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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 관련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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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base for the oriental medicine had been existed in documentation in past times and it has been

developed to the database type for random access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owever, the aspects of the database

are not so diversified and the database for the bio herbal material exists in widened type dictionary style. It is a

situation that the database which handles the in-depth raw herbal medicines is not sufficient in its quantity and quality.

Korean wild grape is a deciduous plant categorized into the Vitaceae and it was found experimentally that it has

various medical effects. It is one of the medical materials with higher potentiality of academic study and

commercialization recently because it has a bigger possibility to be applied into diverse industrial fields including the

medical product for health, food and beauty. We constituted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Muju cluster business

group for Korean mountain wild grapes, Physiology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and Medical

Classics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with a view to focusing on such potentiality and a

database for Korean wild grapes was made a touchstone for establishing the in-depth database for the single bio

medical materials. First of all, the literatures based on the North East Asia in ancient times had been categorized into

the classical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published by government organizati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nd classical literature fro Korean and Chinese oriental medicine) and modern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for oriental medicine, modern literature for domestic and foreign herbal medicine) to cover the eastern and

western research records and writings related to Korean wild grapes and the text-mining work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Medical Classics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First

of all, the data for the experiment and theory for Korean wild grape were collected for the Medline database controlled

by the Parliament Library of USA to arrange the domestic and foreign theses with topic for Korean wild grapes and

the network hyperlink function and down load function were mounted for self-thesis searching function and active view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thesis searching function provides various auxiliary functions and the searching is

available according to the diverse searching/queries such as the name of sub species of Korean wild grape, the logical

intersection index for the active ingredients, efficacy and elements. It was constituted for the researchers who design

the Korean wild grape study to design of easier experiment. In addition, the data related to the patents for Korean wild

grape which were collected from European Patent Office in response to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and the

system available for searching and view was established in the same viewpoint. Perl was used for the query

programming and MS-SQL for databas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the designing of this database. Currently,

the data is available for free use and the address is as follows. http://163.180.41.43:801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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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의 종류가 증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천연물을 사용한 건강의약품이 각광받

으며 기존 약재들의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삼과

복분자가 있으며 특히 복분자는 과실주 시장에서 일대 약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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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며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는 추세이다. 산머루는 복분자 못

지않은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과 대중에 각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학 고전 문헌을 통한 문화콘텐츠적

접근과 실험연구를 통한 과학적인 접근이 결합할 때 상당한 파

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머루(영욱, 蘡薁)는 포도과에 속하는 넌출성 낙엽식물로서

칼슘, 탄수화물, 인, 비타민 C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안

토시아닌 색소를 띄어 노화방지, 시력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머루

씨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 뿌리도 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1-4).

산머루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종합의서인 동의

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卽山葡萄也. 實細而味酸, 亦堪作

酒”『丹心』- ‘곧 머루를 말한다. 열매가 잘고 맛은 시다. 이것도

술을 빚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포도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性平, 味甘[一元甘酸],

無毒. 主濕痺. 治淋, 通小便, 益氣强志, 命人肥健”『本草』- ‘성질

이 평(平)하고 맛은 달며[달고 시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습비

(濕痺)에 주로 쓴다. 임병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기

를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살지고 튼튼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뿌리는 “煮汁飮, 止嘔噦. 又主姙婦子上衝心, 卽下. 性

能下走滲道” 『丹心』- 달인 물을 마시면 구토와 딸꾹질을 멎게

한다는 것과 임신부의 태기가 위로 치받치는 것을 내린다는 것,

아래로 내려가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적혀 있다
2,3)

.

이뿐 아니라 머루의 효능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연암집 등의 한국고전문헌을 비롯하여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같

은 중국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천연물 약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실험 및 임상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생약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나아가 생약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연구 결

과들을 통합적으로 접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연구 결과의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산머루가 한의학 문헌 및 고전 문헌에서 어떤 효능으로 인

식되어 왔는지, 또 어떤 가공방법을 거쳐 약재 및 다양한 가공형

태로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탐색하고, 관련 연구 논문,

문헌 자료 등을 총괄하여 한의학적 근거와 함께 현대 과학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1. 논문정보 검색방법

1) 논문 데이터베이스

정보수집을 위한 원본 논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많은 생물학 및 의학 전문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Medline을 기반으로 하였다.

Medline 데이터베이스는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http://www.nlm.nih.gov/databases/license/weblic/index.html

에 접속 승인 자격을 신청하고 License Code를 받은 이후 NLM

FTP(ftp://ftp.nlm.nih.gov/nlmdata/.medleasebaseline)에서 추

출하였다.

본 연구는 웹에서 제공하는 단일키워드검색이 아닌 산머루

품종 및 구성성분 등 많은 키워드들이 활용되어야 하므로,

medline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검색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운로드 받은 Medline data는 xml file format으로 되어 있

고 617개의 파일로 되어 있으며, 1865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된

논문, 총 18,502,916 개가 저장되어 있고, 77GB의 용량을 갖는다.

2) 검색 키워드

(1) 머루의 학명

본 연구에 활용된 머루의 세부 품종 별 학명 및 한국명은 다

음과 같다(Table 1)1-4).

Table 1.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of Vitis genus

학명 한국명

V. amurensis Ruprecht 왕머루

V. Coignetiae Pulliat 머루

V. flexuosa Thunberg 새머루(산포도)

V. ficifolia 가마귀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개머루

Vitis spp. 개량머루

(2) 활성성분

포도(Vitis Vinifera)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얻은 활성성분 리

스트(M. Nassiri-Asl et al. 2009)를 이용해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머루가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성성분 목록 및 그와 인과적

으로 연계성이 높은 활성성분 목록을 Table 2에 정렬하였다5,10).

Table 2. Lists of active ingredients

활성성분

Flavonoid kaempferol

quercetin

myricetin

Polyphenol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Anthocyanin cyanidin

delphinidin

peonidin

petunidin

malvidin

Stilbene derivatives resveratrol

(3) 효과에 따른 활성성분

문헌 분석 상 실험적으로 입증된 머루의 효능 및 그와 인과적

으로 연계성이 높은 활성성분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3)
9,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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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s of active ingredients with effects of Vitis genus

효과 활성성분

antioxidant procyanidin

　 proanthocyanidin

　 procyanidin B4

　 catechin

　 resveratrol

cardioprotective procyanidin

　 catechin

　 epicatechin

　 anthocyanin

　 quercetin

　 resveratrol

anticarcinogenic polyphenol

　 procyanidin

　 anthocyanin

　 catechin

　 procyanidin dimer

antimicrobial and antiviral effect trans-resveratrol

CNS proanthocyanidin

dermatological resveratrol

prevention of the progression of cataract formation procyanidin

3) 검색방법과 저장

정보의 검색은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활용하

여 전체 medline data에서 abstract 부분에 원하는 키워드가 포

함되어 있는지 검색하고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perl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 시행하였고 수집한 정보는 텍스

트 파일과 xml file format 형태로 저장하였다. 논문 정보 검색

설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retrieving research data.

Fig. 2. Example of PERL script.

2. 특허정보 검색방법

1) 특허 데이터베이스

(1) 한국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국내 특허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원본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물학 및 의학 전문 특허정보를 보유

하고 있는 NDSL를 기반으로 하였다.

http://patent.ndsl.kr/index.do에서 특허 검색을 실행하였다.

(2) 유럽특허청(EPO)

해외 특허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원본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80개국 이상의 특허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유럽특허청을 기반으

로 하였다. Worldwide - full collection of 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from 80+ countries 기본 검색 옵션으로 설정하였다.

http://worldwide.espacenet.com에서 특허 검색을 실행하였다.

2) 상표권 데이터베이스

(1) 네이버 전문정보

국내 상표권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원본 특허 데이터베이스

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문 특허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네

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였다.

http://academic.naver.com에서 상표 검색을 실행하였다.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데이터베이스 개괄

본 데이터베이스는 산머루(蘡薁, vitis amurensis 外)에 관련

한 국내외 전문 문헌 및 특허정보를 웹(Web)기반에서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MS-SQL 2008 (MS-Structured Query language 2008)

MS-SQL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

어로 각종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언어이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MS-SQL 2008 버전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2) ASP (Active Server Pages)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월드 와이드 웹(WWW) 어플

리케이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로서 서버상

에서 VB Script·자바 스크립트 등의 스크립트 언어나 액티브엑스

를 기초로 한 소프트웨어 부품인 ActiveX Control을 실행시켜 그

결과를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에 의해 동적(動的)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Web Interface 구축을 위

해 ASP를 활용하였다.

Fig. 3. Databa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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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활성성분 검색결과

antioxidant procyanidin 197

proanthocyanidin 2

procyanidin B4 0

catechin 1130

resveratrol 586

cardioprotective procyanidin 3

catechin 6

epicatechin 0

anthocyanin 5

quercetin 12

resveratrol 67

anticarcinogenic polyphenol 73

procyanidin 1

anthocyanin 6

catechin 24

procyanidin dimer 0

antimicrobial and antiviral effect trans-resveratrol 1

CNS proanthocyanidin 0

dermatological resveratrol 0

prevention of the progression of cataract
formation

procyanidin 1

결 과

1. 논문정보 검색결과

검색 결과 얻은 논문 리스트는 xml file format 형태로 데이

터베이스 내에 저장하였다.

1) 품종에 따른 검색결과(Table 4)

2) 활성성분에 따른 검색결과(Table 5)

3) 효과와 성분에 따른 검색결과(Table 6)

Table 4. Search result with varieties of Vitis

품종 검색결과

Vitis amurensis 17

Vitis coignetiae 7

Vitis flexuosa 0

Vitis ficifolia 0

Ampelopsis brevipedunculata 10

Vitis spp. 26

Table 5. Search result with active ingredients

활성성분 검색결과 검색결과

flavonoid 11150 flavonoid

kaempferol 1135 kaempferol-3-O-glucoside 18

quercetin 3066 quercetin-3-O-glucoside 9

myricetin 196 myricetin

polyphenol 5558 polypheonol

catechin 5057 (+)-catechin 1297

epicatechin 711 (-)-epicatechin

(-)-epicatechin-3-O-gallate 27

procyanidin 250 procyanidins dimers 9

procyanidin C1 1

procyanidin B5-3'-gallate 13

anthocyanin 2270 anthocyanin

cyanidin 1321 cyanidin-3-glucoside 22

cyanidin-3,5-diglucoside 1

delphinidin 71 delphinidin-3-glucoside

delphinidin-3,5-diglucoside 1

peonidin 2 peonidin-3-glucoside

petunidin 1 petunidin-3-glucoside

malvidin 40 malvidin-3-glucoside 2

resveratrol 2205 trans-resveratrol 233

Table 6. Search result with effects and active ingredients

2. 특허정보 검색결과

1)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

머루를 기본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다. 이 경우 특정 어두(합

성형 접두사, 예: 왕-, 산-)등이 어근에 결합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어를 머루로 하여 나온 1차 검색 결과를 직

접 평가하여 최종 검색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

논문 검색에서 활용된 머루의 품종명을 기본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Table 7. Search result of patent information in domestic database

검색어 - 머루

1차 검색 결과 평가 후 결과

특허 63 23

상표 186 36

Table 8. Search result of patent information in European Patent

Office(EPO)

품종 검색결과

Vitis amurensis 15

Vitis coignetiae 18

Vitis flexuosa 4

Vitis ficifolia 1

Ampelopsis brevipedunculata 8

Vitis spp. 0

3.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1) 데이터베이스 구성

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세부 항목별 데이터가 소속된 각

테이블은 모두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하위 테이블 상호간

에는 논리적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IMAGE 항목은 필요시 도

시할 그림 파일(문헌 이미지)을 저장하기 위해 생성하였다.

Fig. 4. Main page of retrieving system.

2) 세부 정보

고전문헌 및 현대문헌의 경우 세부 데이터를 선택하면 해당

문헌을 JPEG이미지(*.jpg) 형식으로 도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저

장하여 직접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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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결과 웹페이지

효능과 관련된 활성성분을 통한 논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선

논문의 초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PubMed ID 링크를 통해

논문 본문을 제공하는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PubMed로 연결이 가능하다.

Fig. 5. Web-page of search result.

4. 검색 기능

고전문헌 및 현대문헌 데이터베이스의 보다 용이한 활용을

추구하기 위해 포도(葡萄)와 영욱(蘡薁)을 대표 검색 키워드로

하여 목적한 키워드를 구체적하는 명시하는 해당 문헌만 독립적

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였다.

결 론

본 데이터베이스는 최초로 산머루라는 단일 약재를 주제로

하여 고금동서의 문헌정보 및 특허정보를 총망라한 정보열람체

계이다. 현재까지 대분류 약재를 통괄적으로 아우르는 한의학 데

이터베이스는 제작된 바 있으나, 특정 단일 약재를 주제로 한 데

이터베이스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의

의는 추후 다른 단일 약재를 주제로 한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제

작에 있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데이터베이스는 산머루라는 약재에 대한 고금동서

의 정보를 총망라하고 하이퍼링크 및 다운로드 기능을 탑재함으

로써,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추후 산

머루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본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실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있어 보다 용이한 기

초 정보 획득 및 논문 간 메타 분석 시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

을 궁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한의학계 내부에서

구축된 산학연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의 구조 및 양상은 추후 대

규모 한의학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긍정적 모델의 하나로서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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