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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make a list of the phaeophyta growing naturally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and to carry out a survey on the current distribution status to investigate the phaeophyta which can be used 

as medicinal herbs. 

Methods : References and research papers about herbology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were examine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total of 63 genera and 145 species of phaeophyta was foun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among which 11 genera and 15 species(approximately 11%) were medicinal plants. Out of 

the 145 species of phaeophyta 27 species belonged to Sargassum, and out of the 15 species of medicinal plants 4 

species belonged to Sargassum. Among the medicinal parts 11 species belonged to algae. Sixteen species had cold 

property, and 16 species had salty flavors. Thirteen species had the efficacy of liver meridian, and 15 species had the 

potency of YEONKYUN, which helps to remove hard clots generated in human body. No toxic drugs were detected.

Conclusion : There were totaled to 63 genera and 145 species in  Phaeophyta in Korea and among them medicinal 

plants are 11 genera, 15 species, some 11% in total. Thirteen species had the efficacy of liver meridian, and 15 species 

had the potency of YEONKYUN, which helps to remove hard clots generated in human body. No toxic drugs were 

detect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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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다 생물중 갈조류(phaeophycean 또는 brown algae)는 

250속 이상, 1,500종 이상 알려져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현미

경적 크기의 사상체로부터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다

시마류(giant kelp)까지 포함된다. 일부 갈조류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원생생물 가운데 가장 발달된 기관, 조직 및 세포의 

특수화가 나타난다. 많은 종류는 광합성이 주로 이루어지는 

엽상부(엽신, blade)뿐만 아니라 엽상부를 만들어내는 줄기부

(stipe)와 부착기(holdfast)라 부르는 부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갈조류는 육상식물의 체요소(sieve element)와 놀랄 만큼 

흡사한 분화된 통도세포를 가지고 있다1).

갈조식물문(phaeophyta)에 관한 분류 및 생태학적인 연구는 

제주해역의 해조류와 저서무척추동물 생태적 분포2), 한국산 

갈조류 경단구슬모자반의 형태와 분자적 다양성3), 한국 동해안 

조간대의 식물상4), 서해 중부의 揷矢島 해산식물의 種組成5) 

등이 진행되었다.

갈조식물문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국내 자생 갈조류의 생리

활성 물질 분석 및 총 항산화능력 비교 연구6), 갈조류 톳 (Hizikia 

fusiformis) 에탄올 추출물의 Caenorhabditis elegans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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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효과7), 갈조류 곰피(Ecklonia stolonifera)의 간 건강기

능성8), RAW264.7 대식세포에서 괭생이 모자반 추출물의 면

역활성 증진 효과9), 감태에서 분리된 플로로탄닌의 염증 및 

알러지 억제 효과10), 갈조류 추출물에 의한 인간 암세포 성장 

억제 및 세포 사멸 유도11), 감태(Ecklonia cava) 추출물의 항

산화 및 세포보호 활성12), 제주 연안 갈조류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1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양식물에 

관한 생태학적 분류 및 性味나 效能에 관한 한의학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분류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육상식물의 논문으로는 한국산 

현호색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14),한국산 마편초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15), 한국산 지치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16) 등 다수의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육상생물에 대해서는 

약용동물학 및 약용식물학으로 구분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되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식물

학적 분류와 한의학적 활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또한 해

조류를 과거에서부터 갑상선 질환에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암

환자 중 갑상선 암 환자들에게 적극 건기식 또는 항암식단으로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해양

생물과 관련된 관련 분야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한의학적, 

또는 산업적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갈조류에 대

하여 식물 분류 목록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한의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의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약용 부위에 따라서 한

약명, 학명, 식물명, 性味, 歸經, 效能, 主治, 毒性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조사자료 및 방법

1. 자료

국내·외에서 발간된 本草書, 해양식물 조사보고서 및 해

조류도감 등을 중심으로 30종을 조사하였다.

 

2. 방법

1) 우리나라 해안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갈조식물문

(phaeophyta, brown algae)의 목록을 정리하였다17).

2) 문헌을 검토하여 갈조식물문 중 약용 가능한 것을 목록화 

하였다.

3) 약용 가능한 갈조식물을 약용부위별로 분류하여 한약명, 

학명 및 중국 식물명 등을 정리하였다.

4) 갈조식물 중 약용 가능한 식물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

도로 분류하여  분포현황을 정리하였다.

5) 갈조식물 약용식물의 약용부위별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症을 정리하였다.

Ⅲ. 조사내용

1. 한국산 갈조식물문

한국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갈조식물문(phaeophyta, 

brown algae)를 조사한 결과, 솜말Acinetospora crinita 

(Carmichael ex Harvey in Hooker) Kornmann 외 144種

으로 아래와 같다(Table 1).

No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Chinese botanical name Medicinal Part

1 Acinetospora crinita (Carmichael ex Harvey in Hooker) Kornmann 솜말 - -

2 Acrothrix  pacifica Okamura in Yamada 끈끈말더부살이 - -

3 Agarum clathratum Dumortier 그리미역; 털미역; 구멍쇠미역; 야키시리구멍쇠미역 - -

4 Alaria macroptera (Ruprecht) Yendo 알막곽 - -

5 Analipus japonicus (Harvey) Wynne 이비치; 헛가지말 - -

6 Botrytella parvus (Takamatus) H. Kim   바다오디 - -

7 Carpomitra costata (Stackhouse) Batters 카르포미트라; 열매의관말; 줄의관말 - -

8 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 = Fucus filum L. 골다; 코르다; 끈말 繩藻 藻體

9 Chordaria flagelliformis (Miiller) C. Agardh  민가지끈말; 코르다리아; 민가지말 - -

10 Chordaria gracilis Setchell et  Gardner    그라실 - -

11 Coccophora langsdorfii (Turner) Greville  삼나무모자반; 삼나무말 - -

12
Colpomenia bullosa (Saunders) Yamada in Yamada & Kinoshita

  물뽕; 물걸래이; 고신대풀; 긴볼레기말
- -

13 Coccophora langsdorfii (Turner) Greville 삼나무모자반; 삼나무말 - -

14 Costaria costata (C. Agardh) Saunders 쇠미역; 고들미역; 쇠미역사촌 - -

Table 1. The list of the Korean phaeophy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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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Chinese botanical name Medicinal Part

15 Cutleria cylindrica Okamura       시린드리; 채찍말 - -

16 Cystoseira hakodatensis (Yendo) Fensholt 학말; 염주모자반; 팥꼴헛모자반 - -

17 Desmarestia ligulata (Lightfoot) Lamouroux 산말; 참산말 - -

18 Desmarestia tabacoides Okamura 담배산말; 담배잎산말 - -

19 Desmarestia viridis (Müller) Lamouroux 비리디스; 쇠꼬리산말 - -

20
Dictyopteris divaricata (Okamura) Okamura

내디말; 미끈뼈대그물; 쌍발디크티오프테리스; 미끈뼈대그물말
- -

21
Dictyopteris latiuscule (Okamura) Okamura

넓은뼈대그물; 넓은디크티오프테리스; 넓은뼈대그물말
- -

22
Dictyopteris prolifera (Okamura) Okamura

내푸로리; 돌기디크티오프테리스; 가시뼈대그물말
- -

23
Dictyopteris undulata Holmes

내운들; 주름뼈대그물; 주름디크티오프테리스; 주름뼈대그물말
- -

24 Dictyota cervicornis Kützing      노루뿔그물바탕말 - -

25
Dictyota dichotoma (Hudson) Lamourorux

느패; 패; 그물바탕말; 디크티오타; 참그물바탕말
- -

26 Dictyota divaricata Lamourorux    쌍발그물바탕말 - -

27 Dictyota linearis (C. Agardh) Greville 실그물바탕말; 실디크티오타 - -

28 Dictyota maxima Zanardini 큰그물바탕말; 큰디크티오타 - -

29 Dilophus okamurae Dawson 개그물바탕; 딜로푸스; 개그물바탕말 - -

30 Distromium decumbens (Okamura) Levring 크래니; 누은부채; 두켜부채 - -

31 Ecklonia cava Kjellman in Kjellman & Pedersen 황감태; 감태 - -

32 Ecklonia kurome Okamura         검둥감태; 진감태 黑昆布 葉狀菜

33 Ecklonia stolonifera Okamura           곰푸; 곰피 - -

34 Ectocarpus arctus Kützing 실에크토카르프스; 납짝솜털 - -

35
Ectocarpus cylindricus Saunders f. codiophilus Setchell & Gardner

청각더부살이긴솜털
- -

36 Ectocarpus flagelliferus Setchell & Gardner 헛뿌리에크토카르푸스; 헛뿌리솜털 - -

37 Ectocarpus flocculiformis Setchell & Gardner 고리솜털 - -

38 Ectocarpus siliculosus (Dillwyn) Lyngbye 에크토카르프스; 참솜털 - -

39 Eisenia bicyclis (Kjellman) Setchell   붉감태; 대황 - -

40 Elachista falcata Y. Lee              호미모자반털 - -

41 Elachista flaccida (Dillwyn) Fries     잘록모자반털 - -

42 Elachista nipponica Umezaki            왜모자반털 - -

43 Elachista okamurae Yoshida 엘라치스테아; 둥근모자반털; 성게모자반털 - -

44 Elachista orbicularis (Ohta) Skinner 곤지모자반털 - -

45 Elachista tenuis Yamada 알쏭이모자반털; 가는모자반털 - -

46 Elachista vellosa Takamatsu       헛뿌리모자반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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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Chinese botanical name Medicinal Part

47 Fucus distichus Linnaeus subsp. evanescens (C. Agardh) Powell 돌가사리 - -

48 Halopteris filicina (Grateloup) Kützing 갈솜; 바다깃꼴 - -

49 Halothrix ambigua Yamada 할로드릭스; 더부살이곱은털 - -

50 Hecatonema terminale (Kützing) Kylin    난쟁이말 - -

51 Heteroralfsia saxicola (Okamura et Yamada) Kawai 외가지말 - -

52
Hincksia mitchelliae (Harvey) Silva in Silva, Meñez & Moe

연두에크토카프스; 미첼에크토카르프스; 미첼긴털실말
- -

53 Hincksia ovata (Kjellman) Silva in Silva, Meñez & Moe 긴털실말 - -

54
Hizikia fusiformis (Harvey) Okamura = Sargassum fusiformis (Harv.) Setch.

                                모자비; 둘비말; 톳
羊西菜 藻體

55 Homoeostrichus flabellatus Okamura 호모; 갈기부채 - -

56 Hydroclathrus clathratus (C. Agardh) Howe 그라스; 구멍볼레기말; 그물바구니 - -

57 Ishige Okamura Yendo 패 鐵釘菜 藻體

58 Ishige sinicola (Setchell et Gardner) Chihara = I. foliacea Okam. 모장패; 넓패 葉狀鐵釘菜 藻體

59 Kjellmaniella crassifolia Miyabe in Okamura 개다시마 - -

60 Laminaria cichorioides Miyabe in Okamura 실미역; 주름다시마 - -

61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도박; 참미역; 다시마 昆布 葉狀菜

62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f. menbranacea Miyabe et Nagai    타미역 - -

63 Laminaria ochotensis Miyabe in Okamura    다시마 - -

64 Laminaria religiosa Miyabe in Okamura 물미역; 애기다시마 - -

65 Leathesia difformis (Linnaeus) Areschoug 래디풀; 바위두둑; 바위두룩 - -

66 Leathesia globosa Takamatsu          둥근바위두둑 - -

67 Leathesia japonica Lnagaki           애기구슬두둑 - -

68 Leathesia pulvinata Takamatsu       넓은바위두둑 - -

69 Leathesia spaerocephala Yamada 구슬머리바위두둑 - -

70 Leathesia verruculiformis Y. Lee et I. K. Lee 작은혹바위두둑 - -

71 Mikrosyphar polysiphoniae Kuckuck    그물무늬말 - -

72
Myagropsis myagroides (Mertens ex Turner) Fensholt

노랑쟁이; 쥐듬북; 심불말; 외톨염주말; 애기외통염주말; 외톨개모자반
- -

73 Myagropsis yendoi Fensholt      애기외톨개모자반 - -

74 Myelophycus simplex (Harvey) Papenfuss 개수염; 바위수염 - -

75 Myriactula sargassi (Yendo) Feldmann 모자반털사촌 - -

76 Myrionema strangulans Greville        둥근반점말 - -

77

Nemacystus decipiens (Suringar) Kuckuck

= Cladosiphon decipiens (Suringar) Okam.

= Mesogloea decipines Sur.                미끈가지

海蘊 藻體

78
Pachydictyon coriaceum (Holmes) Okamura

고리새; 가죽그물마탕; 가죽티크티오타; 참가죽그물바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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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Padina arborescens Holmes 햄이풀; 부채말; 부챗말; 부챗살 - -

80 Padina australis Hauck          우스리; 호주부챗말 - -

81 Padina crassa Yamada 파라사; 부픈부채말; 분부채말 - -

82 Padina japonica Yamada    회색부채말; 엷은부챗말 - -

83 Padina minor Yamada 미놀; 애기부채말; 애기부챗말 - -

84 Papenfussiella kuromo (Yendo) Lnagaki  구로모; 연두털끈말; 파펜푸스말; 연두털말 - -

85
Petalonia binghamiae (J. Agardh) Vinogradova

= Endarachne binghamiae J. Agardh 미역새; 미역쇠
鵝腸菜 藻體

86 Petalonia fascia (Müller) Kuntze   파시아; 개미역쇠 - -

87
Petrospongium rugosum (Okamura) Setchell & Gardner

루고숨; 바위주름말; 바위주름
- -

88 Pilayella littoralis (Linnaeus) Kjellman 가온열매실말 - -

89 Proselachista taeniaeformis (Yamada) Lee et Garbary 실꾸리모자반털; 파도초롱 - -

90 Punctaria latifolia Greville  라티풀; 넓미역쇠; 넓은미역쇠 - -

91 Punctaria plantaginea (Roth) Greville 질경이넓미역쇠 - -

92 Ralfsia clavata (Carmichael) Crouan et Crouan 홀바위딱지 - -

93 Ralfsia confusa Hollenberg               넓바위딱지 - -

94 Ralfsia fungiformis (Gunnerus) Setchell et Gardner 가는바위딱지 - -

95 Ralfsia integra Hollenberg             둥근바위딱지 - -

96 Ralfsia verrucosa (Areschoug) Areschong in Fries 바위딱지 - -

97 Sargassum confusum C. Agardh  고지기; 곤푸말; 알쏭이모자반; 큰잎알쏭이모자반 - -

98 Sargassum coreanum J. Agardh 갑실말; 큰잎모자반 - -

99 Sargassum filicinum Harvey 피리말; 비틈고사리모자반; 고사리모자반 - -

100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 S. enerve C. Ag 말; 모자반 馬尾藻 藻體

101 Sargassum giganteifolium Yamada in Okamura 둔북; 큰톱날모자반; 큰톱니모자반 - -

102 Sargassum hemiphyllum (Turner) C. Agardh 지름말; 짝잎모자반 - -

103

Sargassum horneri (Turner) C. Agardh

= Fusus horneri Turn.

= Spongocarpus horneri Kütz.    괭생이; 팽생이; 괭생이모자반; 잇바디괭생이모자반

銅藻 藻體

104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큰열매모자반 - -

105 Sargassum micracanthum (Kützing) Endlicher 장말; 잔가시모자반 - -

106 Sargassum microceratium (Turner) C. Agardh  미끌말 - -

107 Sargassum miyabei Yendo  주말; 겔만모자반; 셀만모자반; 미아베모자반 - -

108 Sargassum nigrifolium Yendo      몰말; 검둥모자반 - -

109 Sargassum nipponicum Yendo           꼬마모자반 - -

110
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

= S. confusum C. Ag.                  알쏭이모자반
海蒿子 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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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argassum patens C. Agardh 실갱이; 가지모자반; 쌍발이모자반 - -

112 Sargassum piluliferum (Turner) C. Agardh 개말; 참말; 구슬모자반 - -

113 Sargassum pinnatifidum Harvey  핀말; 갈래잎모자반 - -

114 Sargassum sagamianum Yendo 나사말; 비틀대모자반 - -

115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주말; 톱날모자반; 톱니모자반 - -

116
Sargassum siliquastrum (Mertens ex Turner)C. Agardh      

몰말; 돌말; 가시대모자반; 꽈배기모자반
- -

117 Sargassum tenuifolium Yamada        엷은잎모자반 - -

118 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지총; 지층이 鼠尾藻 藻體

119 Sargassum yendoi Okamura et Yamada in Yamada 엔도오모자반 - -

120 Sargassum yezoense (Yamada) Yoshida et T. Konno 비틀대모자반; 왜모자반 - -

121 Scytosiphon lomentaria (Lyngbye) Link 고리매; 잘록이고리매 萱藻 藻體

122 Scytosiphon dotyi Wynne          물뽕; 꼬인고리매

123

Silvetia siliquosa (Tseng et Chang) Serrão
= Pelvetia siliquosa Tseng et C. F. Chang

= P. minor Noda                   돌가사리; 뜸부기

鹿角菜 藻體

124
Spatoglossum pacificum Yendo

            스파토; 가시그물바탕; 스파토글롯솜; 참가시그물바탕말
- -

125 Sphacelaria californica Sauvageau ex Setchell & Gardner 굵은갯쇠털; 삼각갯쇠털 - -

126 Sphacelaria dichotoma Saunders 민스파셀라리아; 변덕이갯쇠털 - -

127
Sphacelaria divaricata Montagne

기는스파셀라리아; 갈라스파셀라리아; 갈래갯쇠털; 누은갯쇠털
- -

128 Sphacelaria fusca C. Agardh (Hudson) S. Gray 세가닥갯쇠털 - -

129 Sphacelaria lutea Takamatsu            누른갯쇠털 - -

130

Sphacelaria rigidula Kützing

와이자스파셀라리아; 꼭지스파셀라리아; 난쟁이스파셀라리아; 가위갯쇠털; 가는갯쇠털; 

민자루갯쇠털; 홋세가닥갯쇠털

- -

131 Sphacelaria solitaria (Pringsheim) Kylin 짝지스파셀라리아; 외갈래갯쇠털 - -

132 Sphacelaria yamadae Segawa       야마다스파셀라리아; 방사갯쇠털; 야마다갯쇠털 - -

133 Sphacelaria solitaria (Pringsheim) Kylin 짝지스파셀라리아; 외갈래갯쇠털 - -

134 Sphacelaria yamadae Segawa 야마다스파셀라리아; 방사갯쇠털; 야마다갯쇠털 - -

135
Sphaerotrichia divaricata (C. Agardh) Kylin

 필마; 그라도시; 잔가지끈말; 스페로트리치아; 잔가지말
- -

136 Sporochnus moorei Harvey              무어털비말 - -

137
Sporochnus radiciformis (R. Brown ex Turner) C. Agardh              

털비말; 스포로크누스; 참털비말
- -

138 Tinocladia crassa (Suringar) Kylin  유라사; 부픈낀말; 티노클라디아; 부푼말 - -

139 Turbinaria ornata (Turner)J. Agardh   왕관잎모자반 - -

140 Undaria crenata Y. Lee in Lee Y. & Yoon J. T. 다실미역 - -

141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미역; 말미역 裙帶菜 葉狀菜. 根.



한국에서 자생하는 갈조식물문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 15

No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Chinese botanical name Medicinal Part

142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var. elongata Suringar 빗살미역 - -

143 Undaria undarioides (Yendo) Okamura         넓곽 - -

144
Undariopsis peterseniana (Kjellman) Miyabe et Okamura in Okamura

  먹새; 넓미역
- -

145 Zonaria diesingiana J. Agardh   조나리아; 반주름말 - -

2. 약용식물

(Table 1)에서 조사한 약용식물을 약용부위별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全藻類

갈조식물문 약용식물중 藻體類는 끈말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외 11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2).

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1
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 = Fucus filum L.

골다; 코르다; 끈말
繩藻21,28)

2
Hizikia fusiformis (Harvey) Okamura

= Sargassum fusiformis (Harv.) Setch. 모자비; 둘비말; 톳

羊栖菜21-3,25,27), 鹿角尖21,27), 角子21,27), 海菜芽21), 羊奶子21), 

海大麥21), 釣滾菜21), 玉海草21-2), 燈籠菜21-2), 鬍鬚泡21-2), 

海菜21), 鹿角菜21-2), 秧菜21), 海茸21), 玉草21), 茜米21), 玉茜21), 

龜魚茜21), 藥茶22)

3 Ishige Okamura Yendo                       패 鐵釘菜21)

4
Ishige sinicola (Setchell et Gardner) Chihara

= I. foliacea Okam.                   모장패; 넓패
葉狀鐵釘菜21), 扁鐵釘菜21)), 鐵釘菜28

5

Nemacystus decipiens (Suringar) Kuckuck 

= Cladosiphon decipiens (Suringar) Okam.

= Mesogloea decipines Sur.              미끈가지

海蘊21-2,27-8)

6
Petalonia binghamiae (J. Agardh) Vinogradova

= Endarachne binghamiae J. Agardh  미역새; 미역쇠
鵝腸菜21,28)

7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S. enerve C. Ag                     말; 모자반
馬尾菜21), 海茜28)

8

Sargassum horneri (Turner) C. Agardh = Fusus horneri Turn.

=Spongocarpus horneri Kütz.
 괭생이; 팽생이; 괭생이모자반; 잇바디괭생이모자반

銅藻21,27), 柱囊馬尾藻21), 海柳麥21,27), 丁香屋21), 草茜21), 

玉海藻21), 竹茜菜21,27), 油菜21)

9
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

=S. confusum C. Ag. 알쏭이모자반

海蒿子21-3,25,27), 大葉藻21), 大蒿子21,27), 海根菜21), 大穀穗21), 

海草21), 三角菜27), 馬尾藻27)

10 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지총; 지층이

鼠尾藻21), 海茜21), 老鼠尾21), 臺茜21), 馬尾茜21), 牛尾茜21), 

草茜馬尾絲21), 蔔蔔菜21), 馬尾21), 虎茜泡21), 草茜21)),

馬尾絲21), 穀穗果21), 穀穗子21), 穀穗蒿21), 嶴頭子21)

11 Scytosiphon lomentaria (Lyngbye) Link 고리매; 잘록이고리매 萱藻21,28)

12

Silvetia siliquosa (Tseng et Chang) Serrão
= Pelvetia siliquosa Tseng et C. F. Chang = P. minor Noda

돌가사리; 뜸부기

鹿角菜21), 石寄生29)

Table 2. The medicinal phaeophycean using the whole body 

2) 全藻類

갈조류식물문 약용식물중 葉狀體類는 검둥검태Ecklonia kurome Okamura외 2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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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1 Ecklonia kurome Okamura  검둥감태; 진감태

黑昆布21-2), 掌葉昆布21), 鵝掌菜21-2,27), 黑菜21), 昆布菜21), 

面其菜21-2), 吐血彩21), 五掌菜21,27), 木履菜21), 昆布22,25,27), 

甘苔23), 綸布27)

2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도박; 참미역; 다시마 昆布21,28), 海帶21-3,25-7), 海帶菜21), 海白菜21

3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미역; 말미역 裙帶菜21-3,27, 裙帶21, 海芥菜21,27

Table 3. The medicinal phaeophycean using the leaf

3) 根類

갈조류식물문 약용식물중 根類는 도박Laminaria japonica Areschoug 1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4).

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1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도박; 참미역; 다시마 昆布21,28), 海帶21), 海帶菜21), 海白菜21)

Table 4. The medicinal phaeophycean using the root

3. 갈조식물문 약용식물의 분포 현황

한국산 갈조식물문은 식물은 총 5屬 21種이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끈말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을 포함하

여 11屬 15種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Table 5).

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Distribution

ES WS SS JI

1
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

= Fucus filum L.             골다; 코르다; 끈말
繩藻 ◯ ◯ ◯ ◯

2 Ecklonia kurome Okamura     검둥감태; 진감태 黑昆布 ◯ ◯ ◯

3
Hizikia fusiformis (Harvey) Okamura 

= Sargassum fusiformis (Harv.) Setch. 모자비; 둘비말; 톳
羊西菜 ◯ ◯ ◯ ◯

4 Ishige Okamura Yendo                     패 鐵釘菜 ◯ ◯ ◯

5
Ishige sinicola (Setchell et Gardner) Chihara

= I. foliacea Okam.                 모장패; 넓패
葉狀鐵釘菜 ◯ ◯

6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도박; 참미역; 다시마 昆布 ◯ ◯ ◯ ◯

7

Nemacystus decipiens (Suringar) Kuckuck

= Cladosiphon decipiens (Suringar) Okam.

= Mesogloea decipines Sur.           미끈가지

海蘊 ◯

8
Petalonia binghamiae (J. Agardh) Vinogradova

= Endarachne binghamiae J. Agardh 미역새; 미역쇠
鵝腸菜 ◯ ◯ ◯

9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 S. enerve C. Ag                  말; 모자반
馬尾藻 ◯ ◯ ◯ ◯

10

Sargassum horneri (Turner) C. Agardh

= Fusus horneri Turn. 

= Spongocarpus horneri Kütz.
 괭생이; 팽생이; 괭생이모자반; 바디괭생이모자반

銅藻 ◯ ◯ ◯ ◯

11
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

=S. confusum C. Ag.              알쏭이모자반
海蒿子 ◯ ◯ ◯

Table 5.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dicinal plants in phaeophy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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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Distribution

ES WS SS JI

12 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지총; 지층이 鼠尾藻 ◯ ◯ ◯ ◯
13 Scytosiphon lomentaria (Lyngbye) Link 고리매; 잘록이고리매 萱藻 ◯ ◯ ◯ ◯

14

Silvetia siliquosa (Tseng et Chang) Serrão
= Pelvetia siliquosa Tseng et C. F. Chang

= P. minor Noda           돌가사리; 뜸부기

鹿角菜 ◯ ◯ ◯ ◯

15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미역; 말미역 裙帶菜 ◯ ◯ ◯ ◯
ES, East sea, A sea bordering Russia to the north and Japan to the east; WS, West sea, The sea between China's eastern coast 
and the Korean Peninsula; SS, southern sea, The sea between Jindo, Jeollanam-do, to the west, and Haeundae-gu, Busan, to 
the east; JI, Jeju island

4. 약용부위별 분류에 따른 약물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1) 藻體類 

藻體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0).

No Herbal name Property flavors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applications

1
繩藻21), 海麻線21)

麻繩菜21), 海嘎子21) 鹹28), 寒28) 軟堅21,28), 祛痰21,28),

利尿21,28), 降壓21,28)

瘰癧21), 癭瘤21), 高血壓21,28),

갑상선암28), 갑상선기능항진28),

갑상선염28)

2

海藻21-5,27)

䕭21-2)

落首21-2,25) 

海蘿21-3,25)

藫21-3)

海藻菜21)

海帶花21-2)

鹹21-5,27),

苦22-3,25),

甘27), 寒21-5,27)

肝21,24-5),

腎21,24-5,27),

肺23,27), 脾23,27),

胃21,23-5)

消痰21-5,27),

軟堅21-2,25,27),

利水21-5,27),

退腫21,24,27),

泄熱22-3,27),

散癭瘤23-4),

散結25,27), 解毒27),

肅肺27)

癭瘤21-5,27), 瘰癧21-5,27), 㿗疝21), 

脚氣浮腫21-4), 積聚22-3),

睾丸腫痛22-3,25), 消化不良23),

慢性氣管支炎23), 痰飮水腫25),

癰腫27), 癥瘕27), 腹中上下鳴27),

下十二水腫27)

3
鐵腺草21), 剪刀菜21)

鐵菜21), 搖鼓鈴21) 鹹21), 寒21) 肝21) 軟堅21), 散結21),

解毒21), 驅蛔21)

頸淋巴結腫21), 甲狀腺腫21),

喉炎21), 蛔蟲病21)

4
鐵腺草21), 剪刀菜21)

鐵菜21), 搖鼓鈴21) 鹹21,28), 寒21,28) 肝21,28) 軟堅21,28), 散結21,28),

解毒21,28), 驅蛔21,28)

頸淋巴結腫21,28), 甲狀腺腫21,28),

喉炎21,28), 蛔蟲病21,28)

5
海蘊21-2,27)

滑溜菜21)

鹹21-2,27-8),

寒21-2,27-8)

肺21,27-8), 肝21,27-8),

腎27)

軟堅21,27-8),

散結21,27-8),

消痰21,27-8),

利水21,27-8), 止咳27)

癭瘤21-2), 甲狀腺腫21,28),

喉炎21,28), 氣管支炎21,28),

갑상선종양28)

6

鵝腸菜21), 脚皮菜21)

鷄腸菜21), 黑昆布21)

小海帶21), 野海帶21)

脚白菜21), 鵝蛋菜21)

簸箕菜21), 面筋菜21)

土海帶21), 海帶絲21)

鹹21,28), 寒21,28) 肝21,28), 肺21,28) 淸熱21,28), 化痰21,28), 

軟堅21,28), 散結21,28)

甲狀腺腫21,28), 淋巴結腫21,28),

肺結核21,28)

7 海茜21.28), 海草21) 鹹21.28), 寒21.28) 肝21.28), 胃21.28),

腎21.28)

軟堅21.28), 散結21.28), 

淸熱21.28), 化痰21.28), 

利水21.28)

瘰癧21.28), 癭瘤21.28), 咽喉腫痛21),

咳嗽痰結21), 小便不利21.28),

水腫21.28), 瘡癤21), 心絞痛21.28),

結碘性地方性甲狀, , 腺腫21.28),

高血壓病21), 高血脂21)

Table 6.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whole body of phaeophycean in the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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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rbal name Property flavors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applications

8

海茜21)

海草21)

銅藻27)

鹹21,27), 寒21,27) 肝21,27), 脾27), 肺27),

腎21,27), 胃21)

軟堅21,27), 散結21,27), 

淸熱21,27), 化痰21,27), 

利水21,27), 消腫27)

瘰癧21), 癭瘤21), 咽喉腫痛21),

咳嗽痰結21), 小便不利21), 水腫21),

瘡癤21), 心絞痛21),

結碘性地方性甲狀腺腫21),

高血壓病21), 高血脂21)

9

海藻21-5,27), 䕭21-2)

落首21-2,25), 

海蘿21-3,25), 藫21-3)

海藻菜21), 海帶花21-2)

鹹21-5,27),

苦22-3,25),

甘27), 寒21-5,27)

肝21,24-5),

腎21,24-5,27), 肺23,27),

脾23,27), 胃21,23-5)

消痰21-5,27), 軟堅
21-2,25), 利水21-5,27), 

退腫21,24,27), 泄熱
22-3,27), 散癭瘤23-4), 

散結25,27), 解毒27), 肅

肺27)

癭瘤21-5,27), 瘰癧21-5,27), 㿗疝21),

脚氣浮腫21-4), 積聚22-3),

睾丸腫痛22-3,25), 消化不良23),

慢性氣管支炎23), 痰飮水腫25),

癰腫27), 癥瘕27), 腹中上下鳴27),

下十二水腫27)

10
海茜21)

海草21) 鹹21), 寒21) 肝21), 胃21), 腎21) 軟堅21), 散結21), 淸熱
21), 化痰21), 利水21)

瘰癧21), 癭瘤21), 咽喉腫痛21),

咳嗽痰結21), 小便不利21), 水腫21),

瘡癤21), 心絞痛21),

結碘性地方性甲狀腺腫21),

高血壓病21), 高血脂21)

11

萱藻21), 海嘎21)

海麻線21), 撈子筋21)

黃海菜21), 海菜管21)

海通草21)

鹹21,28), 寒21,28) 肺21,28), 肝21,28)

淸熱21,28), 解毒21,28), 

化痰21), 軟堅21,28), 散

結28)

咳嗽21), 喉炎21,28), 甲狀腺腫21,28),

頸淋巴結腫21,28)

12
鹿角菜21), 鹿角棒21)

鹿角豆21) 鹹21), 大寒21) 淸熱21,29), 化痰21,29), 

軟堅21,29), 散結21,29)

勞熱骨蒸21), 痰熱咳嗽21),

肺結核21), 癭瘤21), 瘰癧21)

2) 葉狀體類

葉狀體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1).

No Herbal name Property flavors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applications

1

昆布21-5,27)

海昆布21,25)

綸布21,25)

鹹21-5,27), 酸27), 

寒21-5,27)

肝21,24-5,27), 

腎21,24-5,27), 脾23,27), 

肺27), 胃21,23-5)

消痰21,23-5,27), 

軟堅21-2,24-5,27), 

利水21-5,27), 

退腫21,23-4,27), 

散結25,27), 潤下27)

癭瘤21-5), 瘰癧21-5), 㿗疝21,23), 

噎膈21-3), 脚氣水腫21-4), 

睾丸腫痛22-3,25), 帶下22-3), 

淋巴腺腫23,27), 甲狀腺腫23,27), 

熱癉23), 痰飮水腫25), 氣管炎27)

2

昆布21-5.28)

海昆布21,25)

綸布21,25)

海帶27)

鹹21-8), 寒21-8)

肝21,24-5,27-8), 

腎21,24-5,27-8), 

脾23,27), 心27), 

胃21,23-5,27)

消痰21,23-6,28), 

軟堅21-2,24-8), 

利水21-8), 

退腫21,23-4,26,28), 

散結25-7), 止咳27), 

平喘27), 淸熱27), 

祛脂降壓27)

癭瘤21-6.28), 瘰癧21-6.28), 

㿗疝21,23), 噎膈21-3), 

脚氣水腫21-4), 睾丸腫痛22-3,25-6), 

帶下22-3), 淋巴腺腫23.28), 

甲狀腺腫23,27-8), 熱癉23), 

痰飮水腫25-6), 高血壓27-8), 

高脂血症27), 肥滿病27), 氣管炎27-8)

3

昆布21-4)

海昆布21)

綸布21)

裙帶菜21)

鹹21-4,27), 寒21-4,27) 肝21,24,27), 腎21,24,27), 

脾23,27), 胃21,23-4)

消痰21,23-4,27), 

軟堅21-2,24,27), 

利水21-4,27), 

退腫21,23-4,27)

癭瘤21-4), 瘰癧21-4), 㿗疝21,23), 

噎膈21-3), 脚氣水腫21-4), 

睾丸腫痛22-3), 帶下22-3), 

淋巴腺腫23), 甲狀腺腫23), 熱癉23)

Table 7.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leaf of phaeophycean in the Korean Medicine.

3) 根類

根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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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rbal name Property flavors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applications

1 海帶根21,23) 鹹21), 寒21) 肺21), 肝21) 淸熱21.28), 化痰21.28), 

止咳21.28), 平肝21.28)

痰熱咳喘21), 

肝陽扁亢之頭痛,頭暈21.23.28), 

急躁易怒21), 少寐多夢21), 

慢性氣管支炎23.28), 咳嗽23), 

氣喘23.28), 高血壓23.28)

Table 8.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root of phaeophycean in the Korean Medicine.

Ⅳ. 고   찰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한반도에서 바다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며 식량자원과 약

용자원의 마지막 보고이다. 인류는 약 3만∼2만 5천년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물에서 식량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원시인 들이 

남긴 조개무지(패총)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양수(물)에서 인체를 완성하고, 태어

난 후에도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식물은 해조류와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해양식

물은 넓은 의미로 해양세균, 남조류, 균류, 식물성플랑크톤, 

해조류와 해양 현화식물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조류와 

현화식물을 해양식물이라 한다.

해조류는 1836년 영국의 해조류학자인 아일랜드의 Dublin 

대학교의 Harvey교수가 색깔에 따라 녹조, 갈조 및 홍조류로 

구분하였으며, 현재에도 그 분류법을 이용하고 있다29).

우리나라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해조류를 식용하며 건강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조류를 단지 식품으로 생각하지만 해조

류에서 유래한 한천(agar), 알긴산(alginic acid) 및 캐러기난

(carrageenan)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 

알긴산은 치약의 원료와 마요네즈와 크림이나 로션과 같은 

화장품의 원료이고, 캐러기난은 아이스크림, 샤벳트, 과일 쥬

스의 상쾌한 맛과 찰기를 만드는 성분이다. 이외에도 다시마는 

고혈압과 암예방에 좋고, 김은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대

장암과 위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의약품의 원료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29).

갈조식물(Phaeophyta)은 바다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녹조

류보다 깊은 곳에서 생활한다. 색소체는 Chlorophyll, 

carotenoid계에 속하는 갈색소인 fucoxanthin을 함유하며, 

또한 laminaline, mannitol, fucosan 등을 함유한다. 조류의 

지상부는 외견이 엽상부, 경상부로 분화하고 있는 것이 많다. 

번식법은 유주자(遊走子)에 의해 무성생식(無性生殖), 배우자

(配偶者)에 의한 유성생식(有性生殖) 또는 영양생식(營養生殖)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약 240속 1500 종이 분포한다26).

한국산 해조류에 관한 연구는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분류학 및 분포론적인 연구가 그 시초를 이룬다. 한국산 해조

류에 관한 최초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약전의 자산어

보에 수록된 해조류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는 

해조류의 크기, 색깔, 생육시기, 맛 및 식용여부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근래에는 노준희(1954)가 한국연안에 분포하는 

해조류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연안의 여러 곳을 조사했고, 

정문기 & 박만상(1955)은 한국산 해조류의 국명을 정하였다. 

장제원은 1956년에 한국산 해조류의 국명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해조류에 관한 연구로 일

생을 지냈으며, 그가 지은 “한국동식물도감(해조류편, 1968)”

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조류를 분류, 동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한국의 유일한 참고서적이다. 이인규 & 장제원(1986)은 

그 당시까지 보고 또는 기록된 한국산 해조류의 목록을 작성

하였는데, 속명이 변경되었거나, 동종이명으로 된 것 등을 정리

하였고, 한국명을 재정리하였다.

저자는 한국산 해조류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용필 & 강서영

(2002)의 “한국산 해조류의 목록”을 인용하였다. 이 목록은 

1. 한국산 해조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헌에 한했고 종 기재나 

종 분류에 관계되는 논문이라면 대학논문집을 포함하여 인용

하였고, 2000년까지 발간된 학술지의 논문을 기록하였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국제식물명명규약 (The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에서 정당공표되는 문헌

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3. 한

국산 해양 저서성 식물 분류군에 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갈조류 [brown algae, 갈조식물문(Phaeophyta)]는 황록

색에서 흑갈색까지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데, 색깔은 황갈색 

보조색소, 특히 엽록소를 가리는 갈조소(fucoxanthin)가 많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1,800여종으로 알려진 갈조류의 대부

분은 해양에 산다. 이들은 종종 온대 및 극지역 바위 해안에

서의 우점적인 1차 생산자로서 크기도 가장 크고, 구조적으로

도 가장 복잡하다30).

저자는 한국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갈조식물문

(phaeophycean)을 조사한 결과 솜말Acinetospora crinita 

(Carmichael ex Harvey in Hooker) Kornmann외 144種으로, 

총목록을 작성하였고, 약용식물을 정리하여 그 약용 부위와 

起源, 韓藥名, 중국식물명, 식물명, 分布現況, 性味, 歸經, 效能, 

主治症, 毒性등을 調査하였다.

갈조식물문(phaeophycean) 총 145種 중 채찍말목科

(Cutleriaceae)가 1種, 산말科(Desmarestiaceae)가 3種, 그

물바탕科(Dictyotaceae)가 16種, 민가지말科(Chordariaceae) 

가 10種, 바위주름科(Petrospongiaceae)가 1種, 고리매科

(Scytosiphonaceae)가 8種, 모자반科(Sargassaceae)가 27

種, 패과(Ishigeaceae)가 2種, 미역科(Alariaceae)가 4種, 끈

말科(Chordaceae)가 1種, 쇠미역科(Costariaceae)가 2종, 

감태科(Lessoniaceae)가 4種, 다시마科(Laminariaceae)가 

5種, 털비말과(Sporochnaceae)가 3種, 미끈가지科

(Spermatochnaceae)가 1種 등으로 조사되어 모자반科

(Sargassaceae)가 27種으로 가장 많았다. 약용식물은  고리

매科(Scytosiphonaceae)가 2種, 모자반科(Sargassacea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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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種, 패과(Ishigeaceae)가 2種, 미역科(Alariaceae)가 1種, 끈

말科(Chordaceae)가 1種, 감태科(Lessoniaceae)가 1種, 다시

마科(Laminariaceae)가 1종, 미끈가지科(Spermatochnaceae) 

1種 등으로 조사되어 모자반科(Sargassaceae)가 6種으로 가장 

많았다.

갈조식물문 약용식물중 약용부위에서는 藻體類는 끈말

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외 11種, 葉狀體類는 

검둥검태Ecklonia kurome Okamura외 2種, 根類는 도박

Laminaria japonica Areschoug 1種으로서, 藻體類가 12종

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산 갈조식물문은 식물은 총 5屬 21種이나 약용으로 사

용되고 있는 끈말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을 

포함하여 11屬 15種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

과, 끈말Chorda filum (Linnaeus) Stackhouse·모자비

Hizikia fusiformis (Harvey) Okamura·도박Laminaria 

japonica Areschoug·말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괭생이Sargassum horneri (Turner) C. Agardh·

지총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고리매Scytosiphon lomentaria (Lyngbye) Link·돌가사리

Silvetia siliquosa (Tseng et Chang) Serrão·미역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은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에 

분포한다. 미역새Petalonia binghamiae (J. Agardh) 

Vinogradova·알쏭이모자반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은 서해, 남해, 제주도에 분포하고, 검둥감태Ecklonia 

kurome Okamura·패Ishige Okamura Yendo는 서해를 제

외한 동해, 남해, 제주도에 분포하며, 모장패Ishige sinicola 

(Setchell et Gardner) Chihara는 남해, 제주도에 분포한다. 

그리고 미끈가지Nemacystus decipiens (Suringar) Kuckuck는 

제주도에만 분포한다.

性味, 歸經, 效能, 主治는 葉狀體類 藥物에서는 寒性 藥物이 

11種이었고 鹹味가 12種, 苦·甘味가 3種으로 鹹味와 寒性藥

物이 가장 많았고, 歸經은 肝經이 10種, 肺經이 6種, 效能에

서는 軟堅·散結藥이 各各 12種, 淸熱藥이 6種으로 軟堅·散

結藥이 가장 많았다. 葉狀體類 藥物에서는 寒性藥이 4種, 鹹

味가 3種, 酸味가 1種으로 寒性과 鹹味가 가장 많았고, 效能

은 軟堅·祛痰·利水가 각각 3種으로 가장 많았다. 以上을 종

합하면 性味에 있어서 寒性藥物이 16種이었고, 鹹味가 16種, 

苦·甘味가 3種 등의 順으로 나타나 寒性과 鹹味가 제일 많았

다. 歸經에 있어서는 肝經이 13種, 肺經이 8種, 腎·胃가 各各 

7種 등의 順으로 나타나 肝經으로 歸經하는 약물이 제일 많았

다. 效能에 있어서는 軟堅이 15種, 散結이 14種, 利水가 9種등 

으로 나타나 軟堅의 效能이 있는 약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毒性을 띠고 있는 약용식물은 없었다.  

갈조식물의 효능이 軟堅작용과 肝經으로 귀경하는 약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바다식물의 생존 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軟堅의 작용이 

혈액중의 혈전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을 유추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기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패과(Ishigeaceae)에는 패(Ishigea okamurae)와 넓패(I. 

sinicola)의 2종이 있으며, 우리나라 남해안과 일본에 고르게 

분포하며 두종은 거름이나 구황식물(救荒植物)로 사용되며, 

넓패(I. sinicola)는 삶아 보관하여 국을 끓여 먹는다.

고리매과(Scytosiphonaceae)에는 5개 속(불레기말, 미역쇠, 

그물바구니, 개미역쇠, 고리매속) 8종이 기록되었다.(이와강 

1971). 이 중에서 미역쇠, 개미역쇠와 고리매가 식용으로 이

용된다.

다시마과(Laminariaceae)에서 우리나라 해안에는 서식하는 

다시마과(family) 해조류는 6속(genus), 9종이 기록되어 있으

며, 아미노산인 라미나인(laminain)과 다당류인 알긴산(alginic 

acid)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미역과 (Alariaceae)에서미역은 저조선 아래의 바위에 군

락을 형성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겨울 봄에 많이 생장하며 

우리가 먹는 것은 포자체이다.

미역은 “식물본초”에서 군대채로 불리고 임금님께 진상하는 

귀한 식품으로 취급되었다. 미역은 여성의 赤白帶下, 남성의 

夢精과 遺精을 치료하고, 수종, 임질, 각기병, 갑상선종, 만성

기관지염, 기침을 치료하고, 다시마와 같이 다양한 약효가 있다. 

산후 미용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우수한 식품이고 미역에는 

노화방지와 두뇌 발달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미역에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칼륨이 다량 들어있고 현대인의 

신체에 축적된 유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미역을 매일 식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강하 할 수 있고, 

두통, 현기증 등 여성 특유의 불쾌증상이 해소된다. 미역은 

살찌지 않고 영양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

품이며, 장기적으로 식용하면, 변비가 해소되고 피부에 생기가 

넘치고 머릿결에도 한층 윤기가 난다. 미역귀에는 뛰어난 항

암효과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물

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루이스폐암에 대한 항암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하와이대학의 후루자와 에이찌 교수가 밝혔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은 변비에 좋을 뿐 만 아니라, 염기성 아

미노산인 라미닌(laminin)이 함유되어 혈압강화작용이 있으나 

항산화 효능은 뛰어나지 않았다. Hudson et al.(1999)은 한

국산 미역의 메탄올 추출물은 HSV(herpes simplex virus)와 

SINV(sindbis virus)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하였

다.29)

A   B   C 

Figure 1. (A)(B) Laminaria japonica (C) Undaria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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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부기과(Fucaceae)에는 뜸부기(Pelvetia siliquosa) 1種이 

기록되어 있으며, 듬북, 석기생(石寄生)으로 불리며 색은 황흑

색이며 맛은 담백하다고 한다. 석기생은 "돌에 붙어 있는 겨우

살이처럼 생긴 해조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부터 서, 남해안 바닷가에서 광범위하게 군락을 형성하며 분포

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염의 증가로 자연개체군은 연근해 바닷

가에서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외해의 흑산도, 진도 및 

완도 등의 섬 지방에서만 관찰된다. 뜸부기는 서, 남해안 지방

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사상의 나물재료로 혹은 양념으로 사용

된다. 해조류를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뜸부기를 

제상에 올리지 않으면 귀신이 안 온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정약전은 뜸부기를 사용해서 국을 끓인다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종에서 추출한 알긴산은 당뇨병, 고혈압의 치료제로 이용

되고 또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서 약효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점차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청열화담(淸熱化痰), 연견

산결(軟堅散結)의 효능이 있고, fucoterol은 항산화 및 항당뇨 

작용을 가지고 다당류는 항응고 및 지방분해를 자극시키는 활

성을 가진다.29)

모자반과(Sargassaceae)에는 톳과 모자반의 2속(genus), 

25종이 존재한다. 모자반과 해조류를 한방에서는 해조(海藻), 

낙수(落首), 오채(烏菜), 해대화(海帶花)로 불린다.29)

A  

 B 

Figure 2. (A)(B) Hizikia fusiformis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오키나와에서는 갈

조류 입사귀의 끈적이는 액체에서 추출된 ‘후코이단’을 원료로 

항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고있다. 한국에서도 갈조식물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암환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적극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조류를 과거에서

부터 갑상선 질환에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암환자 중 갑상선 암 

환자들에게 적극 건기식 또는 항암식단으로 연구 및 개발의 

필요가 있다. 또한 항암 환자들이 한약에 대해 간수치 상승, 

중금속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한약에 적극 다가오지 못하는데, 

건기식이나 혹은 항암 식단 연구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갈조식물문(phaeophyta) 뿐만 아니라 홍조식물문

(Rhodophyta), 녹조식물문(Chlorophyta)에 대한 문헌적 고

찰을 통하여 환자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국내 해안에 자생하는 갈조식물문(phaeophyta)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서 한약으로 

이용 가능한 갈조식물을 조사하고, 분포현황, 약용부위에 따른 

한약명·학명 및 향명(鄕名)등과 약물의 성미, 귀경(歸經), 효능, 

독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산 갈조식물문(phaeophyta)은 총 63屬(속) 145種

이었으며, 그 중 약용식물은 11속(屬) 15種으로 약 11％

였다. 

2. 갈조식물문(phaeophyta) 중 모자반속Sargassum이 27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용식물 중에서도 모자반속(屬) 

Sargassum이 4종으로 가장 많았다. 

3. 약용부위 중 藻體類(조체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11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性味는 寒性이 16종, 氣味는 鹹味가 16

종으로 가장 많았다.

4. 귀경(歸經)은 肝經(간경)이 13種, 효능은 軟堅(연견)약

물이 15種으로 가장 많았다.

5. 전체 약용 가능한 갈조식물문 독성이 있는 약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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