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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常用 玄蔘科 韓藥材 3種의 本草學的 硏究

윤인수 ․ 송효준 ․ 김세정 ․ 강대훈 ․ 김종문 ․ 최고야 ․ 주영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 ․ 방제학 교실 

A Herbological study on the herbs 

in 3 Kinds of common Scrophulariaceae

In-Su Yoon ․ Hyo-June Song ․ Se-Jeong Kim ․ Dea-hun Kang ․ Jong-moon Kim ․ Go-Ya Choi ․ Young-Sung Ju

  Objects :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origin-plants of 3 kinds of Scrophulariaceae herbs reported 

worldwide 220 families 3000 species, domestic 21 families 55 species by researching efficacy of each herb. 

Furthermore the objects of study were confirmation of genuine species and substitution species standing on the 

results.

  Methods : In this studies, the origin-plants and efficacy were determined by bibliographic method.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1. There were total 15 species of original plants of Scrophulariaceae herbs, 9 species for Radix 

Scrophulariae, 4 species for Radix Rehmanniae Recens, 2 species for Rhizoma Picrorrhizae.

          2. In the view of authenticity of Radix Scrophulariae, there were 2 genuine species, 1 species for 

substitution, and study of 6 species later on.

          3. In the view of authenticity of Radix Rehmanniae Recens, there were 2 genuine species, 1 species 

for substitution, and study of 1 species later on.

          4. In the view of authenticity of Rhizoma Picrorrhizae, all the original species was genuine species.

          5. The each efficacy of origin-plants were reported in the main subject.

  Conclusions : The 15 original plants were present among the 3 medicinal herbs in the common family scrophul

ariaceae. There were 2 genuine species in Radix Scrophulariae and Rhizoma Picrorrhizae. All the original specie

s was genuine species in Rhizoma Picrorrhizae. 

Key word : Radix Scrophulariae, Radix Rehmanniae Recens, Rhizoma Picrorrhiz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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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산물인 식물 및 광물성․
동물성 산물 중에서 인체의 질병 치료에 원형 로 

건조하거나 간단히 가공하여 치료제로 사용하는 

모든 약재를 본초라고 한다. 본초라는 문자가 처음

으로 문헌에 기재된 것은 반고(班固:32～92)의 저

서인 《한서(漢書)》에서 “본초석지한온(本草石之

寒溫)”이라 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후 오랫

동안 동양권 문화에서 질병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한약재는 최근에 웰빙 시 에 

발맞춰 천연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

약개발 영역에서도 합성의약품의 한계를 천연품에

서 해답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며 각 한약

재마다 많은 種이 있어 실제 유통되어지는 한약재

는 변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같

은 한약재라도 산지에 따라 기원종,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效能까지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

는 경우도 있다. 또 전혀 다른 식물인데도 불구하

고 異名이 같거나 외부형태가 비슷한 이유 등으로 

약재가 혼용되어 사용이 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

여 적절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작

용이 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약재에 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약재에 한 각각의 기원

식물로부터의 재고찰과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는 ‘한약재 규격화

에 필요한 성상 및 감별’ 및 ‘표준한약개발연

구’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아

울러 여러 연구기관별로 ‘한약재에 한 탐색’

이나 ‘한약재의 기원 및 성상에 관한 연구’ 등

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다1-3)
. 그러나 아직

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약재의 중요성과 선호도

에 비춰볼 때 그에 알맞은 정확한 규격의 한약재

를 확인하고 감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확

한 규격의 한약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에는 기원에 따른 분류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 문헌학적 연구, 자연 상태의 약재를 구

별하는 분류검사 및 건조된 약재를 구별하는 외부

형태검사, 내부구조를 구별하는 내부형태검사, 산

물지(産物誌) 및 분류지리학적 연구, 생화학적 생리

활동검사, 함유성분의 이화학적(理化學的) 연구 및 

지표물질에 의한 정성, 정량검사, 약리학적 연구, 

유전자 감별에 의한 검사 등이 있다4-7)
. 이중에 기

원종에 한 연구는 한약재의 감별에서 가장 기초

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는 기타 여러 연구들

의 바탕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원종에 따른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分

布現況의 선정은 약효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효력을 나타

내는 용품의 선정 및 眞品과 假品을 구별하는 

부분에서도 넓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유통질서의 확립

과 한약재의 규격화, 객관성 확 라는 측면에서 기

원종에 한 새로운 고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

여 진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220속 3000여종, 우리나

라에서는 21속 55종이 보고21)되어 있는 玄蔘科 식

물 중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3종에 한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分布現況을 조사 실시하여 이

에 한 명확한 내용을 설정하고자 계획되었다. 이

에 한 객관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한의학 관련문

헌을 선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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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1. 硏究資料

1) 연구범위 및 내용

  전국 한의과 학 본초학 공동 교재에 수록된 

한약재 중 玄蔘科(Scrophulariaceae)에 속한 한약

재 3종에 하여 한의학 관계문헌에 기록된 기원

종, 약용부위, 分布現況,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를 조사․정리 하였다.

2) 참고문헌 선택

  한민국․북한․중국․일본의 한방관련 本草書 총 4

3종을 참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大韓民國 - 朱榮丞 : 耘谷本草學 등 17종

  ② 中國 -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 編委會 

: 中華本草 등 26종

  ③ 北韓 - 보건부약전위원회 :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약전 

  ④ 日本 - 高木敬次郞 외 3人 : 和漢藥物學

Table 1.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 확정

약재명 기원종

玄蔘

1. 北玄蔘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8-10,11,13-15,17-19,21-26,32,46)

2. 玄蔘 S. ningpoensis Hensl
8-10,12,15,24,25,27-30,33-42,46,48-50) 

3. 大山玄蔘 S. kakudensis Fr
9,13,19,46)

4. 토현삼 S. koraiensis Nakai
10,11,13,19,25)

5. 長梗玄蔘 S. fargesii Fr
10,25,46)

6. 黑蔘 S. henryi Hensl
46)

7. 개현삼 S. boreali-koreana Nakai
10,25)

8. 섬현삼 S. takesimensis Nakai
13)

9. 그늘현삼 S. diplodonta Fr
10,25)

地黃

1. 地黃 Rehmannia glutinosa (Gaertn) Liboschitz
8-13,15,17-26,28-33,35-41,43,45-50)

2. 懷慶地黃 R. glutinosa Libosch f.hueishingensis (Chao et Schih) Hsiao
10,11,19,20,24,25,29-33,39,45,46,50)

3. 浙地黃 R. chingil Li
27,46)

4. 湖北地黃 R. henryi N. E. Brown
27,46)

胡黃連
1. 西藏胡黃連 Picrorrhiza scrophuliaeflora Pennell

9,10,12-16,24,25,27,29,31,33,35,36,38,39,41,42,44-50)

2. 印度胡黃連 P. kurrooa Royle et Benth
8-10,13,16,19,22,24-26,29,31,35,36,39,45,46,49,50)

2. 方法  

1) 상기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기원식물에 한 

同定을 실시하였다.

2) 산지에 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한국 植物區系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산계, 북

부계, 중부계, 남부계, 해안계로 구분하였고 중

국의 경우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리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전국 한의과 학 본초학 공동교재24)에 수록된 

내용과 43권 문혼을 통해 도출된 기원식물 별 

상용빈도수를 기준으로 타 기원식물과 상호 비

교하여 정품과 용가능 여부를 확인 하였다. 

  ① 北部 地域 - 內蒙古 黑龍江 遼寧 遼東吉林 

寧夏 河北 甘肅 

  ② 中部 地域 - 河南 山西 陜西 靑海 四川

  ③ 南部 地域 - 貴州 湖南 湖北 雲南 廣東 廣西

  ④ 東部 地域 - 安徽 江蘇 山東 江西 浙江 福建

  ⑤ 西部 地域 - 新彊 西藏 

  아울러 기타지역에 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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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1.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 確定

  제반 서적을 통해 玄蔘, 地黃, 胡黃連에 한 학

명 검색을 거쳐 기원종을 확정하였다.(Table 1. 참

조)

2.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別 特徵

1) 玄蔘
  ① 北玄蔘 S. buergeriana Miq.

8-11,13-15,17-19,21-26,32,

46)의 根8,10,15,17-19,21,24,25)은 寒8,24,25,46)
, 凉9,10,13)

,
 

微寒15,32)
, 鹹8-10,12,15,24,25,27-31,33,35-37,39-41,43,46,48,4

9)
, 苦8,9,10,13,15,19,24,25,32,46)

, 甘19,24,46)
, 無毒10,25)

하고 肺8-10,13,24,25)
, 腎8-10,13,24,25)

,
 胃8,24,25)

, 心9)

에 歸經하며 滋陰降火8-10,13,15,21,27,32,39,46)
, 瀉火

解毒8,9,11,13,15,24)
, 淸熱․凉血解毒8-11,25,32,46)

, 淸熱

養陰10,19)
, 祛煩13,21)등의 效能이 있어 便秘11,13,

21,24,25,32,46)
,
 瘰癧10,13,21,24,25,46)

, 腸癰9,10,13,21,25)
,
 

骨蒸勞熱9,13,24,25,46)
, 咽候腫痛10,13,21,46)등의 증

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0,13,21,25)

    ㉯ 中國

      北部 : 長江15,24,25)

      中部 : 陜西24,25)

      南部 : 貴州15)
, 云南46)  

      東部 : 福建15,24,25)
, 浙江12,24)

, 江沼46) 
   

 

      東北46)

      華南46)

      山東46)

      滿洲11,15)

    ㉰ 기타 외국지역

      일본11)
, 중국11)

, 아무르21)
, 우수리21)

  ② 玄蔘 S. ningpoensis Hensl
8-10,12,15,24,25,27-30,33-42,

46,48-50)의 根8,12,15,24,25,27,28,34)은 微寒15,27-29,35,37,4

0,41,48)
,
 寒8,12,24,30,33,34,39,46)

, 凉9,36)
,
 苦8,9,12,15,24,2

5,27-30,33-37,39-41,46,48,49)
, 鹹8,9,12,15,24,25,27-30,33-37,39-41,

46,48,49)
,
 甘12,24,25,33-35,40,41,46,48,49)

, 無毒25)하고 

肺8,9,12,24,25,28,29,33,34,37,41)
, 腎8,9,12,24,25,28,29,33,34,37,4

1)
,
 胃8,12,24,25,33,34,37,41)

, 心9)에 歸經하며 滋陰降

火8,9,11,13,15,21,25,27,28,34,35,39,46,49)
, 瀉火解毒8,15,24,3

0,34,40,41,48,50)
,
 淸熱․凉血解毒8,9,12,29,33-35,46)

, 凉血

滋陰12,24,25,40,41,48,50)
,
 消腫解毒9,27,28,33,39,49)등의 

效能이 있어 津傷便秘24,25,27,28,39-41,46)
,
 瘰癧24,2

5,28,34,39,40,41,46)
,
 骨蒸勞熱9,24,25,40,41,46,50)

,
 腸癰9,2

5,27,28,39)
,
 咽候腫痛28,34,35,39,41,46)등의 症을 치료

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25)

    ㉯ 中國

      北部 : 長江12,15,24,25,27,33)
, 吉林37,39,46,50)

      中部 : 陜西12,24,25,33,37,39,46,48,50)
, 四川29,31,34,35,

37,39,41,46,48-50)
, 河南41,46,50)

, 山西41,46,50)

      南部 : 貴州15,27,31,37,39,41,46,48), 湖北29,31,34,35,39,

46,49)
, 湖南31,39,41,46,50)

, 云南46)

      東部 : 浙江24,25,27,29,31,34,35,37,39,41,48-50)
, 江西31,

35,37,39,41,48,49)
, 福建12,15,24,27,33,41,46)

, 江

沼29,35,36,41,46)
, 山東29,37,50)

, 滿洲12,21)
, 

南北27)

  ③ 大山玄蔘 S. kakudensis Fr
9,13,19,46)의 根9,13,19,

46)은 苦9,13,19,46)
, 凉9,13)

,
 寒19,46)

, 鹹9,46)
, 甘19,46)

하고 肺9,13)
,  腎9,13)

, 心9)에 歸經하며 滋陰降

火9,13,46)
, 瀉火解毒9,13,46)

,
 散結解毒9,19)

, 淸熱養

陰19,46)
, 解熱9)등의 效能이 있어 骨蒸勞熱9,13,4

6)
, 目赤24,25,46)

,
 腸癰9,13)

,
 咽候腫痛13,46)

,
 瘰癧1

3,46)
,
 津傷便秘13,46)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

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3)

    ㉯ 中國

      北部 : 遼寧46)
, 滿洲11)



윤인수 외 6인 : 常用 玄蔘科 韓藥材 3種의 本草學的 硏究

131

  ④ 토현삼 S. koraiensis Nakai
10,11,13,19,25)의 根19,2

5)은 苦10,13,19,25)
, 凉10,13)

, 鹹10,25)
, 寒25)

, 甘19)
, 

無毒10,25)하고 肺10,13,25)
, 腎10,13,25)

,
 胃25)에 歸

經하며 淸熱․凉血解毒10-12,19,25)
, 滋陰降火10,13)

, 

瀉火解毒11,13)
, 解毒9)

, 散結19)등의 效能이 있

어 瘰癧10,13,25)
, 腸癰10,13,25)

, 津傷便秘11,13,25)
,
 

骨蒸勞熱9,25)
, 咽候腫痛10,13)등의 症을 치료한

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0,11,13,25)

    ㉯ 中國

      北部 : 長江25)

      中部 
: 陜西25)

      東部 : 福建25)

  ⑤ 長梗玄蔘 S. fargesii Fr
10,25,46)의 根10,25,46)은 

凉10,46)
, 寒25)

, 苦10,25)
, 鹹10,25)

,
 甘46)

, 無毒10,25)

하고 肺10,25)
, 腎10,25)에 歸經하며 淸熱․凉血解

毒10,25,46)
, 滋陰降火10)

,
 滑腸25)등의 效能이 있

어 瘰癧10,25)
, 腸癰10,25)

, 滑蒸勞嗽25,46)
, 咽候腫

痛10)
, 瘡㾗腫毒46)

, 津傷便秘46)등의 症을 치료

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0,25)

    ㉯ 中國

      北部 : 長江25)

      中部 : 陜西25)
, 四川46)

      南部46)

      東部25)

  ⑥ 黑蔘 S. henryi Hensl
46)의 根46)은 寒46)

, 苦46)

하고 解毒消腫46)
,
 淸熱利咽46)등의 效能이 있

어 咽候腫痛46)
,
 腸痛46)

,
 目赤46)

,
 口舌糜爛46)등

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中國

      南部 : 湖南46) 

      東部 : 福建25)

  ⑦ 개현삼 S. boreali-koreana Nakai
10,25)의 根10,2

5)은 凉10)
, 寒25)

, 苦10,25)
, 鹹10,25)하고 肺10,25)

, 

腎10,25)
, 胃25)에 歸經하며 淸熱․凉血解毒10)

, 滋

陰降火10)
, 淸熱養陰10)

, 滑腸25)등의 效能이 있

어 咽候腫痛10,25)
, 瘰癧10,25)

, 腸癰10,25)
, 津傷便

秘25)
, 滑蒸勞嗽25)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0,25)

    ㉯ 中國

      北部 : 長江25)

      中部 : 陜西25)

  ⑧ 섬현삼 S. takesimensis Nakai
13)의 根13)은 凉1

3)
,
 苦13)하고 肺13)

, 腎13)에 歸經하며 滋陰降火1

3)
, 瀉火解毒13)

, 祛煩13) 등의 效能이 있어 骨

蒸勞熱13)
, 咽候腫痛13)

, 瘰癧13)
, 腸癰13)

,
 津傷

便秘13)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

다.

    ㉮ 韓國

      전국13)

  ⑨ 그늘현삼 S. diplodonta Fr
10,25)의 根10,25)은 

凉10)
, 寒25)

, 苦10,25)
, 鹹10,25)하고 肺10,25)

, 腎10,2

5)
, 胃25)에 歸經하며 淸熱․凉血解毒10,25)

, 滋陰

降火10)
,
 滑腸25)등의 效能이 있어 咽候腫痛10,2

5)
,
 瘰癧10,25)

, 腸癰10,25)
, 津傷便秘25)

, 滑蒸勞嗽
25)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전국10,25)

    ㉯ 中國

      北部 : 長江25)

      中部 
: 陜西 25)

      東部 : 福建25)

2) 地黃
  ① 地黃 R. glutinosa (Gaertn) Liboschitz

8-13,15,17-26,28-

33-41,43,45-50)의 塊根8,10,12,15,20,25,30,34,35,40,47,49)
, 根

莖9,13,17,29,31,32,37,41,43,48)
, 根11,18,19-24,26,28,33,37)

, 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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莖26,36)은 寒8-10,12,13,15,19,20,24-26,28-30,32-34,36,37,39-41,4

3,46,48)
, 凉31)

, 大寒50)
, 苦8-10,12,13,15,17,19,20,22-26,28,2

9,31,33-37,39-41,43,46,48-50)
, 甘8-12,13,15,17,19,20,22-26,28-37,3

9-41,43,46,48-50)
, 無毒10,25)하고 腎8-10,12,13,20,24-26,28,2

9,31,33,34,37,39,41,43,46)
, 肝8-10,12,13,20,24-26,28,29,31,33,34,3

9,41,43,46)
, 心8-10,12,13,20,24-26,28,29,31,33,34,37,39,41,43,46)

, 

小腸經26,28)에 歸經하며 淸熱8-15,20,24-26,28-30,32-34,

36-41,43,45,46,48,50)
, 凉血8-15,19,20,24-26,28-34,36,37,39-41,43,

46,48,50)
, 養陰(滋陰)

9,12,19,-21,24,25,29,31,33,34,36,39,43,4

6)
, 止渴10-13,15,20,29,32,33,34,36,45,46,50)의 效能이 있

어 發熱8-12,13,15,20,24-26,28-30,32-34,36,39,41,43,46,50)
, 上

部出血(吐血,衄血)
8-10,12,13,15,19,20,24-29,31-34,36,37,39-4

1,43,46,50)
, 糖尿(消渴)

8-10,12,13,19,21,25,29,31,33,34,39,43,5

0)
, 斑疹10,13,15,20,24-26,28-30,33,34,36,39-41,46,50)

, 陰虛內

熱8,10,13,19,21,25,29-31,34,50)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

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中部以南24,25)
,
 韓國全域10,15,21)

    ㉯ 中國

      中國全域13,15,21)

      北部 : 河北24,25,31,33,35,39,41,43,46,48,50)
, 內蒙古2

4,25,31,33,41,43,46,50)
, 遼寧31,41,43,46,50)

, 甘

肅37,41)

      中部 : 河南24-26,29,31,33-35,37,39,41,43,46,48-50)
, 陜  

西26,29,31,37,39,41,43,46,48,50)
, 山西31,41,43,46,

48,51)
, 四川31,43,46,50)

      南部 : 湖北31,41,43,46,50)
, 湖南43,50)

      東部 : 浙江26,29,31,34,35,37,39,43,46,48-50)
, 江蘇26,31,

37,41,43,46,48,50)
, 山東31,35,41,43,46,48,50)

, 安

徽31,41,43,46,50)

      東北地方24,25)

    ㉰ 臺灣 

      臺灣全域37)

  ② 懷慶地黃 R. glutinosa Libosch f.hueishingens

is (Chao et Schih) Hsiao
10,11,19,20,24,25,29,30-33,39,45,46,

50)의 根11,19,20,24,33)
, 塊根10,20,25,30)

, 根莖29,31,32)

은 寒10,19,20,24,25,29,30,32,33,39,46,50)
, 凉31)

, 大寒50)
, 

苦10,19,20,24,25,29,31,33,39,46,50)
, 甘10,19,20,24,25,29-33,39,4

6,50)
,
 無毒10,25)하고 肝10,20,24,25,29,31,33,39,46)

, 心10,2

0,24,25,29,31,33,39,46)
, 腎10,20,24,25,29,31,33,39,46)에 歸經

하며 淸熱10,11,20,24,25,29,30,32,33,39,45,46,50)
, 凉血10,11,

19,20,24,25,29,30-33,39,46,50)
, 生津10,20,24,25,29,30,32,33,39,4

6,50)
, 養陰(滋陰)

19,20,24,25,29,31,33,39,46)
, 止渴10-12,20,

29,32,33,45,46,50)등의 效能이 있어 發熱10,20,24,25,29,3

0,32,33,39,46,50)
, 上部出血(吐血,衄血)

10,19,20,24,25,29-3

3,39,46,50)
, 斑疹10,20,24,25,29,30,33,39,46,50)

, 糖尿(消渴)
10,19,25,29,31,33,39,50)

, 陰虛內熱10,19,25,29-31,50)등의 

症을 치료 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韓國

      中部以南24,25)
,
 韓國全域10)

    ㉯ 中國

      北部 : 河北24,25,31,33,39,46,50)
, 內蒙古24,25,31,46,5

0)
, 遼寧31,46,50)

      中部 : 河南24,25,29,31,33,39,46,49,50)
, 陜西29,31,39,46,

5  1)
, 山西31,46,50)

, 四川31,46,50)

      南部 : 湖北31,46,50)
, 湖南50)

 

      東部 : 浙江29,31,39,46,50)
, 山東31,46,50)

, 安徽31,4

6,51)
, 江蘇31,46,50) 

      東北地方24,25)

  ③ 浙地黃 R. chingil Li
27,46)의 根27)

, 根狀莖46)은 

寒27,46)
, 苦27,46)

, 甘27,46)하며 淸熱27,46)
, 凉血27,

46)
, 生津46)

, 養陰46)
, 止渴46)의 效能이 있어 

發熱27,46)
, 上部出血(吐血,衄血)

27,46)
, 中耳炎27,

46)
,
 口乾46)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 中國

      東部 : 安徽46)
, 浙江27,46)

  ④ 湖北地黃 R. henryi N. E. Brown 塊根27)
, 根4

6)은 微寒46)
, 甘46)하며 淸熱46)

, 凉血46)
, 生津4

6)
, 止血27,46)

, 止渴46)의 效能이 있어 發熱46)
, 

上部出血(吐血,衄血)
46)

, 消渴46)
,
 斑疹46)

,
 崩漏2

7,46)
, 血熱46)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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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中國

      中部 : 四川27)

      南部 : 湖北27,46)

      東部 : 江西27)

3) 胡黃連
  ① 西藏胡黃連 P. scrophuliaeflora Pennell의 根

莖9,12,13,15,24,25,27,29,31,33,35,36,38,39,41,42,44,46-50)과 地

上部位10)는 苦寒9,10,12,13,15,24,25,27,29,31,33,35,36,39,41,

44,46,48-50)
, 苦平42)

, 無毒10,42)하며 大腸9,10,12,13,24,

25,29,31,33,39,41,46)
, 肝9,10,12,13,24,25,29,31,33,39,41,46)

, 胃
9,10,12,13,24,25,29,31,33,39,41,46)

, 心10,12,25,29,33,39)
, 小腸

29)에 歸經하며 淸熱燥濕9,10,12,13,15,24,25,27,29,31,33,3

5,39,41,44-46,48,49)
, 退虛熱10,12,15,24,25,27,29,33,35,36,39,41,

44,46,48,49)
, 凉血9,13,15,31,50)

, 健胃9,45)
, 鎭靜9,45)등

의 效能이 있어 瀉痢(痢疾)
9,10,12,13,15,19,24,25,27,29,

31,33,39,41,42,46,50)
, 

 痔疾(痔瘡)
9,10,12,13,15,25,27,31,33,3

9,41,42,46,50)
, 小兒疳積9,10,12,15,24,25,27,29,31,33,39,41,46,5

0)
, 陰虛發熱10,12,19,24,25,29,33,39,46)

, 骨蒸勞熱10,12,1

3,29,31,39,41,42,50)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

Table 2.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 常用 頻度 분석

약재명 기원종
10회
이상

10회
미만

玄蔘

1. 北玄蔘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8-10,11,13-15,17-19,21-26,32,46) ○

2. 玄蔘 S. ningpoensis Hensl
8-10,12,15,24,25,27-30,33-42,46,48-50) ○

3. 大山玄蔘 S. kakudensis Fr
9,13,19,46) ○

4. 토현삼 S. koraiensis Nakai
10,11,13,19,25) ○

5. 長梗玄蔘 S. fargesii Fr
10,25,46) ○

6. 黑蔘 S. henryi Hensl
46) ○

7. 개현삼 S. boreali-koreana Nakai
10,25) ○

8. 섬현삼 S. takesimensis Nakai
13) ○

9. 그늘현삼 S. diplodonta Fr
10,25) ○

地黃

1. 地黃 Rehmannia glutinosa (Gaertn) Liboschitz
8-13,15,17-26,28-33,35-41,43,45-50) ○

2. 懷慶地黃 R. glutinosa Libosch f.hueishingensis (Chao et Schih) Hsiao
10,11,19,20,24,25,29-33,39,45,46,50) ○

3. 浙地黃 R. chingil Li
27,46) ○

4. 湖北地黃 R. henryi N. E. Brown
27,46) ○

胡黃連
1. 西藏胡黃連 Picrorrhiza scrophuliaeflora Pennell

9,10,12-16,24,25,27,29,31,33,35,36,38,39,41,42,44-50) ○

2. 印度胡黃連 P. kurrooa Royle et Benth
8-10,13,16,19,22,24-26,29,31,35,36,39,45,46,49,50) ○

     음과 같다.

    ㉮ 中國

      西部 : 西藏10,12,13,15,16,24,25,27,29,31,33,35,39,41,44,46,

48-50)

      南部 : 云南15,24,25,27,35,41,46,49,50)

      中部 : 四川5,24,25,27,35,41,46,49,50)

      中國全域16)

    ㉯ 印度44)

  ② 印度胡黃連 P. kurrooa Royle et Benth의 根莖
8,9,13,19,22,24-26,29,31,35,36,39,46,49,50)과 地上部位10)는 

苦寒8-10,13,19,24-26,29,31,35,36,39,46,49,50)
, 無毒10)하고 

肝8-10,13,24-26,29,31,39,46)
, 大腸8-10,13,24,25,29,31,39,46)

, 

胃8-10,13,24,25,29,31,39,46)
, 心10,25,26,29,39)

, 膽26)
, 小腸

29)
, 脾26)에 歸經하며 淸熱燥濕8-10,13,19,24-26,29,31,

35,39,45,46,49)
, 退虛熱8,10,19,24,25,29,35,36,39,46,49)

, 健胃
8,9,45)

, 凉血9,13,31)
, 解毒26,45,46) 등의 效能이 있

어 瀉痢(痢疾)
9,10,13,19,24-26,29,31,39,46,50)

, 小兒疳積
8-10,24-26,29,31,39,46,50)

, 瀉痢(痢疾)
9,10,13,19,24-26,29,31,3

9,46,50)
, 痔疾(痔瘡)

9,10,13,19,25,31,39,46,50)
, 骨蒸勞熱

8,10,13,29,31,39,41,50)
, 陰虛發熱8,10,19,24,25,29,39,46)등의 

症을 치료한다. 산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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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西部 : 西藏26,35)

      南部 : 云南26)

    ㉯ 기타 외국지역

      印度13,24,25,29,31,49)
, 히말라야산지구16,24,25,35,4

9)
, 네팔16,35,49)

, 부탄16)
, 인도네시아26,46)

3.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 常用 頻度 

分析

  이것은 玄蔘, 地黃, 胡黃連 각각의 기원식물이 

문헌 43종에 수록된 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참조)

고  찰

1. 常用 玄蔘科 韓藥材의 起源植物 相互 比較 

및 代用可能 여부 확인

  기원식물에 한 조사 중 기원 식물로 나와 있

더라도 약간의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원식물의 상호 비교 및 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준이 되는 기원식

물을 전국 한의과 학 본초학 공동교재24)에 수록

된 내용과 43권 문헌을 통해 도출된 Table 2. 참

조를 기준으로 정품으로 확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

해 타 기원식물과 상호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1) 玄蔘
  ① 정품으로 확정한 北玄蔘 S. buergeriana Miq.

과 玄蔘 S. ningpoensis Hensl를 비교해 보았

을 때 동일한 性味, 歸經, 效能, 主治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약물은 玄蔘의 정품

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② 大山玄蔘 S. kakudensis Fr : 정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性味는 같고 歸經은 유사하다. 滋

陰降火, 瀉火解毒의 效能이 있고 骨蒸勞熱, 

咽候腫痛등 증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도 玄蔘

과 유사하므로 大山玄蔘 S. kakudensis Fr은 

玄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③ 토현삼 S. koraiensis Nakai : 정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性味는 같고 歸經은 肺 胃, 腎으

로 心에 歸經하지는 않는다. 效能은 滋陰降

火, 瀉火解毒하며 骨蒸勞熱, 咽候腫痛, 瘰癧, 

腸癰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아 토현삼 S. k

oraiensis Nakai은 玄蔘으로 사용가능하나 歸

經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

다.            

  ④ 長梗玄蔘 S. fargesii Fr : 정품과 비교해 보

았을 때 性味가 같지만 歸經은 다르다. 하지

만 效能이 滋陰降火, 淸熱․凉血하고 主治 또

한 瘡㾗腫毒, 津傷便秘, 滑蒸勞嗽등으로 玄蔘

科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용하여 사용가능하

나 歸經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⑤ 黑蔘 S. henryi Hensl : 정품과 비교해 보았

을 때 性味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效能

은 解毒消腫, 淸熱利咽이고 咽候腫痛, 腸痛 

目赤, 口舌糜爛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아 

效能, 主治는 玄蔘 S. ningpoensis Hensl과 

비슷하다. 玄蔘 S. ningpoensis Hensl을 용

하여 사용가능하지만 性味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고 문헌에 기재된 빈도수가 적은 것으

로 보아 용약재로 사용함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⑥ 개현삼 S. boreali-koreana Nakai : 정품과 비

교해 보았을 때 性味, 歸經에서 약간의 차이

를 보인다. 效能은 滋陰降火, 淸熱․凉血․解毒

하고 主治는 咽候腫痛, 瘰癧, 腸癰, 津傷便秘 

滑등으로 玄蔘과 비슷하다. 따라서 玄蔘 S. 

ningpoensis Hensl을 용하여 사용가능하지

만 性味, 歸經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문헌

에 기재된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용



윤인수 외 6인 : 常用 玄蔘科 韓藥材 3種의 本草學的 硏究

135

약재로 사용함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⑦ 섬현삼 S. takesimensis Nakai : 정품과 비교

해 보았을 때 性味, 效能에서 차이가 난다. 

滋陰降火, 瀉火解毒하는 效能과 骨蒸勞熱, 咽

候腫痛, 瘰癧, 腸癰을 치료하는 것이 玄蔘 S. 

ningpoensis Hensl의 效能 및 主治와 유사하

다. 玄蔘 S. ningpoensis Hensl을 용하여 

사용가능하지만 性味, 歸經에서 차이가 있고 

문헌에 기재된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용약재로 사용함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⑧ 그늘현삼 S. diplodonta Fr : 정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性味는 같고 歸經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다. 效能은 滋陰降火, 淸熱․凉血․解毒

이고 主治는 咽候腫痛, 瘰癧, 腸癰, 津傷便秘

로서 玄蔘 S. ningpoensis Hensl의 效能, 主

治와 비슷하다. 玄蔘 S. ningpoensis Hensl을 

용하여 사용가능하지만 歸經에서 차이가 

있고 문헌에 기재된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용약재로 사용함에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2) 地黃
  ① 정품으로 확정한 地黃 R. glutinosa (Gaertn) 

Liboschitz와 懷慶地黃 R. glutinosa Libosch f. h

ueishingensis (Chao et Schih) Hsiao를 비교하

여 보았을 때 性味, 歸經, 效能, 主治가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약물은 地黃의 정품으로 재

확인할 수 있었다. 

  ② 浙地黃 R. chingil Li : 정품과 비교해 보았

을 때 性味, 歸經이 같다. 또한 效能은 淸熱, 

凉血, 養陰, 生津한다는 점에서도 같고 高熱, 

煩燥, 吐血, 口乾, 咽喉腫痛을 치료한다는 점

에서도 비슷하다. 따라서 浙地黃 R. chingil 

Li은 地黃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③ 湖北地黃 R. henryi N. E. Brown : 정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性味, 歸經이 차이가 난다. 

效能은 補血, 止血, 凉血, 淸熱, 生津 하고 

血熱・吐衄, 子宮出血, 消渴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아 效能, 主治는 유사하다. 따라서 

湖北地黃 R. henryi N. E. Brown은 地黃의 

용품으로  사용 가능하나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3) 胡黃連 
  ① 두 약물은 性味, 歸經, 效能, 主治가 동일하

다. 따라서 西藏胡黃連과 印度胡黃連은 胡黃

連의 정품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1. 玄蔘科에 속한 기원식물은 전체 15종으로 이 

중 玄蔘 9종, 地黃 4종, 胡黃連 2종 이었다.

2. 玄蔘의 정품은 玄蔘 S. ningpoensis Hensl, 北玄

蔘 S. buergeriana Miq.이고 大山玄蔘 S. 

kakudensis Fr는 용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

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性味는 寒凉, 苦甘鹹하고 

肺, 胃, 心, 腎에 歸經한다. 滋陰降火, 瀉火解毒, 

淸熱凉血의 效能이 있어 咽喉腫痛, 腸癰, 便秘, 

瘰癧, 骨蒸勞熱의 症을 치료한다.

3. 地黃의 정품은 地黃 R. glutinosa (Gaertn) Libosch

itz, 懷慶地黃 R. glutinosa Libosch f.hueishingen

sis (Chao et Schih) Hsiao이고 浙地黃 R. chingil 

Li은 용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性味는 寒凉, 苦甘하고 肝, 心, 腎에 

歸經한다. 淸熱, 凉血, 養陰, 止渴의 效能이 있

어 發熱, 上部출혈, 消渴, 斑疹, 陰虛內熱의 症

을 치료한다.

4. 胡黃連의 정품은 西藏胡黃連 P. scrophuliaeflor

a Pennell, 印度胡黃連 P. kurrooa Royle et Benth

이다. 정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性味는 苦寒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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肝, 大腸, 胃, 心, 小腸에 歸經한다. 淸熱燥濕・
退虛熱・凉血・健胃의 效能이 있어 痢疾・痔

疾・小兒疳積・陰虛發熱・骨蒸勞熱의 症을 치

료한다.

5. 常用 玄蔘科의 3종의 産地를 살펴보면 총 15종

의 起源植物중 중국산출 11종, 한국 산출 9종, 

중국 순수 재배 3종, 한국 순수 재배 1종, 기타 

외국 지역 4종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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