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실의 효능

 첫째 매실은 산성 체질을 자연스러운 약알칼리성으로 바꾸어 놓고 혈액을 맑게 함으
로써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인스턴트식품과 각종 식품첨가물, 방부제 등 인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들을 섭취하고 있다. 이럴 때 매실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매실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장내 유해균을 죽이므로,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의 운동을 정상
화하여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경우도 좋은 효과를 낸다.

 셋째 매실의 구연산은 당질의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다.
 피로가 쌓일 때 매실차나 매실 장아찌를 먹으면 좋다. 매실의 풍부한 유기산은 위장
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변비나 거친 피부에 도움이 된다.
 또 열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열에도 좋다.

넷째 매실은 또 숙취나 멀미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매실의 피크린산이 간장의 기
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과음한 다음 날 아침, 매실차 한잔을 마시고 나면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다섯째 매실의 신맛에는 강한 살균성과 해독작용이 있어, 식중독이 흔한 여름철에 먹
으면 위 속의 산성이 강해져 식중독을 예방한다. 일본인들은 마늘을 먹지 않는 대신 
절인 매실(우매보시)을 먹어 장에 탈이 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매실 사용의 주의 점
 현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덜 익은 매실의 껍질과 씨에는 독성을 띠는 청산배당체가 
있어서, 날 것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위산분
비가 과다한 사람에게는 매실의 신맛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 쓰림의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실을 건조시키거나, 매실 엑기스, 매실 조청 등의 가공을 통해서 
그 독성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풋과일 상태로 바로 복용하거나, 너무 
과도한 양을 복용하지 말고,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1회6g~18g 정도 이
내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매실로 하는 민간요법
(1) 더위를 먹었을 때 매실 장아찌를 먹는다.
짭짤하고 신맛이 있어, 평소에 밥반찬으로 먹으면 입맛을 돋우고 침의 분비를 활발하



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돕는다. 뜨거운 물 1컵에 장아찌를 2개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
어 꿀을 조금 넣고 마시면, 여름타는 것을 막아 줄뿐만 아니라, 더위 먹은 증세에도 
효과가 있다.

(2) 갱년기 장애에 매실 조청을 먹는다.
 매실 조청 8g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꿀을 넣고 차처럼 마시는데, 하루에 3번 정도
로 꾸준히 마신다. 갱년기 장애로 인한 불쾌한 증세에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3)식욕이 없을 때 매실주를 마신다.
 매실주는 맛이 순해 잘 취하지 않고 숙취 등의 뒤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매실의 
피크린산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식욕
을 증진시키므로 식욕이 없을 때 반주로 곁들여도 좋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