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주차]

(2019년 3월 21일 ~ 2019년 5월 20일)

삼색전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약선설계학이론
강사:최

지

제 3장 약상(藥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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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상(藥象)
1) 약상(藥象)의 의미

약(藥)은 어떤 물질이 약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의 맛과 성질을 말
하는 것.
상(象)이란 그 맛과 성질이 어우러져 발휘하는 기능, 활동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맛 + 성질 ⇒ 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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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약상(藥象)
2. 약상(藥象)
(4) 『동원시효방(東垣試效方)』 약상 분류
땅(⇨맛)의 음양

대기(⇨성질)의 음양

음양표현

약상

㊀

㊉

음중양(陰中陽)

소통

㊉

㊉

양중양(陽中陽)

발열

㊉

㊀

양중음(陽中陰)

배출

㊀

㊀

음중음(陰中陰)

하강

① 설하(泄下)

② 통리(通利)

③ 발열(發熱)

④ 발설(發泄)

제 3장 약상(藥象)
2. 약상(藥象)
1) 약상의 의미
(2) 약상의 10분류
고전적인 약상 분류는 맛이 음(+)이나 양(-) 중의 어느 한 종류일 때에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맛에 음양(+-)이 섞여 있는 재료들이 많은데 이들을
자연계의 순환 과정과 비교하면 사계절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약상은 봄의 발생, 여름의 성장, 가을의 성숙, 겨울의 저장
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차가운 시기에서 따뜻한 시기에서 차가운 시기로 변화하는 환절기가 여기
에 첨가되면 10개의 약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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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10분류

5

여름

㊉㊉발열

성장㊉㊉

㊉㊉

㊀㊉

배출

발생
㊉㊉ ㊀ ㊉

봄

㊉㊉ ㊀ ㊉

㊀㊀
변화 ⊙

⊙ 변화

㊉ ㊀ ㊀㊀

㊀ ㊉ ㊀㊉

소통

하강

표 2-2) 약상의 10분류
평(平)

가을

성숙
㊀㊀

㊀㊀

㊀ ㊉ ㊀㊀

겨울

저장

* ㊉ : 양(陽), ㊀ : 음(陰), ⊙ ;

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1. 약상 수치화 원칙
1) 수치화 가설의 공통원칙
(1) 가장 작은 정수로 표현한다.
(2) 수치의 대소(大小)는 인체 내부에 대한 자극의 대소이다.
(3) 절대치로 대소를 구분한다.
(4) 모든 등급 차이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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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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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상 수치화 원칙
2) 맛과 성질의 수치화
본초 하나 마다 고유한 수치는 곧 약상(藥象)의 수치이고
약상치(藥象置)는 맛의 수치와 성질의 수치를 합하여 계산한다.
본초에 고유한 수치를 부여하려면 먼저 맛과 성질을 수치화 한다.
(1) 맛과 성질의 등급
“ 제2장 약상(藥象)”에서 맛은 음(-)이 모여 형체를 이룬 땅에서 오고 성질은
양(+)이 흩어져 존재하는 대기에서 온다고 하였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양의 자극에 음(-)이 응하여 그 양(+)을 품은 상태에서 형성된 물질이 본초(
本草), 사람이다.
본초나 사람은 유형적인 존재이므로 유형적인 땅에서 오는 맛이 무형적인
대기에서 오는 성질보다 인체에 대한 자극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성립된다.
‘맛’의 수치는 ‘성질’의 수치보다 항상 더 커야 한다.

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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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상 수치화 원칙
① ‘싱겁다’ 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같은 그룹으로 한다.
시다, 쓰다, 달다, 맵다, 짜다, 떫다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약간[미(微)]’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연한 맛은 ①보다 한 등급 낮은 것
으로 취급한다.
③ 성질 중 가장 강한 ‘뜨겁다[열(熱)]’와 ‘차다[한(寒)]’ 는 동일 그룹으로 ②
보다 한 등급 낮은 것으로 취급한다.
④ 열(熱)과 한(寒)에 약간[미(微)]이라는 수시어가 붙은 미열(微熱)과 미한
(微寒)은 ③ 보다 한 등급 낮은 것으로 취급한다.
⑤ 온(溫)과 량(凉)은 약간[미(微)] 라는 수식어가 붙은 미온(微溫), 미량(微
涼)은 ④보다 한 등급 것으로 취급한다. ‘평하다[평(平)]’는 동일한 그룹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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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맛 혹은 성질

가상
수치
M+4

양(+)

음(-)

신(辛) : 맵다

산(酸) : 시다 / 고(苦) : 쓰다

감(甘) : 달다

함(鹹) : 짜다 / 삽(澁) : 떫다

담(淡) : 싱겁다
M+3

미신(微辛) : 약간 맵다
미감(微甘) : 약간 달다

M+2
M+1

M***

미산(微酸) : 약간 시다 / 미고(微苦) : 약간 쓰다
미함(微鹹) : 약간 짜다 / 미삽(微澁) : 약간 떫다

열(熱) : 뜨겁다
미열(微熱) : 약간 뜨겁다
온(溫) : 따뜻하다

한(寒) : 차다
미한(微寒) : 약간 차다 / 량(凉) : 시원하다

미온(微溫) : 약간 따뜻하다

미량(微涼) : 약간 시원하다

평(平)*

평(平)**

* ㊀ 맛과 결합된 平

/ ** ㊉ 맛과 결합된 平 /

*** 가장 작은 정수 1

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1. 약상 수치화 원칙
표 4-2) 맛의 값
부호

값

T

5

mT

-T

-mT

4

-5

-4

맛의 종류
신(辛) : 맵다
담(淡) : 싱겁다
미신(微辛) : 약간 맵다

감(甘) : 달다
미감(微甘) : 약간 달다

산(酸) : 시다

함(鹹) : 짜다

고(苦) : 쓰다

삽(澁) : 떫다

미산(微酸) : 약간 시다

미함(微鹹) : 약간 짜다

미고(微苦) : 약간 쓰다

미삽(微澁) : 약간 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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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상 수치화 원칙
표 4-3) 성질의 값
㊉성질의 종류
열(熱) : 뜨겁다
미열(微熱) : 약간 뜨겁다
온(溫) : 따뜻하다
미온(微溫) : 약간 따뜻하다
평(平)*

㊀성질의 종류

값
3

++-

2

++-

1

+-

한(寒) : 차다
미한(微寒) : 약간 차다
량(凉) : 시원하다
미량(微涼) : 약간 시원하다
평(平)**

값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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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본초(本草)의 수치화
1. 약상 수치화 원칙
표 4-4) 맛과 성질의 값
맛

성
질

맛

맵다, 달다

+5

싱겁다/ 약간 맵다/ 약간 달다

+4

뜨겁다 /

+3

약간 뜨겁다 / 따뜻하다

+2

약간 따뜻하다 / 평(平)하다

+1

약간 시원하다 / 평(平)하다

-1

약간 차다 / 시원하다

-2

차다

-3

약간 시다 / 약간 짜다 /약간 쓰다/약간 떫다

-4

시다 / 짜다 / 쓰다 / 떫다

-5

양
(+)

음
(-)

조리방법 및 조리 설계에 관한 제반이론
강사:송

동

진
삼색전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삼색전

삼색전 - 부추전 조리과정

달걀물 섞기
썰은 부추에 밀가루섞기

한숟갈씩 떠서 팬에 지지기

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약상

부추(韭菜)

신, 간

보양, 활혈

맵고 따뜻하다

발열(+7)

보허, 보기

달고 따뜻하다

발열(+7)

밀가루(小麥麵)
달걀((鷄子)

폐, 비

보음, 보혈

달고 평하다

배출(+4)

꼬막(蚶)

비, 위

보기, 보혈

달고 따뜻하다

발열(+7)

동용금기
부추– 술, 꿀
달걀- 자라, 남생이, 잉어, 수달, 토끼, 마늘, 파, 부추씨, 자두

평가
선상은 발열, 선상치는 657
발열은 온통 뜨거운 열기만을 쏟아내는 폭염기(暴炎期)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보허, 거풍습, 온리의 용도로 사용.

삼색전 - 새송이 새우전 조리과정

소금물에 살짝 절이기

새우살 다져 양념하여 붙이기

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약상

새송이버섯(杏鮑菇) 간, 신

거풍습, 보허, 온리

맵고 달고따뜻하다

발열(+7)

왕새우(對蝦)

보양, 보음

달고 짜고 따뜻하다

발생(+4)

간, 신

동용금기- 없음

평가
선상은 성장, 선상치는 580
성장은 뜨거운 열기와 습기로 만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서습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활혈, 이기의 용도로 사용.

삼색전 - 느타리꼬치 조리과정

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약상

느타리버섯(側耳)

간, 신

거풍습, 보허, 온리

맵고 달고 따뜻하다

발열(+7)

쇠고기(牛肉)(黃)

비, 위

보허, 보기

달고 따뜻하다

발열(+7)

고추(辣椒)

비, 위

거풍습, 온리

맵고 뜨겁다

발열(+7)

동용금기
쇠고기– 부추, 염부추, 생강

평가
선상은 발열, 선상치는 733
발열은 온통 뜨거운 열기만을 쏟아내는 폭염기(暴炎期)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보허, 거풍습, 온리의 용도로 사용.

오신반방(五辛盤方)
입춘 때 다섯 가지의 맵고 쓴 나물을 캐다가 무쳐서 먹는데
대개 새봄을 맞이 한다는 뜻이다.
입춘날 마다 경기도 산간 고을에서 움파, 산갓, 승검초를
진상하거나 친구나 친척에게 선물한다.
움파는 땅속에서 자란 여리고 노란 파의 새싹이고
산갓은 이른 봄 눈이 녹을 때 산속에서 자생하는 겨자이고
승검초는 땅속에 묻은 당귀에서 자라난 순으로 희고 깨끗하기
가 은비녀와 같은데 단간장에 찍어 먹거나 꿀에 재워서 먹어도 좋다
오신은 모두 생채 가운데 매운 것들이다.
마늘, 부추, 염교, 유채, 고수, 달래, 만청, 채복, 생강, 산초를 오신에 넣
는 자도 있다. <금화경독기>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조리과정

닭이 잠기게 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넣고 푹 끓여
고기와 국물을 먹는다.

재료명(본초
명)

귀경

효능

성미

닭고기(鷄肉)

비, 위

보허, 보기

연근(藕)

심, 간

윤조, 청열

달고 차다

배출(+2)

죽순(毛芛)

위, 대장경

소식, 청열

달고 약간차다

배출(+3)

달고 따뜻하다

약상
발열(+7)

동용금기
닭고기– 수달, 토끼, 민물새우, 개갠, 개콩팥, 생선즙, 겨자, 잉어, 생파, 마늘, 갓씨,
찹쌀, 자두
연근- 쇠그릇

평가
선상은 발열, 선상치는 588
발열은 온통 뜨거운 열기만을 쏟아내는 폭염기(暴炎期)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보허, 거풍습, 온리의 용도로 사용.

영계는 죽순과 연뿌리와 함께 삶으면 매우 맛있다.
지은이- 유중림
편찬시기- 1766년 (영조42년), 농업기술서
서지- 1700년대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였다.
권8 치선(治膳)上, 권9 치선(治膳)下에 조리법이 있다

기해년 처방 선택의 배경
2-2
기해년(己亥年) 제2기(第二氣)
<처방2-3>삼색전
<처방2-4>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안 문 생

제2기의 운기
춘분(3/21)부터 소만(5/21) 전날(5/20)까지가
기해년 6기중 제2기이다.

•제2기 정상기후 : 따뜻하고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제2기 허사(虛邪) : 차가운 기운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점점 더 따뜻해야 하는 기간에 찬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추울 때가 많다.

제2기 허사로 인한 피해

• 자연계의 정상적 생장(生長) 현상에 영향을 주어, 생물
이 응당 생겨야 하는데 생기지 못하고 응당 자라야 하는
데 자라지 못한다.
• 자연계의 정상적 변화
봄 - 생긴다(生) // 여름- 자란다(長)
가을- 거둔다(收) // 겨울- 쟁인다(藏)

제2기 허사가 일으키는 병증
• 찬 기운이 위장에 들어가 명치 아래 통증이 발생.
• 뱃속에 가스가 차고 식욕이 감퇴.
• 한기가 아랫배에 들어가 설사, 혹은 피가 섞이는 설사.
• 때로는 반대로 열이 위로 솟구쳐 두통 발생.
• 눈이 빠질 듯한 병증 발생.

제2기 피해 예방 건강음식의 구성 원리
• 봄에 적합하도록 땀구멍이 열려 있을 때 찬 기운이 쉽게 들
어와 질병을 일으키므로 다음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음식
을 먹어야 한다.
1. 맛이 달고 성질이 뜨거운 재료를 ‘주관식품’으로 하여 찬기운을 물리친
다.
2. 찬기운을 체외로 발산하고 “생성하는 기운”이 신체 곳곳에 퍼지게 하는
매운맛, 달고 퍼져가는 에너지의 지나침을 적당히 조절하여 도중에 중
단하지 않도록 간장을 든든하게 유지해주는 신맛, 단단하게 뭉치려 하
는 찬 기운의 독소를 연하게 풀어주는 짠맛 등을 ‘보좌식품’으로 한다
3. 단, 쓴맛의 식품은 뜨지 않고 내려가며 오히려 냉기를 도와 뭉치게 하므
로 사용하지 않는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1)
삼색전-1. 부추전
[재료] : 부추, 꼬막, 밀가루, 달걀
[해설] : 부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한 부추를 삶아서 먹으면 뱃속을 따뜻하
게 하여 한냉한 기운이 침투하여 일으키는 설사나 복통을 멈추
게 할 수 있으므로(☞『본초습유』) 주관식품이다.
☞ 『본초강목』: “생 부추는 맛이 매워 뭉친 혈액을 흩어지게
하고, 익힌 것은 맛이 달아서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2)

삼색전-1. 부추전
[재료] : 부추, 꼬막, 밀가루, 달걀,
[해설] : 꼬막

꼬막은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여 부추와 더불어 따뜻한
기운이 인체에 잘 퍼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뱃속을 따뜻하
게 하여 냉기를 없애고 소화를 잘 시키므로 부추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힘을 실어줄 수 있으므로 매우 훌륭한 동행식
품이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3)
삼색전-1. 부추전
[재료] : 부추, 꼬막, 밀가루, 달걀
[해설] : 밀가루
맛이 달고
위를 두텁게
품’이다. 단,
위의 기능이
.

성질이 따뜻하여 피부와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장
하는 밀가루는 부추의 기능을 증폭시키는 ‘동행식
밀가루가 지나치면 습열독을 발생시켜 오히려 비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4)
삼색전-1. 부추전
[재료] : 부추, 꼬막, 밀가루, 달걀
[해설] : 달걀
달걀의 흰자위는 기운에, 노른자위는 혈액에 이로우므로 총체
적으로 달걀은 부추의 달고 따뜻함이 온 몸에 퍼지려 할 때 보조
적인 도움을 준다. 외부의 이상기후가 차갑게 체표를 자극할 때
온기가 퍼지려면 더욱 많은 에너지가 소비 되어야 하므로 이 에
너지를 보충하는 보조식품인 것이다.
또한 흰자위는 밀가루가 혹시 습열독을 발생시킬 때 이를 없앨
수 있는 해독식품이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5)
삼색전-2. 새송이새우전
[재료] : 새송이, 왕새우
[해설] : 새송이버섯 ☞ 큰느타리버섯, 왕느타리버섯
90년대에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큰느타리버섯을 들여와 재배하면서 보급이 시
작되었다. 송이버섯 대용품으로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송
이버섯과 전혀 관계가 없고 원래부터 종자가 따로 존재했던 느타리과의 버섯이다.
이것은 중약대사전은 물론이고 중화본초에도 언급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많으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한자명은 알 수 있었지만 기미 효능을
알 수 없어 일단 느타리버섯[측이(側耳)]의 기미 효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달고 맵고 따뜻한 느타리버섯은 찬기운을 몰아내고 근골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한기가 근육과 피부 깊숙이 침범 하여도 이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외부의 이상기후에 대항하는 주관식품이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6)
삼색전-2. 새송이새우전
[재료] : 새송이, 왕새우
[해설] : 왕새우
왕새우의 본초명은 대하(對蝦)이다. 크다고 해서 대하(大蝦)라고도 하지만 두 마리
씩 쌍으로 말린다고 해서 대하(對蝦)라는 본초명이 대표명이다.
중약대사전 초판에는 용하(龍蝦; 닭새우)와 함께 해하(海鰕)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중약대사전 제2판과 중화본초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취급하였다.
맛이 달고 짜면서 성질이 따뜻한 왕새우는 체내의 온도, 습도를 모두 올리면서 입맛
을 돋우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
찬 기운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를 보호하므로 느타리를 든든하게 받
혀주는 동행식품이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7)
삼색전-3. 느타리꼬치
[재료] : 느타리, 쇠고기, 고추
[해설] : 느타리 ☞ 측이(側耳) (『중약대사전』 제2판)
맛이 달고 매우면서 성질이 따뜻한 느타리버섯은 찬기운을
몰아내고 근골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한
기가 일부 근육과 피부 혈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도
이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외부의 이상기후에 대항하
는 주관식품이다.

‘삼색전’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8)

삼색전-3. 느타리꼬치
[재료] : 느타리, 쇠고기, 고추
[해설] : 쇠고기, 고추
•

쇠고기 :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혈을 보
충하며 근골을 강하게 하므로 느타리를 돕는 보조식품이다.

•

고추 : 맛이 맵고 성질이 뜨거운 고추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입맛을
돋구며 음식의 소화를 돕는다. 찬기운이 들어와 복통이 일어나도 찬기
운을 흩트려 치료를 하므로 느타리를 돕는 보조식품이다.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에 대한 방제학적 해설
[재료] : 닭고기, 죽순, 연근
[해설] : 닭고기, 죽순, 연근
맛이 달고 따뜻한 닭고기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기운을 물리치는 효
능이 있으므로 제2기의 이상 한기에 대항하는 주관식품이다.

•

죽순은 맛이 달고 성질은 차므로 제2기에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죽순을
고기와 함께 삶아 먹으면 혈액이 보충된다. 또한 혈맥을 통하게 하고 음
식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며 체내의 독을 배출시키고 체액을 맑게 해준다
. 따라서 적당히 복용하면 닭고기의 열성을 견제하되 오히려 혈액을 보충
하면서 돕는 결과가 되므로 견제식품이 될 수 있다.

•

연근의 맛이 달고 성질은 차지만 익혀서 먹으면 찬기가 많이 중화되어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혈액을 보충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보조식품이 된다.

‘죽순과 연근을 넣은 영계찜’ 평가
• 이 처방은 발열과 배출이 조화를 이룬 음식이다.
• 만일 제2기의 이상기후가 손 쓸 틈도 없이 체내 깊숙이 침범하여
체내의 대항 세력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다음 물러났다고 가정하
자.
• 그 피해로 오장내에 많은 독소가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것이다. 이
때 기운을 보충하기만 하는 보양식을 먹으면 잔류 독소의 반란이
우려되고, 독소를 청소만 하는 치료음식을 먹으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체내의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려될 것이다.
• 이럴 때 보양과 청소를 겸하는 본 음식을 먹으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외부의 한기가 극심한 초기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