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의 약효
세계 3대 요리를 일컬을 때 프랑스의 샤토브리앙 스테이크, 일본의 혼마구로 사시
미, 그리고 중국의 북경 오리 구이를 꼽는다.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청나라의 여걸 서태후도 오리 고기를 즐겨 먹었던 기록을 찾
을 수 있어 오래전부터 요리해 먹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오리 고기를 먹으
면 손발이 오리발을 닮는 기형아가 나온다는 잘못된 속설과 함께 오리고유의 냄새 때
문에 기피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바람이라도 쐬려고 한적한 시골길을 찾아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수많
은 오리 고기 전문점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리가 여러 가지 공해병을 없애 주는 탁월
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찾는 듯싶다.
TV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방영되었던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을 보면 오리의

약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오리 고기는 사람의 기운을 보강해 주고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며 여름철 열독(熱毒)
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즉 인체가 필요한 체구성 성분을 보충시켜주고,
소화기의 연동 운동을 항진시킨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온몸이 피곤할 때 좋
다.
중풍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빈혈을 없애는 효능도 있다.
또한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게 해서 부종에 효과가 좋아
몸이 붓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러나 허준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시대만 하더라도 공해로 인한 각종 병들은 찾아보
기 어려웠다. 우리는 현재 각종 공해로 인한 독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병들
어 가고 있다. 공기, 마시는 물, 먹거리들이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 농약 등으로 오
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조심해서 피하려 해도 현대인에게는 업보처럼,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오리가 각광 받게 된 동기도 오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으로 보
인다. 오리에게 양잿물을 먹이면 뒹굴다가 바로 일어나 돌아다닐 만큼 해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오리다.
유황은 한방에서는 예전부터 약재로 써 왔는데, 찬 것을 따듯하게 해주고 뼈와 근육
을 튼튼하게 하며 각종염증이나 종양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
그러나 유황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았는데 워낙 독성이 강해
약으로 쓰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오리의 해독 작용을 이용해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면 유황의 독성은 해독되고 약성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만든 유황오리는 매우 뛰
어난 해독제이자 보양제이며 염증 치료의 약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늘 오리를 사육하기도 한다. 마늘의 효과는 면역 기능을 강화
하고 살균작용이 있으며 장을 깨끗이 하는 효과가 있어 마늘을 오리에게 먹여 키우면

마늘의 효과와 어우러져 오리의 약성이 더욱 좋아지며 오리의 특유의 냄새도 없앨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오리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면서 허약한 사람에
게 좋은 음식으로 한방에서 애기하는 사상체질중 소양인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몸이 차고 다리가 약하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리는 고기이외에도 다른 부위도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심장 박동이 심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심계 항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오리 기
름은 비정상적으로 고인 인체의 수분이 몸 안에 탁해지면서 열을 내는 것을 치료해서
심장을 편하게 한다.
또한 오리발을 쌀과 함께 죽을 쑤면 압족죽이라고 하는데 이뇨작용이 대단한 음식이
다.
오리 알도 요긴하게 쓰이는데 수분 대사를 잘하게 하여 몸이 붓는 병에 좋고, 폐를
깨끗이 해주므로 기침이나 인후 통에도 효과가 있다.
민간요법으로 중풍을 맞았을 때 오리피를 내어 마시는 분들을 자주 보아 왔다. 그러
나 이것은 중풍환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리피를 마시기 위해 오리
구하러 다니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쳐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
다. 그보다는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중풍에 걸릴 우려가 높으므로 평소에 다
른 고기를 즐기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오리 고기를 섭취하는 편이 좋다.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오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빈혈에는 오리고기와 전복을 함
께 끓여 먹으면 좋고, 기침에는 동충하초를 함께 끓여 그 국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
다. 또한 체력이 떨어져 피로를 빨리 느끼고 저항력이 약해 졌을 때는 인삼, 황기, 구
기자를 넣어 삼계탕처럼 해서 드시면 된다.
요사이 날씨를 보니 올 여름 유난히 더울 것 같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오리 고기로 건강도 지키고 사랑도 쌓아보면 어떨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