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못 알고 있는 식품 상식

Q : 돼지고기를 잘못 먹으면 풍을 맞는다거나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
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A : 진료를 하다보면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잘못 먹으면 풍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
를 어디서 듣고 소주한잔에 삼겹살을 최고로 치던 분이 어는 날 갑자기 돼지고기를 
뭐보듯 피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른 섭생을 얘기합
니다. 체질적으로 보아서 돼지고기는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에 적합한 음식이죠. 그래서 속이 냉한 체질의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돼지고기가 좋냐, 나쁘냐의 말보다는 얼마나 
자기체질에 맞느냐 입니다. 옛날 고전중의 하나인 본초강목을 보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맥을 막고 근골을 약화시킴으로서 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
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만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적당히 줄여 드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히 기름을 뺀 멧돼지 고기는 풍을 일으키지 않아 중풍의 
우려가 있는 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돼지고기는 좋은데 정 찜찜하시면 
멧돼지고기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Q : 요사이 체질에 따른 식단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꼭 자기체질에 맞는 
음식만 먹어야 합니까?
A: 극단적으로 체질에 따른 식단만을 고집한다면 한 가족끼리도 체질이 틀리면 아버
지 따로 자식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서 설명한대
로 돼지고기는 소양인에 맞는다고 다른 체질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돼지고기 조금 먹었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먹은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죠. 또 체질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돼지고기가 자기 체질에 맞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본인 
스스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굳이 심한 편식을 하지 않고 고루 먹기만 하면 그 극성도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입에 맞으면 걱정 말고 드시도록 하십시오. 다만 
인체의 균형이 깨져 병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체질별 식사지
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 녹즙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데 어떨까요?
녹즙은 확실히 인체에 여러 유익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을 위해서 직
장인들이 아침마다 녹즙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보편화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녹
즙은 대게 성질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냉한 체질은 설사만 일으키게 되므로 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즙에 쓰는 재료도 제철을 벗어나 수확되는 음식은 피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자면 땀이 많이 나고 번열증이 있는 환자에게 상추는 
좋은 음식이 되지만 이것 또한 수확 철이 아닌 겨울에 과량 섭취하면 기운을 역하게 
되어 면역기능과 생식기능이 저하되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Q : 한약 중에 숙지황이 들어간 약을 먹을 때 무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희어
진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얘기 인가요?
A: 백발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젊은 나이에 머리가 세는 것은 대게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나이가 들어 머리가 세는 것은 생리적으로 노쇠해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도 빛이 모자라면 누렇게 되고 양분이 모자라면 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숙지황과 무를 먹는 정도의 일로 칠흑 같던 머리가 백
발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Q : 보약을 먹을 때 녹두를 피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A: 대부분의 보약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순환을 개선해 몸 안의 비생리적 물
질들을 빼내어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약효를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맛으로 먹는 정도의 양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Q : 섬유질 식품을 비만치료에 많이 이용하는데 괜찮을까요?
A: 체중을 빼기 위해 섬유질만을 섭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섬유질에
는 영양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사대신 섬유질만 복용하면 배는 부르지만 금식한 것
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나치면 현기증, 두통,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섬유질을 다량 복용해도 체중감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섬유질을 소위 미용식으로 선전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정한 미용식은 균
형과 적절한 운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Q : 요사이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마십니다. 차를 마실 때는 진
한 것이 좋은 가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마시는 차중에는 커피나 홍차를 들 수 있죠. 그러한 차에는 미량
이지만 카페인이나 탄닌 성분이 들어 있어 너무 진하게 타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진
하면 위벽에 자극을 주기도 하며 하루 두 세잔이상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Q : 한약재를 이용한 약차를 많이 즐기는데 몸에 좋다면 다 약차를 만들어 먹
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약을 재료로 하여 달여 마신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은 있으나 
목적과 사용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약의 목적이 병의 치료와 체질개



선에 있는데 비해 약차는 음료와 취미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즉 아무리 효과가 좋
다고 하더라도 맛이 없거나 오래도록 복용하기 어려우면 약차로서 이용하기 어렵습니
다. 또한 한방약은 전문적인 한의사의 처방 속에 엄격히 복용하여야 되지만, 약차는 
대부분 독성이 없는 생약을 사용하여 초보자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
여야 합니다.

Q : 마늘에 대해서도 속설이 많은데 익혀 먹어도 영양분이 적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A: 영약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가열을 하더라도 아리신이 몸속에서 비타민B6의 도움
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질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세균을 
죽이고, 면역기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는 생마늘이 좋고, 위가 약한 사람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목적이면 굳이 날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Q : 그러면 마늘은 많이 먹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A: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은 매우 강한 성분입니다. 마늘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대량으로 먹으면 해가 됩니다. 대량 섭취를 할 경우  위궤양이 생기거나 적혈구에 영
향을 미쳐 빈혈을 일으키거나 소변이 붉고 탁하고 강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러므로 적당량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적당량은 매끼 2쪽 정도이
므로 하루 육쪽마늘 한통 정도입니다.

Q : 고사리가 정력에 나쁘다고 기피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고사리를 먹으면 양기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고사리의 모양이‘고개 숙인 남
자’형태라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식품영양학적으로
‘아네우리나제’라는 효소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해, 전혀 근거 없
는 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기가 떨어질 정도로 먹으려면 식사 때마다 반찬은 
오로지 고사리만 먹어야 되니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Q : 또 한 가지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고사리에는‘브라켄톡신’이라고 불리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 어느 
목장에서 직장암과 방광암 때문에 죽은 소를 조사해보니 그 근처에 유난히 고사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와 달라서 고사리를 날로 먹지 않고 삶아 먹기 때
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려면 하루 320g 이상의 양을 3개월 이
상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고사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 정도양은 도저히 먹기가 불가
능하므로 걱정은 붙들어 매도 좋습니다.

Q : 아이를 난 직후 임산부는 미역국을 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A: 미역은 산모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과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 외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어 산후회복과 조혈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미역은 완전식
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산모의 체력소모를 감안해 볼 때 균형 있는 고영양
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미역국만 먹는 다기 보다 고르게 균형 식을 먹으면서 
미역국을 같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