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방상식 중의 하나가 여름에 보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땀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체온유지를 위하여 흘리는 생리현상이므로 약 효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
스갯소리로 땀이 약 색깔처럼 진하다면 모를까…….
 오히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소모가 많으며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
닌데 기운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으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찬 것을 많이 들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많아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계
절이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더욱 보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철은 심장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신장이 쇠약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따라서 정기
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지와 사려를 조화시켜 심장이 안정되도록 힘써
야 한다. 특히 찬 성질의 과일이나 채소도 함부로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양
기가 표면으로 발산하고 음기가 장내에 잠복하므로 써 속이 냉해지는 인체의 여름철 
생리기능 때문이다.
 벌써 더운 것으로 보아 올 여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약과 음식을 소개해 본다.

생맥산
이름그대로 맥을 살리는 처방으로 여름철 불필요한 체온의 상승을 막아주고 원기를 
돋워 나른함이나 피로를 풀어주고 체액손실을 보충해 주는 처방이다. 만드는 요령은 
인삼 맥문동 20g, 오미자 10g을 하루 분량으로 해서 40분정도 다려 하루 3차례 복용
하는 방법과, 인삼 맥문동 60g에 오미자 30g정도를 30분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20
분정도 다린 후 그 물을 따라 둔 다음, 다시 물을 붓고 20분정도 재차 달인 후, 앞서 
달인 물과 섞어 다시 반으로 줄인 후, 설탕을 300g정도 넣어 다시 한 번 약간 줄인 
후 유자차처럼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마시면 한결 여름나기가 수월할 것
이다. 이는 인삼이 체력을 증강시키며, 맥문동은 몸속에 진액을 생기게 하고 오미자는 
기운을 안으로 모으기 때문이다.

 향사 온미탕
창출 7.5g, 후박. 진피. 향부자. 사인. 초과. 신사. 맥아. 건강. 초두구. 백복령. 박하 
각각 3.75g, 목향. 감초 2g씩 배합하는데 트림이 잘나고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
고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먹어 배탈이나 설사를 잘하는 사람,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

 삼계탕
 운동을 하거나 여름철 날씨가 무더워지면 인체는 땀을 분비하여 체온을 내려준다. 
이렇듯 땀은 인체의 중요한 생리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도 
아닌데 때 없이 축축하게 흘러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뻘뻘 쏟아지는 땀은 양기가 허



한 까닭이니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으로써 장을 보하고 위를 조하여야 한다. 삼계탕
은 영계에 인삼이나 황기를 넣은 보양식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데, 바
로 위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름을 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 된
다.    황기는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땀에 대해 독특한 기전
을 나타낸다. 땀이 나지 않을 때 이 약을 쓰면 땀을 나게 하고, 또 너무 많이 흘릴 
때 쓰면 땀을 멈추게 해 땀의 생리를 조절해주는 명약이다.

추어탕
미꾸라지는 한자로는 추어(鯫魚)이다.
‘미꾸라지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몸을 보한다.’ 라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며 
소갈(消渴)을 멈추게 하고 위를 덥게 하는 작용을 한다.
예로부터 미꾸라지는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가장 넓게 사랑받아 온 물고기 중의 하나
이다. 시골논두렁에서 여름내 자란 미꾸라지는 가을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으로 파고든다. 이때가 일 년 중 미꾸라지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다.
 추어탕은 그 요리법이 서울과 남부지방이 서로 다르다. 경상도식 추어탕은 삶은 미
꾸라지를 굵은 제에 담아 주걱으로 으깨어 베보자기로 짜서 국물을 내기 때문에 미꾸
라지 흔적을 볼 수 없으나, 서울 추어탕은 미꾸라지가 통째로 있다. 특히 추어탕은 
내장까지 함께 끓이기 때문에 알과 난소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추어탕은 자양음식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한 당뇨를 앓고 있는 분에게 많은 도
움을 준다. 미꾸라지가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뇨환자에게 거의 필수
적으로 뒤따르는 정력 감퇴도 개선시켜 주기 때문이다.
추어탕에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초라는 것을 넣어 먹게 되는 데, 
이 산초는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며, 체내에 고이는 습기를 제거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작용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는 향신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