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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wang-San, which is invented by Jhun Eul for the treatment of tongue thrust of Spleen heat, is first 

mentioned on 'So Ah Yak Jeung Jik Gyul'. It is consisted of Gardeniae Fructus, Agastache rugosa, Glycyrrhizae Radix, 

Gypsum Fibrosum, Ledebouriellae Radix. According to 'Dong Ui Bo Gam', this medicine cures spleen heat, sore mouth 

and halitosis. In the viewpoint of pharmacology, this medicine as a whole can treat spleen stagnancy, spleen heat and 

stomach heat.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opinions of 'So Ah Yak Jeung Jik Gyul' and 'Dong 

Ui Bo Gam' the principal medicine of the former is Ledebouriellae Radix, while that of the latter is Gardeniae Fructus. 

Spleen stagnancy is the malfunction of spleen under the presence of the body fluid. Symptoms are abdominal dropsy 

and powerlessness. Spleen heat is the insufficiency of body fluid due to the heat of the spleen, while the function of 

the spleen is normal. Symptoms are sore mouth, halitosis and maxillary stagnancy. In clinical cases, Sa-Hwang-San 

has been found effective to the individuals with large, lowered, soft, and slanted mouths and lips. It was also beneficial 

for the YangMyong type. In clinical cases, Sa-Hwang-San is proven to be effective to the following symptoms 

soremouth, halitosis and maxillary stagnancy due to spleen heat abdominal dropsy and powerlessness due to spleen 

sta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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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 음식문화는 갈수록 서양의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주

류를 이루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 이 래되고 있다.  

    부분 과다한 열량섭취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肥滿, 아토피 피부질환, 알 르기 질환 등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1)2)3)4)5)6). 

    이것은 後天的인 飮食攝生의 不調和로 인한 脾臟과 胃腸의 

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 先天的인 脾胃

의 虛實과도 연 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瀉黃散은 宋代 錢乙의 ≪ 兒藥證直訣≫에 최 로 수록된 

처방으로 山梔子, 藿香葉, 甘草, 石膏, 防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脾熱로 인한 弄 을 치료할 목 으로 만들어졌다7)8). 이후 ≪醫學

十書≫  王好古9)가 지은 <此事難知>10), <湯液本草>11), <癍論

萃英>12), 그리고 ≪醫學正傳≫, ≪醫學入門≫ 등에서 脾熱과 脾

實로 인한 諸證을 치료하는데 기본 인 處方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東醫寶鑑≫에서는 ‘脾熱과 口瘡, 口臭를 치료한다’13)고 하

고, <脾臟門>, <口 門>, <火門ㆍ脾熱>, < 兒門ㆍ脾主困>, 

< 兒門ㆍ脾熱>에 수록되어 있다.

    脾實證과 脾熱證에 해 ≪東醫寶鑑≫에서는 ‘脾實하면 四

肢를 들 수가 없다’14), ‘脾實하면 腹脹하며 , 소변이 순조롭지 

 1) 식생활과 건강, pp.257-258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만을 먹게 될 경우 고열량의 섭취를 하긴 하지만 

상 으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취는 게 될 험성이 높다. 비타

민이나 무기질의 양부족은 당뇨나 동맥경화증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

의 원인이 되고 있다.…(中略)… 인스턴트가공식품에 의존 시 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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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15), ‘涎은 脾와 련된 液이다. 

    脾熱하면 涎이 흐른다’16)로 그 증상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있으나, 병리기 에 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고 임상에서 瀉黃

散을 체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瀉黃散이 脾實

證과 脾熱證 모두에 활용된다고 하지만 각자의 기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內經ㆍ本臟篇≫17)에서는 口脣의 大 高低剛柔正偏과 面

黃이 곧 脾臟의 形象을 구별하는 기 이 된다고 하 다. 

    形象醫學18)에서는 ≪東醫寶鑑ㆍ藏府≫에 수록된 처방을 臟

腑形象論 즉 耳目口鼻의 大 高低剛柔正偏과 얼굴색을 근거로 

하여 그 虛實을 구별하여 활용하고 있고, 瀉黃散으로 치료할 脾

實證이나 脾熱證이 오기 쉬운 形象으로 面黃 , 陽明形, 口大脣

厚 19)라 하 는데 이에 한 좀 더 세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著 는 瀉黃散을 문헌 고찰하고, 脾實證과 脾熱證에 

한 병리기 을 비교하 으며,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본디올

양재아카데미 한의원과 본디올아카데미 한의원에 내원한 瀉黃散 

투여 환자 총 47례의 臨床例를 통한 瀉黃散의 形象과 症狀을 분

다 섭취의 험, 고열량섭취의 험성을 들 수 있다.

 2) 인의 식생활, p.30

    최근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는 기호성 

주로 선택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양소 섭취의 불균형 상을 일으

켜 잠재 인 양결핍을 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패스트푸드는 열

량이 높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3)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p.89

    많은 가공식품 속에는 살을 개 하는 비 스런 물질이 들어있다. 많

은 인스턴트식품에 들어가는 향료는 체 을 계속 으로 늘게 한다.

 4) 식품과 인의 건강, p.184

    인스턴트가공식품의 경우 맛을 내기 해 정제된 설탕이나 지방을 많

이 첨가하고 있고, 장성을 높이려고 나트륨이 함유된 성분의 첨가로 

인 나트륨 함량 한 높다. 인스턴트식품은 양 으로 불균형이므로 

이 식품에 주로 의존하는 식습 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5) 식생활 리, pp.212-215

    최근 식생활 변화의 특징으로는 식생활의 세계화(퓨 푸드의 발 ), 

식생활의 간편화(인스턴트식품의 선호), 가공식품의 증가(동물성 지

방이 많고 소 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성 섬유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가정 외 식사의 증가, 고 분식에서 고지방식으로의 변화, 1

일 3끼 식사에서 1일 2끼 는 간편식으로의 변화, 생명유지의 식사형

태에서 건강식( 는 즐기는 식사)으로의 변화 등이다.

 6)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p.96

    패스트푸드의 문제는 크게 첨가물과 지방함량이 높음으로써 생기는 고

칼로리 문제이다. 이들 식품이 비만과 소아 생활습 병의 원인이 된다

고 지 한다.

 7) 兒藥證直訣, p.49

 8) 各家學說, 국편, p.504

 9) 李東垣의 제자로 호는 海藏

10) 醫學十書, p.297

11) 醫學十書, p.339

12) 醫學十書, p.911

13) “治脾熱 口瘡 口臭”, 譯東醫寶鑑, p.251

14) ‘脾實 則四肢不擧’, 譯東醫寶鑑, p.774

15) ‘脾實 則腹脹 涇溲不利’, 精校黃帝內經, p.225

16) ‘涎 脾之液也 脾熱則涎出’, 譯東醫寶鑑, p.193

17) 精校黃帝內經, pp.288-289

    脾 則臟安, 難傷於邪也, 脾大則苦湊䏚而痛, 不能疾行. 脾高則䏚引季

脇而痛. 脾下則下加於大腸, 下加於大腸, 則臟苦受邪. 脾 則臟安難

傷. 脾脆則善病消癉易傷. 脾端正, 則和利難傷. 脾偏傾, 則善滿善脹

也. 黃色 理 , 脾 . 麤理 , 脾大. 揭脣 , 脾高. 脣下縱 , 脾下. 

脣 , 脾 . 脣大而不 , 脾脆. 脣上下好 , 脾端正. 脣偏擧 , 

脾偏傾也.

18) 朴仁圭 선생(1927-2000)이 創始함. 號는 芝山

19) 芝山形象醫案, p.705

류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고찰

1. 瀉黃散의 文獻的 察

 1) 兒藥證直訣

  (1) <弄 >20)

    脾臟이 熱이 약하면 絡이 약간 緊하여 때때로 을 펴고

자 한다. 冷藥과 瀉下약을 쓰지 말고 瀉黃散을 조  주어 조 씩 

복용한다.

  (2) 瀉黃散21)

    瀉脾散이라고도 한다. 脾熱로 인한 弄 을 치료한다.

 2) 十種醫書22)

    瀉黃散은 脾熱로 인한 目黃과 젖을 먹지 못하는 입을 치료

한다.

 3) 名方類證醫書大全

  (1) 瀉黃散은 脾胃가 옹색하여 입안에 창양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며, 입과 입술이 건조하고, 氣滯로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

한다.23)

  (2) 瀉黃散은 脾熱로 인한 目黃과 젖을 먹지 못하는 입을 치료

한다.24)

 4) 湯液本草25)

    瀉黃散

 5) 醫學正傳26)

    兒의 弄 은 脾臟에 微熱이 있어서 絡이 약간 緊하여 

때때로 을 펴고자 한다. 冷藥과 瀉下약을 쓰지 말고 瀉黃散을 

조  주어 조 씩 복용한다. 飮水하고자 하는 것은 熱이 아니고 

脾胃中에 津液이 은 것이다. 瀉下하면 되지 않는다.

 6) 醫學入門

  (1) 醉飽로 火가 胃에서 일어나면 막히고 더부룩하게 되므로 

瀉黃散을 쓴다.27)

  (2) 脾胃는 五臟을 주 하므로, 風寒暑濕燥의 一氣라도 偏勝하

면 損傷된다. 脈洪하면 熱邪가 침범한 것이므로 瀉黃散을 쓴다.28)

  (3) 脾熱하면 瀉黃散을 쓴다.29)

  (4) 脾熱하면 입이 달거나 냄새가 난다. 瀉黃散을 쓴다.30)

  (5) 繭唇으로 입술이 緊 하여 開合할 수 없어 飮食을 먹지 못

하여 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 …(中略)… 內治로 

實하면 瀉黃散을 쓴다.31)

20) ‘脾臟微熱 令 絡微緊 時時舒  治之勿用冷藥及下之 當 瀉黃散 漸 

服之’, 兒藥證直訣, pp.26-27

21) ‘又名瀉脾散 治脾熱弄 ’, 兒藥證直訣, p.49

22) ‘瀉黃散 瀉脾熱 目黃 口不能吮乳’, 十種醫書, p.911

23) 名方類證醫書大全, p.355(www.jisik.kiom.re.kr을 참고)

24) 名方類證醫書大全, p.917(www.jisik.kiom.re.kr을 참고)

25) 國譯湯液本草, p.7

26) 醫學正傳, p.407

27)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47

28)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54

29)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88

30)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178

31)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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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中消는 쉬 배고 고 尿糞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熱이 中焦, 

脾胃에 축 되면, 쉬 배고 나 갈증은 심하지 않고, 便이 赤數

하고, 大便이 굳는 것이니 …(中略)… 病의 기에는 寒中이지만 

陰勝하여 陽鬱하여서, 변하여 熱中이 된 것이다, 升麻葛根湯, 瀉

黃散을 쓴다.32)

  (7) 脾證으로 發熱이 肌肉에서 나오고, 밤이면 더욱 심하면 瀉

黃散을 쓴다.33)

  (8) 瀉黃散은 口內에 瘡痍발생한 것을 치료하니, 脾胃에 熱이 옹

색하여 口內에 瘡이 나고, 煩悶하고 갈증이 많으며, 뺨이 아 며 

心煩, 唇燥, 口臭, 咽乾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34).

 7) 醫家必用35)

    瀉黃散은 脾熱을 치료한다.

 8) 萬病回春36)

    瀉黃散은 兒의 입 냄새와 弄 을 치료한다.37)

 9) 醫方集解38)

    瀉黃散

    主治 : 脾火를 治한다.

    證治 : 脾胃의 伏火로서 口燥하고 脣乾하며, 口瘡하고 口臭

하며, 煩渴하고 易飢하며 熱이 肌肉에 있음을 治한다.

 10) 東醫寶鑑

  (1) <脾臟門ㆍ脾病治法>39)

    瀉黃散은 瀉脾散이라고도 하는데 脾熱로 인한 口瘡 口臭를 

치료한다.

  (2) <口 門ㆍ口甘>40)

    脾熱하면 입이 달거나 냄새가 나니 瀉黃散(方見五藏)이나 三

黃湯으로 치료한다.

  (3) <口 門ㆍ繭脣>41)

    口脣이 緊 하여 開合을 못하여 飮食을 먹지 못하는데 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이 병도 奇病으로서 繭脣, 緊脣, 

瀋脣이라고 하는데 實하면 瀉黃散(方見五藏), 瀉黃飮子를 쓴다.

  (4) <口 門ㆍ 兒口 病>42)

    兒의 은 脾臟에 熱이 약하면 絡이 약간 緊하여 때

때로 을 펴고자 하는 것이다. 瀉黃散을 쓴다.

  (5) <火門ㆍ脾熱>43)

    脾熱은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도 열이 없고, 세게 筋骨까지 

러도 열이 없지만 가볍고 무거운 간 정도의 세길 르면 肌

肉에 열이 있으며, 밤에 더욱 심해진다. 증상은 반드시 게으르게 

워있길 좋아하며, 四肢가 늘어지며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싫어

32)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363

33) 國譯編註醫學入門 Ⅳ, p.503

34) 國譯編註醫學入門 Ⅵ, p.426

35) 醫家必用, p.155(www.jisik.kiom.re.kr을 참고)

36) 萬病回春, p.416

37) ‘瀉黃散 治 兒木臭’, 원본에는 ‘木’字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口’字가 옳  

다고 본다.(필자 주) 

38) 國譯醫方集解, pp.463-464

39) 譯東醫寶鑑, p.251

40) 譯東醫寶鑑, p.578

41) 譯東醫寶鑑, p.582

42) 譯東醫寶鑑, p.588

43) 譯東醫寶鑑, p.1171

하니 實熱이면 瀉黃散 調胃承氣湯을 쓰고 虛熱이면 人參黃芪散 

補中益氣湯을 쓴다.

  (6) < 兒門ㆍ脾主困>44)

    實하면 침이 많고, 몸이 무거우며, 졸음이 많고 피곤하여 맑

지 않으며 身熱이 나고 갈증으로 물을 켜며 泄瀉도 黃色으로 나

온다. 瀉黃散을 쓴다.

  (7) < 兒門ㆍ脾熱>45)

    脾熱하면 面黃하고 배가 부르며 게을러서 눕기를 좋아 하며, 

身熱이 나고 물을 켜며, 鼻가 赤色이 되니 瀉黃散을 쓴다.

 11) 丁茶山 兒科46)

    滯頤는 涎을 흘려서 턱을 시는 것으로서 熱涎稠粘이 되는 

것은 胃火의 上炎한 까닭이다.

 12) 經驗痘方47)

  (1) <起脹三日>48)

   ① 口唇에 좁 같이 생기는데 먼  열이 나고 황색을 띠면 鵝

口痘이다. 惡症이므로, 히 瀉黃散을 쓴다.

  (2) <痘後餘症>49)

   ① 餘毒이 脾에 있으면 痰涎이 생기고 咬牙하며, 泄瀉하고 口

中에 惡氣가 있으니 瀉黃散을 쓴다.

 13) 古今實驗方50)

    瀉黃散은 『回春』에 木 과 을 치료한다고 하 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하면 瀉黃散은 脾熱로 인한 口瘡, 口臭, 

滯頤, 弄  등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아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다. 

2. 脾實證과 脾熱證의 병리기  비교

 1) 脾實證

    脾實證에 해서 ≪內經ㆍ靈樞≫의 <本神篇>에서는 ‘脾實하

면 배가 불러 더부룩하고 涇溲가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 다. 註

에 涇은 大便이고 溲는 便’51)이라 하 으며, ≪東醫寶鑑≫에서

는 ‘脾實하면 四肢를 들 수 없다. 內經에 脾가 太過하면 사람으로 

하여  四肢를 들 수 없게 한다고 하 으니 이는 膏粱의 음식으

로 인한 병이다’52), 한 ‘脾實하면 몸이 무겁고 쉬 배고 며, 살

이 마르고, 잘 걷지 못하거나 땅기고 脚下가 아 다.53)고 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脾實證의 표 인 증상은 腹脹과 四肢不擧라

고 볼 수 있다.

 2) 脾熱證

    脾熱證에 해서 ≪內經ㆍ素問≫의 <痿論篇>에서는 ‘脾熱

하면 얼굴이 노랗고 살이 떨린다.’54)고 하 으며, ≪ 兒藥證直

訣≫에서는 ‘脾臟에 微熱이 있으면 絡이 약간 緊하여 때때로 

44) 譯東醫寶鑑, p.1852

45) 譯東醫寶鑑, p.1888

46) 丁茶山 兒科, p.30

47) 經驗痘方(www.jisik.kiom.re.kr)

48) 經驗痘方, p.16

49) 經驗痘方, p.28

50) 古今實驗方, p.172

51) 精校黃帝內經, p.225

52) 譯東醫寶鑑, p.774

53) 譯東醫寶鑑, p.250

54) 精校黃帝內經,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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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펴고자 한다.55)이라 하 고, ≪東醫寶鑑≫에서는 ‘脾熱로 

口瘡이 나고 口臭하는 것을 치료한다.’56), ‘涎은 脾와 련된 진

액으로 脾熱하면 涎이 흐른다’57), ‘淸水를 자주 토하며 冷涎이 아

래에서 로 올라 오는 것은 脾熱때문이다’58), ‘胞의 상하로 복숭

아처럼 붓는 것은 脾熱이다.’59), ‘脾熱하면 입이 달거나 냄새가 

난다’60), ‘脾熱하면 입맛이 달다.’61), ‘脾熱은 손으로 가볍게 문질

러도 열이 없고, 세게 筋骨까지 러도 열이 없지만 가볍고 무거

운 간 정도의 세길 르면 肌肉에 열이 있으며, 밤에 더욱 심

해진다. 증상은 반드시 게으르게 워있길 좋아하며, 四肢가 늘

어지며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싫어한다.62), ‘脾熱하면 面黃하고 

배가 부르며 게을러서 눕기를 좋아 하며, 身熱이 나고 물을 켜며, 

鼻가 赤色이 된다.63)’고 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脾熱證의 표 인 증상은 滯頤, 口甘, 口

臭, 口瘡과 面黃이라고 볼 수 있다.

 3) 比

    脾實證과 脾熱證에 해 많은 醫書에서 그 증상은 어느 정

도 구분되고 있으나, 병리기 에 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고 

임상에서 瀉黃散을 체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瀉黃散이 脾實證과 脾熱證 모두에 활용된다고 하지만 각자의 기

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內經ㆍ素問≫의 <太陰陽明論>에서 ‘脾가 胃를 해 四肢

로 진액을 돌린다.’64)고 하 고, 脾實은 ‘膏粱之疾’65)이라 하여 食

積같은 邪氣가 잘 정체되기 쉽다. 그러므로 脾實證은 津液은 있

는데 脾臟의 運化作用이 제 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腹脹이나 

四肢不擧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內經ㆍ素問≫의 <痿論>에서 ‘脾氣가 熱하면 胃가 건조하

여 갈증이 난다.’66)고 하 으므로, 脾熱證은 脾臟의 運化作用이 

되기는 하지만 脾의 熱로 인하여 胃에서 運行되어야 할 津液이 

말라서 부족해진 것으로 滯頤, 口瘡, 口甘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4. 瀉黃散의 形象醫學的 臨床例

    여기에 수록된 瀉黃散은 湯劑67)를 주로 사용하 으며, 

한 瀉黃散을 臟腑形象  입술의 好惡(비의 大 高低剛柔正偏)에 

합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 나 어서, 형상 , 증상 으로 

고찰하 다.

 1) 瀉黃散의 形象的 察

    임상례 각각의 형상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5) 兒藥證直訣, pp.26-27

56) 譯東醫寶鑑, p.251

57) 譯東醫寶鑑, p.193

58) 譯東醫寶鑑, p.1302

59) 譯東醫寶鑑, p.504

60) 譯東醫寶鑑, p.578

61) 譯東醫寶鑑, p.577

62) 譯東醫寶鑑, p.1171

63) 譯東醫寶鑑, p.1888

64) 精校黃帝內經, p.62

65) 譯東醫寶鑑, p.774

66) 精校黃帝內經, p.88

67) 東醫寶鑑에 수록된 瀉黃散임.

Table 1. 臟腑形象에 부합하는 臨床例

臨床例＼
脣模樣과 面色

大 高低 剛柔( ) 正偏 面色 其他

1 大 脣赤

2 大 黑

3 大 神科, 太陽形

4 大 黃 기미

5 大 陽明形

6 大 高 不 白

7 大 低 이마가 黑

8 大 低 不 脣赤

9 大 低 不 黃 地閣이 弱

10 大 不 얼굴에 點多

11 大 不 개기름

12 大 不 黑 버짐. 太陽形

13 大 不 脣赤

14 大 不 太陽形

15 大 不 黑 脣赤

16 大 不 鼻孔이 보임.

17 大 不 脣乾, 버짐

18 大 不 脣赤

19 大 不

20 大 不 脣乾

21 大 不 口

22 大 不 黃

23 大 不 黃 脣赤

24 大 不 脣赤, 陽明形

25 大 不 太陰形

26 大 不 偏 脣乾, 點多

27 大 偏 太陽形

28 大 偏 陽明形

29 大 偏 白 陽明形

30 高 개기름

31 低 口 , 脣赤

32 低 黑 太陽形

33 低 陽明形

34 低 赤 陽明形

35 低 不  이 검다.

36 低 不 脣赤

37 低 不 陽明形

38 不 太陽形

39 不 氣科

40 不 偏 點多

41 偏 陽明形

42 偏

不  : 口突出, 口開, 反脣, 상하 입술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포함시킴.

Table 2. 臟腑形象에 부합하지 않는 臨床例

臨床例＼六經形과 其他 特徵 六經形 其他 특징

1 陽明形 口

2 陽明形 脣赤, 骨大

3 陽明形 골大,  이 검다.

4 陽明形 面黃, 배와 가슴에 毛多

5 太陰形 脣乾, 키가 크다.

    이상의 臨床例 47건을 形象的으로 구분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臟腑의 形象(脣의 大 高低剛柔正偏과 面色)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大는 29건, 는 2건, 高는 2건, 低는 10건, 柔(不 )는 26건, 

偏은 7건, 두 가지 이상을 갖춘 것이 28건, 한 가지 조건만을 갖

춘 것이 14건이었다.  面色에서는 面黃이 5건, 面黑이 4건, 面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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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건, 面赤이 1건이었다. 六經形 中에서는 陽明形이 12건, 太陰

形이 2건, 太陽形이 6건이었다.

    이상에서 瀉黃散은 口脣이 크고, 처지며, 야물지 못하고, 기

울어진 사람에게 활용도가 높았으며, 六經形 에서는 陽明形에

게 유효성이 있었다.

 2) 瀉黃散의 症狀的 察

    臨床例를 症狀別로 나 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臟腑形象에 부합하는 臨床例

臨床例 口瘡 口臭 滯頤 食慾 消化狀態 無力感 其他

1 +++ +++ ++ + 공복 속쓰림. 左膝痛

2 ++ + 怯多

3 +++ ++ +++ 時時腹痛 泄瀉(3회/1일)

4 +++ +++ ++ + 腹脹 腰痛, 囊濕, 口苦

5 +++ ++ +++ 善飢 足掌痛

6 +++ + 두드러기

7 +++ +++ +++ ++ 공복 속쓰림. ++ 腰痛, 비염

8 +++ ++ +++ +

9 +++ + 時時腹痛 ++ 時時頭痛

10 +++ ++ ++ + 腹脹 +++ 생각이 많다.

11 +++ ++ ++ 腹脹 +++
비염, 감기 자주 

한다.

12 ++ ++ + 善飢 다래끼, 皮膚搔癢

13 ++ +++ ++ + 다래끼, 時時面赤

14 ++ ++ + 偏食이 심 피부건조

15 +++ +++ ++ 手掌汗, 怯多

16 +++ ++ + ++

17 ++ ++ +++ 易滯 ++ 잘 넘어진다.

18 ++ +++ ++ +

19 +++ +++ +++
好飮冷, 코피 
자주 흘림.

20 +++ 偏食이 심 自汗, 便數

21 ++ ++

22 +++ ++ +++ 鼻塞, 易感氣

23 +++ ++ + 鼻塞

24 ++ +++ 공복 속쓰림.

25 +++ +++ ++ + 時時腹痛 ++
소나기밥, 잘 

넘어진다.

26 ++ +
공복 속쓰림. 
易滯

+++ 양치 시 齒衄

27 +++ +++ +++ 善飢 다래끼, 생리통 

28 +++ ++ ++ +++
공복 속쓰림. 
善飢

++ 양치 시 齒衄

29 +++ ++ +++ ++
송복 속쓰림. 
善飢

++
關節痛, 발목염좌 

자주

30 +++ ++ ++ +++ 不消化 키 크기를 원함.

31 +++ ++ 地圖 , 汗多

32 +++ ++ +++ + 足掌痛, 便秘

33 +++ ++ +++
手足汗, 痰飮의 

形證

34 ++ ++ ++ ++ 善飢 面疱, 時時面熱

35 +++ ++ ++ +++ 時時腹痛 ++
手掌汗, 양치 시 

齒衄

36 ++ +++ ++ 衄血 자주, 비염

37 ++ ++ +
易感氣, 아토피 

약간

38 +++ ++ + 易感氣

39 +++ +++ ++ +++ 공복 속쓰림.
다래끼, 발목염좌 

자주

40 +++ ++ ++ +++ +++ 好飮冷

41 +++ +++ 善飢 ++
여름에 무 

덥다.

42 +++ ++ ++ + 속 쓰림. 便秘, 帶下

+++ : 매우 심하다, ++ : 심하다, + : 보통이다 無力感 : 疲勞와 四肢不擧, 잘 눕
는 것, 食後昏困을 포함시켰다.

Table 4. 臟腑形象에 부합하지 않는 臨床例

臨床例 口瘡 口臭 滯頤 食慾 消化狀態 無力感 其他

1 ++ + +++ 好飮冷, 自汗, 怯多

2 +++ ++ ++ 안구건조, 强

3 ++ ++ +
腹脹, 공복 

속쓰림.
++

4 ++ +++ +++ +++ 遺尿, 발을 내놓고 잔다.

5 ++ +++ +++ 다래끼, 양치 시 齒衄
  

    이상의 臨床例를 瀉黃散의 주요 증상별로 구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口瘡은 38건, 口臭가 22건, 滯頤는 38건이었다. 無力感이 19

건, 입맛이 무 좋은 것은 26건, 소화상태(腹脹, 공복 시 속 쓰

림, 善飢, 偏食, 時時腹痛, 易滯, 不消化)는 25건으로 나타났다. 기

타 증상 에서 양치 시에 잇몸에서 피가 잘 비치는 경우, 다래

끼, 鼻塞,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상에서 瀉黃散은 口瘡, 口臭, 滯頤와 같은 脾熱證과 四肢

不擧를 포함한 無力感, 腹脹을 포함한 소화장애 등 脾實證의 主

要 適應症을 거의 수반하고 있었다.

결    론

    形象醫學에서 臟腑形象論 즉 耳目口鼻의 大 高低剛柔正偏

과 얼굴색을 근거로 그 虛實을 구별하여 面黃 , 陽明形, 口大脣

厚 에 사용하고 있는 瀉黃散을 13종의 의서를 통해 의사학 으

로 문헌 고찰하고, 君臣佐使의 비 에 따라 方劑學的으로 분석하

으며, 脾實證과 脾熱證에 한 병리기 을 비교하고, 총 47례

의 臨床例를 통한 瀉黃散의 形象과 症狀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瀉黃散은 錢乙이 脾熱로 인한 弄 을 치료하기 해 만든 

處方으로 梔子, 藿香, 甘草, 石膏, 防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

에는 脾實과 脾熱로 인한 諸證을 치료하는데 기본처방으로 활

용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 瀉黃散이 언 된 조문은 <脾病

治法>, <口甘>, <繭脣>, < 兒口 病>, <火門ㆍ脾熱>, < 兒門

ㆍ脾主困>, < 兒門ㆍ脾熱>이다. 方劑學的으로 보면 체 으로

는 脾實, 脾熱, 胃熱에 쓰고 있지만, ≪ 兒藥證直訣≫에서는 防

風이 君藥으로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서는 梔子를 君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 이다. 脾實證은 津液은 있지만 脾의 運

化作用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腹脹과 四肢不擧가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고, 脾熱證은 脾의 運化作用은 되지만 脾의 熱로 인해 

胃의 津液이 마르게 되어 口瘡, 口臭, 滯頤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다. 瀉黃散을 治療한 臨床例를 察한 결과 臟腑形象에서는 口

脣이 大, 低, 不 , 偏한 사람에게 유효하 고, 六經形 에서는 

陽明形에게 많이 활용되었다. 瀉黃散을 治療한 臨床例를 察한 

결과 症狀에서는 脾熱로 인한 口瘡, 口臭, 滯頤와 脾實로 인한 腹

脹, 無力感 (四肢不擧)에 유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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