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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Convoivulaceae plants recorded in Korean Herbology in Korea, the literatures 

of the successive generations have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to prepare this article.

Methods : Books and research papers about Herbology which published at Korea and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Results : A list was made about Convoivulaceae plant which were cultivated or grew naturally in Korea, after 

investigated the data on domestic and foreign  Convoivulaceae plants. Convoivulaceae(grew in Korea) were divided into 

6 classes with 18 species. Out of those, 6 classes with 13 species were found serviceable which indicates approximately 

72% of all. Out of all 18 species of Convoivulaceae family, Calystegia genus were found 6 species, which were shown 

the most. Among 4 genus of Calystegia species, medicinal plants were all one species each. Out of all serviceable parts 

in Convoivulaceae, Herb·Radix·Tuber·Semen·Flower·Stem and Folium parts took first place as 8 species. There 

are 2 species toxic, the survey said. 6 Classifying medicinal plants among the Convoivulaceae plants by part, whole 

Herbs are found to be 8 separate species each. When it comes to the nature of taste, 10 kinds of taste without action 

and 7 kinds of sweet taste are the most common. For channel tropism, kidney channel has the largest number of 7 

types.

Conclusion : A total of 6 genera and 18 species of Convoivulaceae was found in the Korean among which 6 genera and 

13 species(approximately 72%) were medicinal plants. Two species toxic drugs were detect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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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임상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한약재를 사용할 뿐 아니라 

천연물신약, 한방화장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약재를 이용

함으로써, 국산한약재 및 수입 한약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우수한 치료효과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재를 사용해야하고,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을 조사하여 효능

과 분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은 흔히 휘감으며 자라고 덩굴성인 초본으로 지하경(地下

莖)이 있고, 가끔 엽록소가 약간 있거나 없고 기생한다. 뿌리는 

흔히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내사부(內篩部)가 있다. 전세계에 

분포하고 대부분 열대와 아열대지역에서 자생한다1).

메꽃과(Convoivulaceae)에 관한 분류, 분포 및 생태학적인 

연구는 ITS와 psbA-trnH 염기서열에 의한 한국산 메꽃속

(Calystegia R.Br.)의 분류학적 연구2), 한국산 메꽃속(메꽃

과)의 성분분류학적 연구3), 한국산 메꽃속(Calystegia)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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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수, 외부형태 및 해부학적 연구4), 한국산 메꽃속 식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5) 등이 진행되었다.

메꽃과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메꽃(Calystegia japonica)의 

영양학적 특성6), 메꽃(Calystegia japonica) 잎 추출물의 함유

성분과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메

꽃과 약용식물 중 실새삼과 나팔꽃은 실새삼의 광합성색소 생

합성특성에 관한 연구8), 토사자 에탄올 추출물이 주름개선에 

미치는 영향9), 당귀(Angelica gigas N.)와 토사자(Cuscuta 

chinensis Lam.)를 포함하는 생약 복합 추출물의 폐경 동물

모델에서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10), 토사자 추출물이 

MCF-7 유방암 세포의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영향11), 토사자가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12), 외부 및 미세형태 비교를 

통한 牽牛子 기원종 및 동속이종(同屬異種) 감별1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메꽃과(Convoivulaceae)에 관한 생태

학적 분류 및 性味나 效能에 관한 한의학적인 연구는 없었다. 

생태학적 분류 및 性味나 效能에 관한 한의학적인 연구는 한

국산 현호색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14), 한국산 마편초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15) 등 다수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 

한국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한의학적, 

또는 산업적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식물 분류 목록을 만

들었고, 그 중에서 한의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의 분포현

황을 조사하고, 약용 부위에 따라서 한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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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약용식물 분포 조사보

고서 및 식물도감 등을 중심으로 30종을 조사하였다.

2. 방법

1)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메꽃과

(Convoivulaceae) 식물을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목록을 정리

하였다17).

2) 본초학 문헌을 조사하여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 

중 약용 가능한 것을 목록화 하였다.

3) 약용 가능한 식물을 약용부위별로 분류하여 한약명, 학명 

및 중국 식물명 등을 정리하였다.

4) 약용 가능한 식물의 국내 분포현황을 정리하였다19-21).

5) 약용부위별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症을 정리하였다.

III. 조사내용

1. 한국산 메꽃과 식물

한국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메꽃과(Convoivulaceae) 

를 조사한 결과, 선메꽃 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외 17種으로 아래와 같다(Table 1).

No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Chinese botanical name Medicinal Part

1

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 C. dahuricus Herb.
= C. japonica auct. non Choisy 선메꽃

毛打碗花 全草..

2
Calystegia hederacea Wall.
=C. japonicus Thunb. 애기메꽃

打碗花 全草.

3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旋花 全草. 花. 莖葉. 根. 

4 Calystegia sepium (L.) R. Brown for. album Y. Lee 흰큰메꽃 - -

5 Calystegia sepium var. americana Matsuda 큰메꽃 - -

6 Calystegia soldanella Roem. et Schult. =C. soldanella L. 갯메꽃 腎葉打碗花 根.

7 Cuscuta australis R. Br. 실새삼 南方菟絲子 全草. 種子.

8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菟絲子 全草. 種子.

9 Cuscuta japonica Chois. 새삼 金燈藤 全草. 種子.

10
Dichondra repens Forster  
=Sibthorpia evolvulacea L. fil. 아욱메풀

馬蹄金 全草.

11
Ipomoea aquatica Forsk.
=I. reptans Poir.=Convolvulus repens Vahl 공심채

蕹菜 莖葉. 根.

12
Ipomoea batatas Lam.
=Convolvulus batatas L. 고구마

蕃薯 塊根. 莖葉. 種子.

13 Ipomoea hederacea Jacquin                   담장나팔꽃 - -

14 Ipomoea lacunosa L.                            좀나팔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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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harbitis nil Chois.                               나팔꽃 牽牛 種子.

16 Pharbitis purpurea Voigt                    둥근잎나팔꽃 圓葉牽牛 種子.

17 Quamoclit angulata Bojer 둥근잎유홍초 - -

18 Quamoclit pennata Bojer  유홍초 蔦蘿 全草. 根.

2. 메꽃과 중 약용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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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全草類

메꽃과 약용식물중 全草類는 선메꽃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외 7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2).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毛打碗花22), 日本天劍24)
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C. dahuricus Herb.
=C. japonica auct. non Choisy             선메꽃

2 打碗花22,24,26) Calystegia hederacea Wall.  
=C. japonicus Thunb.                   애기메꽃

3 旋花26)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4 南方菟絲子22) Cuscuta australis R. Br.                  실새삼

5 菟絲22,25), 黃絲22), 菟絲子25)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6 金燈藤22), 日本菟絲子22), 大菟絲子25), 毛芽藤25), 兩頭挐25) Cuscuta japonica Chois.                     새삼

7 馬蹄金22-3,26) Dichondra repens Forster 
=Sibthorpia evolvulacea L. fil.           아욱메풀

8 蔦蘿22,24) Quamoclit pennata Bojer                  유홍초

Table 2.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Herb.

2) 根類

메꽃과 약용식물중 根類는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3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3).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旋花22,26), 葍22), 蕣22,24). 美草22,24), 旋葍22), 筋根22), 續筋根22), 
肫腸草22,24), 兔兒苗22), 狗兒秧22), 天劍草22,24), 飯藤22)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2 腎葉打碗花22), 孝扇草22,24), 沙馬藤22,24), 腎葉天劍24,26), 濱旋花24) Calystegia soldanella Roem. et Schult. 
=C. soldanella L.                         갯메꽃

3 蕹菜22,25)
Ipomoea aquatica Forsk.
=I. reptans Poir.
=Convolvulus repens Vahl                공심채

4 蔦蘿22,24) Quamoclit pennata Bojer                  유홍초

Table 3.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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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塊根類

메꽃 약용식물중 塊根類는 고구마Ipomoea batatas Lam. 1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4).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蕃薯22,25-6) Ipomoea batatas Lam.  
=Convolvulus batatas L.                   고구마

Table 4.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tuberous Root

4) 莖葉類

메꽃과 약용식물중 莖葉類는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2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5).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旋花22,26), 葍22,24), 蕣22,24), 美草22,24), 旋葍22,24), 筋根22),
續筋根22), 肫腸草22,24), 兔兒苗22), 狗兒秧22), 天劍草22,24), 飯藤22)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2 蕹菜22,25)
Ipomoea aquatica Forsk.
=I. reptans Poir.
=Convolvulus repens Vahl                공심채

3 蕃薯26) Ipomoea batatas Lam.  
=Convolvulus batatas L.                   고구마

Table 5.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Stem and Leaf

5) 花類

메꽃과 약용식물중 花類는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1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6).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旋花22,26), 葍22,24), 蕣22,24), 美草22,24), 旋葍22,24), 筋根22), 續筋根22), 
肫腸草22,24), 兔兒苗22), 狗兒秧22), 天劍草22,24), 飯藤22), 籬天劍24)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Table 6.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Flower

6) 種子類

메꽃과 약용식물중 種子類는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7種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Table 7).

No Chinese botanical name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1 南方菟絲子22,28) Cuscuta australis R. Br.                  실새삼

2 菟絲子22,25,28),黃絲22)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3 金燈藤22), 日本菟絲子22), 大菟絲子25) Cuscuta japonica Chois.                     새삼

4 蕃薯26) Ipomoea batatas Lam.  
=Convolvulus batatas L.                   고구마

5 牽牛22,24), 狗耳草22,24), 勤娘子22,24), 薑花22,24), 裂葉牽牛28) Pharbitis nil Chois.                       나팔꽃

6 圓葉牽牛22,24,28), 毛牽牛24), 雌花牽牛24) Pharbitis purpurea Voigt           둥근잎나팔꽃

Table 7. The medicinal Convoivulaceae using the Seed

3. 메꽃과 약용식물의 분포 현황



한국산 메꽃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 51

한국산 메꽃과 식물은 총 6屬 18種이고, 약용식물은 선메꽃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을 포함하여 6屬 13種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19-21) (Table 8).

No Scientific name and Non-official name 
Chinese 

botanical name
north 
part

central 
part

south 
part

Ulleung 
island

Jeju 
island

1
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C. dahuricus Herb.
=C. japonica auct. non Choisy            선메꽃

毛打碗花 ○ ○ ○

2
Calystegia hederacea Wall.  
=C. japonicus Thunb.                  애기메꽃

打碗花 ○ ○ ○

3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C. sepium L.                             메꽃

旋花 ○ ○ ○ ○

4
Calystegia soldanella Roem. et Schult. 
=C. soldanella L.                         갯메꽃

腎葉打碗花 ○ ○ ○ ○

5 Cuscuta australis R. Br.                  실새삼 南方菟絲子 ○ ○

6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菟絲子 ○ ○ ○

7 Cuscuta japonica Chois.                    새삼 金燈藤 ○ ○ ○ ○ ○

8
Dichondra repens Forster
=Sibthorpia evolvulacea L. fil.         아욱메풀

蕹菜
○

9
Ipomoea aquatica Forsk.
=I. reptans Poir.
=Convolvulus repens Vahl                공심채

蕃薯 栽 培

10
Ipomoea batatas Lam.  
=Convolvulus batatas L.                  고구마

蕃薯 栽 培

11 Pharbitis nil Chois.                       나팔꽃 牽牛 栽 培

12 Pharbitis purpurea Voigt           둥근잎나팔꽃 圓葉牽牛 栽 培

13 Quamoclit pennata Bojer                 유홍초 蔦蘿 栽 培

Notes,
North regions : North regions of line which connects Whang-hae-do Jangsangot and Hamgyeong-nam-do wonsanman
Middle regions : Regions of line which connects Whang-hae-do Jangsangot, South area of Hamgyeong-nam-do, Chungcheong-nam-do
Taean peninsula and Gyeongsang-buk-do Yeongilman
South regions : Regions of line which connects Gyeongsang-buk-do Yeongilman and Chungcheong-nam-do Taean peninsula

Table 8.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dicinal plants in Convoivulaceae.

4. 약용부위별 분류에 따른 약물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1) 全草類 

全草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9).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狗狗秧22,24), 狗娃秧22)

打碗花22), 夫兒苗22)
甘22,24), 寒22,24) 淸肝熱22), 滋陰22,24)

利小便22,24), 淸熱24)

降壓24)

肝陽上亢22), 頭暈22

目眩22), 小便不利22)

2

面根藤22,24,26), 葍子根22,24)

兔兒苗22,24,26), 狗兒秧22,24,25)

秧子根22,24,25), 打破碗22)

奶漿藤26), 盤腸參22)

燕覆子22), 小旋花22,24)

甘22), 微甘26)

微苦22), 平22,24,26)

淡24,26), 微甛24)

無毒24,26)

健脾22), 利濕22)

調經22)
脾胃虛弱22), 消化不良22)

小兒吐乳22), 疳積22)

五淋22), 帶下22)

月經不調22), 淋病24,26)

白帶24,26), 月經不調24,26)

小兒疳積24,26)

Table 9.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Herb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52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3
狗狗秧26) 甘26), 寒26) 淸熱26), 滋陰26)

降壓26), 利尿26)

4

菟絲22,26), 菟蘆22), 鴞蘿22)

復實22), 赤綱22), 菟縷22)

菟累22), 野狐漿草22), 黃絲草22)

金絲草22)

苦22), 甘22,26)

平22,26), 無毒26)
淸熱22,26), 解毒22,26)

凉血22,26), 止血22)

健脾22), 利濕22)

利水26)

痢疾22,26), 黃疸22,26)

吐血22,26), 衄血22,26)

便血22,26), 崩漏22,26)

淋濁22,26), 帶下22,26)

便溏22), 目赤腫痛22)

咽喉腫痛22), 癰疽腫毒22,26)

痱子22), 熱毒濕疹26)

5

菟絲22,25-6), 菟蘆22,25)

鴞蘿22,25), 復實22,25)

赤綱22,25), 菟縷22,25)

菟累22,25), 
野狐漿草22,25), 黃絲草22,25)

金絲草22,25), 金錢草25)

野狐絲25), 金絲草25)

無根草25)

苦22,25), 甘22,25-6)

平22,25-6), 無毒26)
淸熱22,25-6), 解毒22,25-6)

凉血22,25-6), 止血22)

健脾22), 利濕22)

利水25-6)

痢疾22,25-6), 黃疸22,25-6)

吐血22,25-6), 衄血22,25-6)

便血22,25-6), 崩漏22,25-6)

淋濁22,25-6), 帶下22,25-6)

便溏22), 目赤腫痛22)

咽喉腫痛22), 癰疽腫毒22,25-6)

痱子22,25), 熱毒濕疹26)

6

菟絲22,25-6), 菟蘆22,25)

鴞蘿22,25), 復實22,25)

赤綱22,25), 菟縷22,25)

菟累22,25), 野狐漿草22,25)

黃絲草22,25), 金絲草22,25)

金錢草25), 野狐絲25)

金絲草25), 無根草25)

苦22,25), 甘22,25-6)

平22,25-6), 無毒26)
淸熱22,25-6), 解毒22,25-6)

凉血22,25-6), 止血22)

健脾22), 利濕22)

利水25-6)

痢疾22,25-6), 黃疸22,25-6)

吐血22,25-6), 衄血22,25-6)

便血22,25-6), 崩漏22,25-6)

淋濁22,25-6), 帶下22,25-6)

便溏22), 目赤腫痛22)

咽喉腫痛22), 癰疽腫毒22,25-6)

痱子22,25), 熱毒濕疹26)

7

小金錢草22-3,26), 金鎖匙22-3,26)

黃疸草22-3), 馬蹄金26)
苦22-3,26), 辛22-3,26)

凉22-3,26)
肺23,26), 肝23,26) 淸熱22-3,26), 利濕22)

解毒22-3,26), 利水23,26)

活血23,26)

黃疸22-3,26), 痢疾22-3,26)

砂淋22-3,26), 白濁22-3,26)

水腫22-3,26), 疔瘡腫毒22-3,26)

跌打損傷22-3,26), 毒蛇咬傷22)

8
蔦蘿松22,24), 金鳳毛22,24) 甘22), 寒22) 淸熱22,24), 解毒22)

凉血22), 止血22)
耳疔22,24), 痔漏22,24)

蛇咬傷22)

2) 根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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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旋花根22,24,26), 旋葍草根22)

篱天劍根22), 筋根24,26)

續筋根24,26), 旋葍草根24,26)

甘22,24,26), 微苦22,24,26)

溫22,24,26)
益氣22,24,26), 補虛22,26)

續筋接骨22,24), 解毒22)

殺蟲22)

勞損22), 金瘡22,24,26)

丹毒22,24,26), 蛔蟲病22)

利尿26), 小兒熱毒26)

2

孝扇草根22,24,26) 微苦22), 辛26)

甘26), 溫22,26)
肺26), 腎26), 肝26) 祛風濕22), 利水22)

化痰22), 止咳22)

鎭痛26), 利尿26), 消腫26)

風濕痺痛22,24,26), 水腫22)

咳嗽痰多22), 小便不利26)

咽喉炎26), 氣管支炎26)

3
蕹菜根22,25), 瓮菜根22,25) 淡22,25), 平22,25)

無毒25)
健脾22), 利濕22) 婦女白帶22,25), 虛淋22,25)

齲齒痛25)

4
蔦蘿松22,24), 金鳳毛22,24) 甘22), 寒22) 淸熱22,24), 解毒22)

凉血22), 止血22)
耳疔22,24), 痔漏22,24)

蛇咬傷22)

Table 10.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Root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3) 塊根類
塊根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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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蕃薯22,25-6), 蕃藷22), 蕃茹22,25)

土瓜22,25-6), 甘薯26)
甘22,25-6), 平22,25-6) 脾22,25-6), 腎22,25-6) 補中22,25-6), 和血22,25-6)

益氣22,25-6), 生津22,25-6)

寬腸胃22,25-6), 通便祕22,25-6)

脾虛水腫22), 便泄22)

瘡瘍腫毒22), 大便秘結22)

Table 11.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Tuber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4) 莖葉類 

莖葉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2).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旋花苗22,2426) 甘22,2426), 微苦22,2426)

平22), 滑24,26)
淸熱22), 解毒22) 丹毒22,24,26), 小兒熱毒24,26)

腹痛26), 胃痛26), 糖尿病26)

2

蕹菜22,25), 空心菜22,25) 甘22,25), 寒22,25) 腸25), 胃25) 凉血22), 淸熱22)

利濕22), 解毒22)
鼻衄22,25), 便血22,25)

尿血22), 便秘22,25)

淋濁22), 痔瘡22,25)

癰腫22,25), 折傷22,25)

蛇蟲咬傷22,25)

3
蕃薯藤26) 甘26), 澁26), 微凉26)

無毒26)
吐瀉26), 便血26), 血崩26)

乳汁不下26), 癰瘡26)

Table 12.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Caulis and Folium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5) 花類

花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3).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旋花22,24,26), 筋根花22,24,26)

鼓子花22,24,26), 打碗花22)
甘22,24,26), 溫22,24,26)

微苦24,26)
益氣22,24,26), 養顔22)

澁精22)
面皯22,24,26), 遺精22)

遺尿22)

Table 13.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Flos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6) 種子類 

種子類 韓藥의 性味, 歸經, 效能 및 主治 는 다음과 같다 (Table 14).

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1

菟絲子22,26,28), 菟絲實22,26,28)

吐絲子22,26,28), 黃藤子22,28)

龍鬚子22,28)

辛22,26,28), 甘22,26,28)

平22,26,28)
肝22,26,28), 腎22,26,28)

脾22,28)
補腎22), 益精22,26)

養肝22), 明目22,26,28)

固胎22), 止泄22,28)

補肝腎26,28), 益精髓28)

腰膝酸痛22,26,28), 遺精22,26,28)

陽痿22,26), 早泄22), 不育22)

消渴22,26,28), 淋濁22)

遺尿22,26,28), 目昏耳鳴22,26,28)

胎動不安22), 流産22), 泄瀉22)

冷症26), 習慣性流産26)

脾腎虛泄瀉28)

2

菟絲子22,26-8), 菟絲實22,26-8)

吐絲子22,26,28), 黃藤子22,27-8)

龍鬚子22,28)

辛22,25-8), 甘22,25-8)

平22,25-8), 無毒27)
肝22,25-8), 腎22,25-8)

脾22,28)
補腎22), 益精22), 養肝22)

明目22,25-8), 固胎22)

止泄22,27-8), 補肝腎25-8)

益精髓25-8)

腰膝酸痛22,25-8), 遺精22,25-8)

陽痿22-6), 早泄22), 不育22)

消渴22,25-8), 淋濁22)

遺尿22,25-6,28), 目昏耳鳴22,25-8)

胎動不安22), 流産22), 泄瀉22)

冷症26), 習慣性流産26)

陰痿27), 崩帶27), 脾腎虛泄瀉27-8)

Table 14. The property flavors, channels, effects, chief applications of the  Semen of Convoivulaceae in the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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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rbal name Properties flavor
Channel

(meridian system)
Effects Chief virtue 

3

菟絲子22,26-7), 菟絲實22,26-7)

吐絲子22,26), 黃藤子22,27)

龍鬚子22)

辛22,25-7), 甘22,25-7)

平22,25-7), 無毒27)
肝22,25-7), 腎22,25-7)

脾22)
補腎22), 益精22), 養肝22)

明目22,25-7), 固胎22)

止泄22), 補肝腎25-7)

益精髓25-7)

腰膝酸痛22,25-7), 遺精22,25-7)

陽痿22-6), 早泄22), 不育22)

消渴22,25-7), 淋濁22)

遺尿22,25-6), 目昏耳鳴22,25-6)

胎動不安22), 流産22), 泄瀉22)

冷症26), 習慣性流産26), 陰痿27)

崩帶27), 脾腎虛泄瀉27)

4 紅苕母子26) 火傷26)

5

牽牛子22,24,26-8), 草金鈴22,24,26-8)

金鈴22,24,26-7), 黑丑22,24,26-8)

白丑22,24,26-8), 黑醜26), 白醜26)

牽牛26), 黑牽牛26-8), 白牽牛26-8

二丑27)

苦22,24,26-9),
辛22,24,26-7)

寒22,24,26-9)

有毒22,26,28-9)

大毒27)

肺22,24,26-8)

腎22,24,26-8)

大腸22,24,26-8)

小腸24,26)

利水22,24,26), 通便22,28-9)

祛痰22,29), 逐水22,27-8)

消積22,27-9)

殺蟲22,24,26-9), 下氣24,26)

瀉下27), 退腫27), 瀉肺27)

逐痰27-8)

水腫22,24,26-9), 脚氣22,24,26)

痰壅喘咳22), 大便秘結22,24,26-8)

食滯蟲積22,24), 腰痛22)

陰囊腫脹22), 癰疽腫毒22)

痔漏便毒22), 喘滿26-8), 痰飮26)

蟲積食滯26-9), 痰飮積聚27-9)

6

牽牛子22,24,27-8), 草金鈴22,24,27-8)

金鈴22,24,27), 黑丑22,24,27-8)

白丑22,24,27-8), 黑醜26), 白醜26)

牽牛26), 黑牽牛26-8), 白牽牛26-8)

二丑27)

苦22,24,26-9)

辛22,24,26)

寒22,24,26-9)

有毒22,24,26,28-9)

大毒27)

肺22,24,26-8)

腎22,24,26-8)

大腸22,24,26-8)

小腸24,26)

利水22,24,26), 通便22,28-9)

祛痰22,29), 逐水22,27-8)

消積22,27-9)

殺蟲22,24,26-9)

下氣24,26), 瀉下27)

退腫27), 瀉肺27)

逐痰27-8)

水腫22,24,26-9), 脚氣22,24,26)

痰壅喘咳22), 大便秘結22,24,26-8)

食滯蟲積22,24), 腰痛22)

陰囊腫脹22), 癰疽腫毒22)

痔漏便毒22), 喘滿26-8), 痰飮26)

蟲積食滯26-9), 痰飮積聚27-9)

Ⅳ. 고   찰

인류는 고대로부터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자원으로 이용

하여 왔으며, 그 수는 9,000여종에 달하며 한의학이나 중의학 

등과 같이 체계화되거나 각 민족의 민간방으로 전승되어 왔다. 

천연물의 응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무기로서 인류의 건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연물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 그 유효성분이 점차

적으로 밝혀져 약리효과가 확립되고 이른바 신약의 제조원료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물 특히 식물에관한 생태적인 조사, 

분포,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메꽃과 식물은 주로 열대와 아열대 특히 아시아, 아메리카에 

약 55屬 1,600여種 이상이 자라며, 우리나라에는 3屬 6種이 

자란다. 초본 또는 덩굴성 나무로서 흔히 유액이 있고 잎은 

호생이고 단엽으로 탁엽이 있고 중측태좌로 겹쳐진 자엽 등이 

특색이다. 여기에 속하는 상용 한약재로는 나팔꽃의 牽牛子, 

새삼의 菟絲子 등이 있다.29)

한국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은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17,29), 조사 결과 선메꽃 

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외 17種으로, 총 식물목

록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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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 18種 중 메꽃속Calystegia 

식물이 6種, 새삼속Cuscuta 식물이 3종, 아욱메풀속Dichondra 

식물이 1종, 고구마속Ipomoea 식물이 4종, 나팔꽃속Pharbitis 

식물이 2종, 둥근잎유홍초속Quamoclit 식물이 2종으로 메꽃

속Calystegia 식물이 가장 많았다.

약용식물은 메꽃속Calystegia 식물이 4種, 새삼속Cuscuta 

식물이 3種, 아욱메풀속Dichondra 식물이 1종, 고구마속

Ipomoea 식물이 2종, 나팔꽃속Pharbitis 식물이 2種, 둥근

잎유홍초속Quamoclit 식물이 1종으로 메꽃속Calystegia 식

물이 4種으로 가장 많았다.

메꽃과 식물은 주로 열대와 아열대에 분포하고. 초본 또는 

덩굴나무로 흔히 유액이 있고, 잎은 호생하고 홑잎으로 턱잎이 

있다.

아욱메풀속Dichondra은 중앙·남부 아메리카에 수 종이, 

열대와 아열대에 널리 1種, 우리나리에도 1種이 분포한다. 초본

으로 섬세하고 옆으로 기고 잎은 심장상 원형으로 신장형이다. 

꽃은 소형으로 잎겨드랑이에 1송이씩 달리고, 넓은 종 모양으로 

깊게 5갈래로 갈라진다.17)

둥근잎유홍초속Quamoclit은 열대와 아메리카에 2종이 분포

하는 년초이다. 고구마속Ipomoea은 열대에 약 400種이 분포

하고, 우리나라에는 재배종이 있다. 나팔꽃속Pharbitis은 열대 

아메리카와 아시아 원산의 1년초이다. 17)

메꽃속Calystegia은 세계의 난·온대와 열대에 약 25種, 

우리나라에는 5種이 분포한다. 땅을 기거나 덩굴로 된 초본으로 

잎은 호생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

진다. 꽃은 연본홍색, 흰색, 자주색으로 잎겨드랑이에 1송이

씩 달리고 2장의 포는 꽃받참을 둘러싼다. 화관은 나팔 모양 

혹은 깔대기 모양으로 수술은 화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꽃

잎은 둥근 모양으로 씨방은 1실 혹은 2실로 배주가 4개이고, 

암술머리는 2개이고 열매는 삭과로 둥근모양이다. 

새삼속Cuscuta은 세계에 약 170種, 우리 나라에는 3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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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기생 식물로 뿌리가 없고 줄기는 덩굴성이다. 꽃은 

소형으로 비늘잎의 겨드랑이에 총상으로 붙고, 꽃받침은 4∼

5갈래로 화관은 종모양으로 4∼5갈래이다. 아쪽에 있는 비늘

조각은 화관통에 붙고 수술과 호생하며 수술은 화관통에 붙고 

암술대는 2개, 씨방은 2실로 열매는 삭과로 둥근 모양이다.17)

菟絲子의 기원식물인 새삼, 실새삼, 갯실새삼은 아래와 같이 

식물학적으로 분류된다.

1. 덩굴은 굵다(5mm정도). 花柱는 서로 융합. 蒴果는 타

원상 난형, 뚜껑처럼 열린다. 1.새삼

1. 덩굴은 가늘다. 花柱는 離生. 蒴果는 납작한 구형, 뚜껑

처럼 또는 불규칙하게 열린다.

   2. 花冠은 蒴果보다 짧다. 鱗片은 2개로 갈라진다.

 2.실새삼

   2. 花冠은 蒴果보다 길다. 鱗片은 뾰족하고 갈라지지 않

는다. 3. 갯실새삼21)

갯실새삼의 종자는 겉면은 황갈색을 띠며 확대경으로 보면 

세밀한 작은 점들과 흰색의 실모양 무늬가 보인다. 실새삼은 

겉면은 담갈색에서 갈색이며, 한쪽 끝은 부리모양으로 돌출되

어 있으며, 확대경으로 보면 先端의 아래쪽에 배꼽점이 조금 

함몰되어 있다. 새삼의 겉면은 연한 갈색이나 황갈색이고, 지

름이 3mm로 비교적 크다.

메꽃과(Convoivulaceae) 약용식물중 약용부위에서는 全草

類는 선메꽃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 외 7種, 根

類는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3種, 塊

根類는 고구마Ipomoea batatas Lam. 1種,  莖葉類는 메꽃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2種, 花類는 메꽃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 1種, 種子類는 메꽃

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외 5種으로 全草類가 

8種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산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은 총 6屬 18種이고, 

약용식물은 선메꽃Calystegia davurica (Sims) Chois.을 포

함하여 6屬 13種으로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

메꽃alystegia davurica (Sims) Chois은 북부·중부·남부에 

분포하고, 애기메꽃Calystegia hederacea Wall.·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Lam.은 중부·남부·제주에 분포하고, 

메꽃Calystegia japonica (Thunb.) Chois.·갯메꽃Calystegia 

soldanella Roem. et Schult.은 중부·남부·제주도·울릉

도에 분포하며, 실새삼Cuscuta australis R. Br.은 남부·제

주도에 분포하고, 새삼Cuscuta japonica Chois.은 전국에 

분포하고, 아욱메풀Dichondra repens Forster은 제주도에만 

분포한다. 공심채Ipomoea aquatica Forsk.·고구마Ipomoea 

batatas Lam.·나팔꽃Pharbitis nil Chois.·둥근잎나팔꽃

Pharbitis purpurea Voigt·유홍초Quamoclit pennata Bojer

는 전국적으로 재배한다.

性味, 歸經, 效能은 全草類 藥物에서는 평性 藥物이 4種이

었고 甘味가 7種, 苦味가 4種으로 甘味와 平性藥物이 가장 많

았고, 歸經은 肺․肝經이 1種, 效能에서는 淸熱이  7種, 解毒․利
濕藥이 5種으로 淸熱藥이 가장 많았다. 種子類 藥物에서는 平

性藥이 3種, 辛味가 5種, 甘味가 3種으로 平性과 辛味가 가장 

많았고, 歸經은 腎經이 5種, 肝經이 3種으로 腎經이 가장 많

았고, 效能은 補肝腎․益精髓․明目이 각각 3種으로 가장 많았다. 

以上을 종합하면 性味에 있어서 平性藥物이 10種, 한성이 7

種이었고, 甘味가 18種, 辛味가 7種 등의 順으로 나타나 平性

과 甘味가 제일 많았다. 歸經에 있어서는 腎經이 7種, 肝經이 

5種, 肺ㆍ脾가 各各 4種 등의 順으로 나타나 腎經으로 歸經하

는 약물이 제일 많았다. 效能에 있어서는 淸熱이 10種, 解毒

이 9種, 利濕․利水가 各各 7種등 으로 나타나 淸熱의 效能이 

있는 약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毒性을 띠고 있는 약용식물 나팔꽃Pharbitis nil Chois.·

둥근잎나팔꽃Pharbitis purpurea Voigt 2종으로 조사되어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菟絲子의 기원식물은 중국에서는 “南方菟丝子

Cuscuta australis R. Br. 或菟丝子Cuscuta chinensis Lam. 

的干燥成熟种子”32)로 중국약전에 수록되어 실새삼과 갯실새

삼을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갯실새삼(菟丝子) 

Cuscuta chinensis Lam. 1種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갯실새삼Cuscuta australis, 실새삼Cuscuta 

australis, 새삼Cuscuta japonica 모두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나팔꽃Pharbitis nil Chois.·둥근잎나팔꽃Pharbitis 

purpurea Voigt의 종자인 牽牛子는 黑丑·白丑 2종이 있다. 

종자의 顔色이 灰黑色인 것을 黑丑, 白色 또는 淡黃色인 것을 

白丑이라 하고, 두 종이 혼합된 것을 二丑이라한다. 일반적으로 

花色이 비교적 심하면서 紫紅色을 띤 것의 종자에 黑丑이 많고, 

花色이 비교적 淺하며백색 또는 분홍색을 띤 것의 종자에 白

丑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은 식물의 품종과는 관계가 없다.27)

牽牛子는 대량으로 투약하면 위장을 직접자극하고 구토, 

복통, 설사 및 점액성의 혈변을 발생시키는 외에 신장을 자극

해서 혈뇨를 일으킨다. 증증인 경우에는 신경계통을 상하게 

해서 언어장애나 의식불명 등에 빠지는 일이 있다.26) 또한 문

헌상으로 고구마(蕃薯)Ipomoea batatas Lam.의 잎은 인슐

린양의 성분을 함유하며, 내복 1g은 440단위의 인슐린에 해

당하며 피하주사(피하주사)를 놓으면 효과는 배가된다. 줄기와 

잎은 hydrocyanic acid를 함유하며, 대량으로 근아(根芽) 또는 

부드러운 줄기끝을 복용해서 중독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26) 그러므로 牽牛子와 고구마의 줄기와 잎의 활용에 주

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 중에서 아직 약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좀더 연구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며, 약

재로 활용하는 식물 중에서 기원식물의 種數가 다양한 것과 

近緣植物을 약용하는 것 들은 실험적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아직 정리하지 못한 다른 科의 식물들도 이러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효능과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환자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국내에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메꽃과(Convoivulaceae) 식

물을 국내·외 서적을 참고하여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서 약

용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을 조사하고, 분포상황, 약용부위에 

따라 식물명, 학명, 한약명과 약물의 성미, 귀경(歸經), 효능, 



56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독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산 메꽃과(Convoivulaceae)는 총 6屬 18종이었으며, 

그 중 약용식물은 6屬 13種으로 약 72％였다. 

2. 메꽃과(Convoivulaceae) 식물중 메꽃속Calystegia이 

6種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용식물 중에서도 메꽃속

Calystegia이 4種으로 가장 많았다. 

3. 약용부위 중 全草를 사용하는 경우가 8種, 性味는 平性

이 10종, 甘味가 18種으로 가장 많았다.

4. 귀경(歸經)은 腎經(신경)이 7種, 효능은 청열(淸熱)약물이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5. 독성이 있는 약물은 2種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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