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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등이 발병하고 있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 중동 호흡
기 증후군(MERS) 등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를 
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로 열성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 한의학에서는 주로 風熱, 濕熱, 溫毒, 病毒 등을 주요 
병인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치법은 溫病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1). 그리고 溫病에 대한 淸熱養陰 처방 및 치법은 에볼라 
출혈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의 전염병 뿐 아니라 현대인의 성인병, 염증성 질환 등에도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2).
    吳鞠通은 溫病이 傷寒과 病因, 病機, 邪氣 경로, 전변규칙, 증
후, 치료 원칙 등에서의 다른 점을 인식하였고, 葉天士의 衛氣營血

辨證을 계승하였으며 三焦辨證을 창립하는 등 溫病의 발생과 발전, 
변화, 치법 등을 포괄하여 『溫病條辨』을 저술하였다2). 『溫病條辨』
을 대표하는 처방으로는 解表劑로 桑菊飮, 銀翹散, 瀉下劑의 新加
黃龍湯, 增液承氣湯, 淸熱劑의 淸營湯, 淸虛熱劑의 靑蒿鼈甲湯, 祛
暑劑로 淸絡飮, 新加香薷飮, 開竅劑의 安宮牛黃丸, 治風劑로 大定
風珠, 治燥劑의 杏蘇散, 桑杏湯, 沙參麥門冬湯, 翹荷湯, 祛濕劑로 
三仁湯, 加減正氣散 등이 있다. 이들 처방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
면, 解表劑인 銀翹散, 桑菊飮, 白虎湯은 辛凉劑를 輕重에 따라 적
용하는 특징이 있고, 瀉下劑를 사용할 때는 단순 瀉下인지 增液을 
통한 瀉下인지를 분류하여 承氣湯과 增液湯 계열 처방이 적용되었
다. 逆傳心包라는 溫病의 독특한 전변과정에는 上焦 淸熱劑인 淸
營湯과 開竅劑인 安宮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 등이 사용되고, 
治風劑인 大定風珠는 養陰하는 一甲復脈湯, 二甲復脈湯, 三甲復脈
湯, 救逆湯의 계열 중 하나로 潛陽熄風을 겸한다. 燥證을 凉燥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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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燥로 구분하여 杏蘇散, 桑杏湯, 沙參麥門冬湯 등이 제시되었고, 
祛濕劑로는 寒濕과 濕溫을 분류하여 5가지 加減正氣散이 적용되었
으며, 三焦의 濕을 제거하기 위한 三仁湯이 제시되었다. 또 補益劑
인 炙甘草湯을 변화시킨 加減復脈湯은 下焦 滋陰을 위한 대표 처
방으로 기술되었다. 이상과 같이 오국통은 『溫病條辨』에서 병리 변
화에 따라 적합한 치법 및 처방을 제시하고, 계열 처방간의 비교, 
설명을 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傷寒論』 처방 중 
白虎湯, 承氣湯, 瀉心湯, 五苓散 등이 여러 조문에서 적용되었고, 
銀翹散, 淸營湯, 白虎湯, 承氣湯, 瀉心湯, 五苓散 등을 기본으로 
하여 증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 처방을 다양한 적응증에 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본 저자는 병의 전변에 적합하게 변화하여 적용된 『溫病
條辨』의 처방 쓰임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고, 임상례를 통해 
전염병 이외 질환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 
질환에 대한 활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방법

1. 처방에 대한 분석 및 辨證名 도출은 國譯溫病條辨3), 現代傷
寒論4), 『方劑學』5)에 근거하였다.

2. 현대 임상례는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의 CAJ(China Academic Journals)에서 1996년에서 2015
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임상례의 수가 충분히 많은 銀翹散, 三
仁湯, 安宮牛黃丸 등은 최근 5개년 데이터를, 그 외 桑菊飮, 淸營
湯, 白虎加桂枝湯, 增液湯, 沙參麥冬湯, 加減復脈湯, 化斑湯, 桃仁
承氣湯 등은 20개년 데이터에서처방명이 명시된 경우의 적용 질환
을 조사보았다.

본    론

1. 『溫病條辨』 대표 처방의 병리학적 분석 및 적용 질병 범위
    『溫病條辨』의 처방 중에서 銀翹散, 白虎湯, 加減正氣散, 淸絡
飮, 淸營湯, 淸宮湯, 承氣湯, 瀉心湯, 三仁湯, 五苓散, 增液湯, 沙
參麥冬湯, 加減復脈湯, 安宮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 등은 『溫
病條辨』의 주요 처방으로 현대에도 많이 적용되는 처방으로 溫病
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Table 1은 『溫病條辨』의 조문에서 인용된 
빈도가 2회 이상인 처방으로 계열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 중 風
熱表證의 銀翹散, 桑菊飮, 陰液虧虛證의 增液湯, 加減復脈湯, 濕鬱
證의 加減正氣散, 氣分熱盛證의 白虎湯, 陽明腑實證의 承氣湯과 
이들 계열 처방의 분석을 통하여 溫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1. Frequency of prescriptions in 『Wenbingtiaobian』

계열 처방
조문빈도

상 중 하 계

銀翹散

銀翹散 2 2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倍元參 1 1 2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 1 1 
銀翹散去牛蒡元參加杏仁滑石 1 1 

銀翹散去牛蒡子元參芥穗加杏仁石膏黃芩 1 1 
犀角地黃湯合銀翹散 1 1 

銀翹湯 1 1 

增液湯

增液湯 2 2 
玉女煎去牛膝加元參 1 1 2 

淸燥湯 1 1 
冬地三黃湯 1 1 
護胃承氣湯 2 2 
增液承氣湯 1 1 
新加黃龍湯 1 1 

淸營湯 2 1 3 

加減復脈湯

加減復脈湯 6 6 
救逆湯 1 1 

一甲復脈湯 1 1 
二甲復脈湯 1 1 
三甲復脈湯 3 3 
大定風珠 2 2 

加減正氣散

一加減正氣散 1 1 
二加減正氣散 1 1 
三加減正氣散 1 1 
四加減正氣散 1 1 
五加減正氣散 1 1 

白虎湯

白虎湯 4 2 6 
白虎加人蔘湯 4 1 5 
白虎加蒼朮湯 1 1 
白虎加桂枝湯 1 1 

化斑湯 1 1 2 
蒼朮白虎湯加草果 1 1 

玉女煎去牛膝加元參 1 1 2
竹葉玉女煎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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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味竹葉石膏湯 1 1

承氣湯

大承氣湯 2 2 
小承氣湯 3 3 

調胃承氣湯 3 3 
宣白承氣湯 1 1 
牛黃承氣湯 1 1 

承氣合小陷胸湯 1 1 
導赤承氣湯 1 1 
桃仁承氣湯 1 1 

加減桃仁承氣湯 1 1 
桑菊飮 2 2 

安宮牛黃丸 6 3 1 10 
紫雪丹 6 2 2 10 

局方至寶丹 2 1 3 
雪梨漿 1 1 2 
五汁飮 2 1 1 4 

靑蒿鼈甲湯(중초) 1 1 2 
加味白頭翁湯 1 1 2 

益胃湯 1 1 2 
連梅湯 2 2 

淸宮湯

淸宮湯 2 1 3 

淸宮湯去蓮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 1 1 

加味淸宮湯 1 1 

淸絡飮
淸絡飮 1 1 

淸絡飮加甘桔甛杏仁麥冬湯 1 1 
淸絡飮加杏仁薏仁滑石湯 1 1 

小半夏湯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朴杏仁 1 1 

小半夏加茯苓湯 1 1 

生脈散
生脈散 1 1 

加減生脈散 1 1 

桂枝湯
桂枝湯 3 1 1 5 

桂枝薑附湯 1 1 
桂枝柴胡各半湯加吳萸楝子茴香木香湯 1 1 

梔子豉湯
梔子豉湯 1 1 2 

梔子豉加甘草湯 1 1 
梔子豉加薑汁 1 1 

半夏瀉心湯
半夏瀉心湯去甘草乾薑加枳實杏仁湯 3 3 

半夏瀉心湯去人參乾姜甘草大棗加枳實生姜 1 1 

人參瀉心湯
人參瀉心湯 1 1 

加減人參瀉心湯 1 1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 1 1 

加減補中益氣湯 1 1 

小柴胡湯

小柴胡湯 1 1 

小柴胡加乾姜陳皮湯 1 1 

加減小柴胡湯 1 1 

四苓散

四苓加厚朴秦皮湯 1 1 

四苓加木瓜厚朴草果湯 1 1 

四苓合芩芍湯 1 1 

五苓散

五苓散 2 2 

五苓散加防己桂枝薏仁 1 1 

五苓散加寒水石 1 1 

茵陳蒿湯

茵陳五苓散(五苓散五分) 1 1 
茵陳蒿湯 1 1 

草果茵陳湯 1 1 
茵陳四逆湯 1 1 

附子理中湯
附子理中湯去甘草加厚朴廣皮湯 1 1 

加減附子理中湯 1 1 

烏梅圓

烏梅圓 1 1 

減味烏梅圓 1 1 

人參烏梅湯 1 1 

桃花湯
桃花湯 2 2 

桃花粥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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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風熱表證 - 銀翹散, 桑菊飮
    風熱表證의 대표 처방은 銀翹散과 桑菊飮으로 風熱表邪가 肺
衛에 있을 때 적용한다. 銀翹散은 風熱犯表, 熱鬱肌膚, 衛表失和, 
肺失淸肅한 경우에 辛凉透表, 淸熱解毒할 수 있어 風熱在表의 衛
分證, 熱毒襲肺의 肺熱證에 적용된다. 桑菊飮은 溫熱邪에 의해 
肺絡이 손상되고 肺氣失調한 咳嗽에 사용되며 輕淸疏散, 宣肺止
咳한다5).
    肺의 약은 가볍고 맑은 기운을 취하기 위해 오래 달이지 않고 
香氣大出하면 바로 복용하고, 복용시간도 병의 경중에 따라 4~6시
간 간격으로 조절하는데 普濟消毒飮의 時時輕揚法을 따른 것으로3) 
이는 吳鞠通의 上焦 치료 대법인 “治上焦如羽, 非輕莫擧”의 원칙
에 부합한다.
    銀翹散은 溫病 邪氣가 衛分에 있고 鬱熱이 내부에 있는 것으
로 衛分에 있는 邪氣를 表로 透解하기 위해 적용하는데 邪氣가 머
무는 부분에 따라 邪氣가 營分에 있으면 淸營湯의 구성 약물(犀角, 
玄參, 麥門冬, 淡竹葉)을, 血分에 있으면 犀角地黃湯의 구성 약물
을, 陰津이 손상되면 細生地黃, 麥冬, 玄參 등 津液을 보호하는 약
물을 加하였다. 그리고 가감방에서 淸熱力을 증강하기 위해 大青
葉, 黃芩, 石膏을 가하고, 濕邪가 있으면 杏仁, 滑石을 가한 것을 
볼 수 있다6).
    銀翹散은 辛凉苦甘法의 대표로 그 구성 중에는 辛溫한 荊芥, 
豆豉가 배오되어 있다. 荊芥, 豆豉는 透邪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解表透邪의 효능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약의 寒凉 성질이 
지나쳐서 氣血이 壅滯되는 폐해를 제어하고 있다.
    銀翹散 가감 처방에 대한 적응증을 보면 Table 2와 같다. 銀
翹湯은 金銀花, 連翹, 竹葉의 透表 효능과 養陰淸熱하는 麥冬, 生
地로 감염과 염증성 질환에 적용되고 있고, 銀翹散加減方은 임상례 
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 銀翹散의 임상례는 이후에 별도로 다루었
다. 괄호 안의 숫자는 임상례의 건수이다.

 2) 陰液虧虛證 - 增液湯
    增液湯은 傷陰하기 쉬운 溫病에서 養陰補津하는 대표 처방으
로 단독으로는 中焦에서만 사용되었고, 上下焦에 적용할 때는 적절
하게 가감하여 적용되었다.
    增液湯 구성 약물이 배오된 처방은 Table 3과 같다. 燥結이 
있으면서 熱結이 심하지 않을 때는 增液湯을, 邪熱熾盛일 때는 護
胃承氣湯을, 熱結이 심하고 正氣까지 상했을 때는 新加黃龍湯을 
적용하였다. 燥結이 없으면서 氣分에 病邪가 있을 때는 淸燥湯, 冬
地三黃湯을, 營血分에 있을 때는 淸營湯을, 氣血兩燔일 때는 玉女
煎去牛膝加元參을 적용하였다3).
    承氣湯 가감이기도 한 增液承氣湯, 新加黃龍湯, 護胃承氣湯은 
변비와 장폐색 등에 적용되었고, 淸燥湯과 玉女煎去牛膝加元參은 
사례가 없었으며, 淸營湯은 이후에 다룬다.
    增液湯 약물 중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溫病 
斑疹에 辛凉透邪, 滋陰扶正하는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
倍元參에서는 元參과 生地를 사용하였고, 逆傳心包에 쓰이는 加減
銀翹散, 淸宮湯에서는 元參, 麥冬을 사용하였고, 銀翹散加生地丹皮
赤芍麥冬, 加減生脈散, 銀翹湯, 益胃湯, 連梅湯 등에서는 生地, 麥
冬을 사용하였고, 復脈湯의 가감인 加減復脈湯, 加減復脈湯仍用參, 
一甲復脈湯,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大定風珠, 救逆湯 등과 竹葉
玉女煎, 護陽和陰湯에서는 乾地, 麥冬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王
禮鳳 등은 麥冬이 肺氣를 淸肅下行하게 하므로 辛凉透邪해야 하는 
치법에는 사용하지 않고, 生地는 中下焦 약으로 上焦病인 경우에는 
邪氣가 入裏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고, 玄參은 苦味로 燥傷陰液
할 수 있어 眞陰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 下焦篇의 增液
湯 약물은 生地, 麥冬만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10). 처방 구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陰液虧虛證 - 加減復脈湯
    加減復脈湯은 下焦 滋陰의 대표 처방으로 炙甘草湯에서 人蔘, 

Table 2. Pattern Differentiations and Coverage of Efficacious Diseases of Yinqiaosan Add-Subtracts
처방명 변증 病位 적응증
銀翹散 風熱表證 衛分

犀角地黃湯合銀翹散 風熱表證兼血分熱證 衛分, 血分 과민성 자반증, 소아출혈증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倍元參 風熱表證兼血分熱證 衛分, 血分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 風熱表實證兼血分熱證 衛分, 血分
銀翹散去牛蒡元參加杏仁滑石 風熱表實證兼氣分濕證 衛分, 氣分

銀翹散去牛蒡子元參芥穗加杏仁石膏黃芩 風熱表虛證兼氣分熱證 衛分, 氣分

銀翹湯 風熱表證兼津液不足證 衛分, 營分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성 이하선염(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피부염(2), 습열형 위통, 자반성 신염

Table 3. Pattern Differentiations and Coverage of Efficacious Diseases of Zengyetang Add-Subtracts
처방명 변증 적응증

增液承氣湯 腑實兼陰虧證

변비(30)8), 장폐색(6)9), 유문폐색, 위장기능 저하(4), B형간염 腑實證, 해리장애성 경련, 폐
렴(2), 만성기관지염, 연하곤란, 폐심장증, 심마진, 만성호흡부전(2), 폐성 뇌병ž심근경색, 고
혈압ž경추병ž전광, 고혈압ž치핵ž뇌진탕ž심근경색, 삼차신경통ž복발성 구강궤양, 발열, 유행

성 출혈열(2), 유기인계 농약중독, 향정신병약 부작용

新加黃龍湯 腑實兼氣液兩虧證 변비(5), 유착성 장폐색, 급성 췌장염, 간경화복수, 다래끼ž안와봉소직염ž누선염
護胃承氣湯 陰虛液虧證 질건조증, 소아 변비

冬地三黃湯 熱鬱液乾證 플루코나졸 부작용, 만성폐쇄성폐질환 속발성 칸디다 알비칸스 감염, 습진ž신경성피부염ž
화농성모낭염, 유행성출혈열 소뇨기

淸燥湯 陰液虛裏熱證 .

淸營湯 熱入營分證
熱傷營陰證

玉女煎去牛膝加元參 氣血兩燔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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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枝, 生薑, 大棗를 빼고 芍藥을 추가한 것으로 『溫病條辨』에서는 
一甲復脈湯,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救逆湯, 大定風珠 등으로 다
양하게 변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溫病條辨』에 나타난 적응증을 보면 發汗, 攻下 또는 增液劑
를 사용한 후 下焦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거나 心氣陰이 손상한 경
우, 病程이 오래되어 中焦에서 少陰證, 厥陰證으로 진행된 경우, 
熱入血室證 중 氣血兩虛인 경우, 溫病에 적합하지 않은 升散 약물
을 사용한 경우, 勞倦에 溫病이 겹친 兩感의 경우3) 등 다양한데 
心, 肝, 腎陰血虛損으로 인한 여러 病證에 적용된다.
    一甲復脈湯은 大便溏이 보일 때 復陰하면서 泄陰을 예방하고, 
二甲復脈湯은 鼈甲을 가미하여 育陰하면서 潛陽하며, 三甲復脈湯
은 龜板으로 滋阴潜阳한다. 救逆湯은 龍骨을 가미한 것으로 潛陽

에 중점을 두었고, 大定風珠는 갑각류로 潛陽鎭定한다3). 처방들의 
병기 특징, 약물의 가감을 비교하면 Table 5와 같다.
    加減復脈湯 가감 처방의 辨證 및 적응증은 다음과 같으며 二
甲復脈湯의 임상례는 없었다. 加減復脈湯의 임상례는 많지 않았으
며 心氣陰 부족에 의한 기외수축, 심근 손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三甲復脈湯은 심계 질환 외에 피부 질환과 갑
상선 질환에 응용되고 있고, 大定風珠는 중풍, 파킨슨씨병 등 뇌질
환과 간계 질환 응용이 많았다.
 4) 中焦濕鬱證 - 加減正氣散
    藿香正氣散은 表裏雙解劑로 外感風寒, 內傷寒濕滯를 치료한다
5). 이에 비해 加減正氣散은 解表散寒하는 紫蘇葉, 白芷를 제거하
고, 藿香, 厚朴, 茯苓, 廣皮로 芳香化濁, 健脾運濕하여 中焦의 濕

Table 4. Prescriptions composed with herbs consisting of Zengyetang
약물 배오 처방

元參, 生地, 麥冬
增液湯(중), 護胃承氣湯(중), 增液承氣湯(중), 新加黃龍湯(중)
玉女煎去牛膝加元參(상,중), 淸營湯(상,중), 淸營湯去黃連(상)

淸燥湯(중), 冬地三黃湯(중)
元參, 生地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倍元參(상,중)

元參, 麥冬 加減銀翹散(상)
淸宮湯(상,중), 加味淸宮湯(중)

生地, 麥冬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상), 加減生脈散(상)

銀翹湯(중), 益胃湯(중,하)
連梅湯(하)

乾地, 麥冬 加減復脈湯, 加減復脈湯仍用參, 一甲復脈湯,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大定風珠, 救逆湯
竹葉玉女煎, 護陽和陰湯

Table 5. Comparison of Prescriptions Adjusted from Jiajianfumaitang
一甲復脈湯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大定風珠 救逆湯

주치 下後, 大便不溏
下焦溫病, 但大便溏

熱邪深入下焦, 手指但覺蠕
動

下焦溫病, 熱深厥甚, 脈細促, 
心中憺憺大動, 甚則心中痛

熱邪久羈, 吸爍眞陰, 神倦瘛瘲, 時時
欲脫

溫病誤表, 津液被刦, 陰陽
脫離之象

특징 泄陰 예방 育陰 鎭腎氣, 補任脈, 通陰維 滋陰息風 潛陽
加減復脈湯 炙甘草六錢 乾地黃六錢, 生白芍六錢 麥冬五錢, 不去心 阿膠三錢 麻仁三錢

去 麻仁 麻仁

加 牡蠣 生牡蠣, 生鱉甲 生牡蠣, 生鱉甲, 生龜板 生牡蠣, 生鱉甲, 生龜板, 五味子, 雞
子黃 生龍骨, 生牡蠣

Table 6. Pattern Differentiations and Coverage of Efficacious Diseases of Jiajianfumaitang Add-Subtracts
처방명 변증 적응증

加減復脈湯 陰液虧虛證 기외수축, 심실성기외수축, 관상동맥질환기외수축, 바이러스심근염부정맥(2)11), 살모사교상심근손상, 렙토스피라심근손
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후, 담즙역류성위염ž만성표재성위염ž 불면

一甲復脈湯 陰液虧虛兼便溏證 갑상성항진증 합병증 만성 설사
二甲復脈湯 肝腎陰虛證 .

三甲復脈湯 肝腎陰虛證 바이러스성 심근염 부정맥, 허혈성 심실성 조기수축, 관상동맥경화증 심실성 부정맥, 빈맥, 뇌동맥경화증, 골다공증, 하
시모토 갑상선염ž여드름, 갑상선 기능항진증(2)12), 안면경련, 유아경련, ADHD, 피부소양증ž음부소양증ž만성 심마진

大定風珠 眞陰大虧風動證

원발성 뇌진탕, 파킨슨씨병(5)13), 시덴함 무도병, 중풍(2)14), 진전(2), 투렛증후군(2), 디클로로에탄 신경계손상, 직업성현
훈, 추동맥형경추병, 계통성홍반낭창 합병 경련혼미, 안면경련, 갑상선기능항진증(2), 갑상선기능항진증 합병 계통성홍
반낭창, 간섬유화증(2), 만성B형간염, 산후우울증, 해리성장애, 만성신부전, 골질대사개선, 소아아연결핍증, 자한, 고열, 

혀유두위축, 심마진
救逆湯 陰液大虧證 정신분열증ž원발성 고혈압ž폐심장증

Table 7. Comparison of Five Jiajianzhengqisan
濕溫 寒濕

一加減正氣散 二加減正氣散 三加減正氣散 四加減正氣散 五加減正氣散
치법 苦辛微寒法 苦辛淡法 苦辛寒法 苦辛溫法 苦辛溫法

병기 三焦濕鬱, 升降失司 中焦證+經絡證 穢濕著裏, 舌黃脘悶, 氣機不宣, 
久則釀熱 穢濕著裏, 邪阻氣分 穢濕+脾胃俱傷

변증 三焦濕鬱證 三焦濕鬱兼經絡濕證 濕濁阻滯化熱證 濕濁內阻證 濕濁傷脾胃證
특징 升降爲主 經隧爲主 宣氣機, 分解濕熱 急運坤陽 香開, 運脾氣, 升胃
공통 藿香 厚朴 茯苓 廣皮

부위차이 藿香梗 茯苓皮 藿香(梗葉) 茯苓皮 藿香梗 茯苓 藿香梗 茯苓塊
약물 차이 杏仁 神曲 麥芽 綿茵陳 大腹皮 木防己 大豆黃卷 川通草 薏苡仁 杏仁 滑石 草果 査肉 神曲 大腹皮 穀芽 蒼朮

적응증 습울변비16),
급성위장염ž급만성이질(2), 두통 근육통(3)17), 小儿湿温神昏偏瘫 만성표재성위염, 설사(2), 月經

不調 설사(2)18) 설사, 月經不調(2)17), 胃脘隐
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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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를 주치로 하는데 證에 맞게 辛凉, 辛溫, 甘溫, 苦溫, 淡滲 약물
을 가감 적용하였다. 一加減正氣散은 升降, 二加減正氣散은 宣經
絡, 三加減正氣散은 利濕熱, 四加減正氣散은 運脾陽, 五加減正氣
散은 和脾胃에 중점을 두며, 一, 二, 三加減正氣散은 濕이 熱보다 
위중한 경우, 四, 五加減正氣散은 寒濕에 적용하였다3). 濕이 黏滯
하는 성질이 있고 氣機阻滯하기 쉬우며 다양한 兼證을 가지는 특
징이 잘 드러나는 처방들이다15).
    적응증은 대부분 藿香正氣散의 가감으로 보고되어 있어 加減
正氣散을 별도로 보고된 사례는 적었다.
 5) 氣分熱盛證 - 白虎湯
    白虎湯은 太陰 氣分, 陽明 氣分의 熱盛證에 적용하여 淸熱生
津한다5). 白虎湯 가감 처방으로는 白虎加人蔘湯, 白虎加桂枝湯, 白
虎加蒼朮湯, 蒼朮白虎湯加草果, 化斑湯, 玉女煎去牛膝加元參, 竹葉
玉女煎, 減味竹葉石膏湯 등이 있다.
    이들 처방의 약량을 비교해보면 白虎湯은 『傷寒論』 원방(知母
의 2.7배, 甘草의 8배)에 비해 知母의 2배, 生甘草의 3.3배로 약량
이 적은데 이는 銀翹散에서 제시한 ‘輕以去實’하는 上焦의 기본 치
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白虎加桂枝湯은 다른 가
감방에 비하여 石膏, 知母 양이 많으며 桂枝를 邪氣를 밖으로 빼내
기 위한 안내자 역할로 기술되어 있다. 竹葉玉女煎은 下焦 血分證
이므로 白虎湯의 辛涼淸氣 효능이 상대적으로 減해지고 乾地, 麥
冬의 滋陰 효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減味竹葉石膏湯은 邪熱을 밖

으로 쫓아내기 위해 知母를 제거했다.
    白虎湯 가감 처방들에 대한 적응증은 다음과 같으며 蒼朮白虎
湯加草果, 竹葉玉女煎, 玉女煎去牛膝加元參의 임상례는 없었다. 白
虎加人蔘湯은 당뇨병, 구강질환의 응용이 많고, 白虎加桂枝湯은 통
풍, 류마티스관절염, 熱痹 등 관절염이 대다수이고, 이 외 外感病, 
피부 질환 등이 있었다. 그리고 化斑湯은 피부질환이 대부분이다.
 6) 陽明腑實證 - 承氣湯
    『溫病條辨』에서 承氣湯을 사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溫
病의 耗氣傷津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滋陰生津 약물을 많이 가미하
고, 破氣耗陰하는 枳實, 厚朴은 조심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진액 
보존을 중시하여 調胃承氣湯의 가감을 많이 사용하고, 大, 小承氣
湯을 드물게 사용하였다.
    吳鞠通은 『傷寒論』의 大承氣湯,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을 운용
함과 동시에 증에 맞게 新加黃龍湯, 宣白承氣湯, 導赤承氣湯, 牛黃
承氣湯, 增液承氣湯, 護胃承氣湯, 承氣湯合小陷胸湯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운용하였다.
    承氣湯 가감 처방은 扶正祛邪하는 처방 增液承氣湯, 新加黃龍
湯, 護胃承氣湯 등과 熱結便秘의 主證 외 兼證을 치료하는 처방 
宣白承氣湯, 導赤承氣湯, 牛黃承氣湯, 承氣湯合小陷胸湯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承氣湯 가감 처방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으며 導赤承氣湯의 임
상례는 없었다. 桃仁承氣湯은 변비, 장폐색 등 위장병과 혈액이나 

Table 8. Pattern Differentiations and Coverage of Efficacious Diseases of Baihutang Add-Subtracts
처방명 변증 적응증

白虎加人蔘湯 氣津兩傷證
발열(5), 당뇨병(9)19), 당뇨병케톤산중독, 당뇨병성신경병변, 패혈증, 다중내성균하기도감
염, 인두편도선비대증, 아토피성피부염, 피부소양증, 유아돌발성발진, 부정맥, 구갈, 구강

건조증, 구강작열감증후군ž구순염, 불안ž여드름
白虎加蒼朮湯 氣分熱盛兼濕證 소아고열(2), 통풍20)

蒼朮白虎湯加草果 中焦濕熱兼寒濕證 .

白虎加桂枝湯 氣分熱盛兼表寒證 통풍(24), 류마티스관절염(6), 熱痹(7)21), 외감고열, 외감병, 소아咳嗽, 부비강염, 하지습진, 
丹毒, 계통성홍반성낭창, 하지정맥류, 장기고열, 소아고열

化斑湯 氣血熱盛證 알레르기성자반(2)22), 장미색비강진(2), 여드름, 수두, 2型糖尿病脛前色素斑, 방사선구강
인후손상

玉女煎去牛膝加元參 氣血兩燔證 .
竹葉玉女煎 表裏熱證 .

減味竹葉石膏湯 陽明熱證 열병 후 저열 지속

Table 9. Comparison of Prescriptions Adjusted from Chengqitang
新加黃龍湯 宣白承氣湯 導赤承氣湯 牛黃承氣湯 增液承氣湯

병기 正虛不運藥者, 正氣旣虛, 邪氣
復實 肺氣不降, 而裏證又實者 火腑不通, 小腸熱盛, 下注膀

胱
邪閉心包, 內竅不通者, 立刻有

閉脫之虞, 有消亡腎液之虞
陽明太熱, 津液枯燥, 水不足以

行舟, 而結糞不下者
치법 邪正合治法 臟腑合治法 二腸同治法 兩少陰合治法 一腑中氣血合治法
공통 大黃

특징 增液湯+調胃承氣湯+補氣血劑
(人蔘,海蔘,當歸,薑汁) 石膏, 杏仁 瓜蔞皮

細生地,
赤芍,黃連,黃柏+

調胃承氣湯

增液湯+
調胃承氣湯

Table 10. Pattern Differentiations and Coverage of Efficacious Diseases of Chengqitang Add-Subtracts
처방명 변증 적응증

桃仁承氣湯 血分閉結證 유행성출혈열, 패혈증, 소아 두피하혈종, 어깨좌상, 변비(2), 유착성장폐색(4)23), 장마비(3), 
복창(2), 倒經, 나팔관결석, 혈뇨, 혓바늘

護胃承氣湯 腑實兼陰津耗傷證
Table 3 참조增液承氣湯 腑實兼陰虛證

新加黃龍湯 腑實兼氣液兩虧證

宣白承氣湯 腑實兼痰熱壅肺證 중증폐렴(2), 급성호흡곤란증후군(2), 만성폐쇄성폐질환(3)24), 급성폐손상(2), 폐심장증, 만성
기관지염발작(2), 폐농양고열, 폐성뇌증(2), 급성폐부감염(2), 태변흡입증후군, 기능성변비

牛黃承氣湯 腑實兼熱閉心包證 급성요독증
導赤承氣湯 腑實兼膀胱水熱互結證 .

承氣湯合小陷胸湯 腑實兼痰熱結胸證 급성심근경색, 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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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차는 것(腹脹)에 응용되었고, 宣白承氣湯은 대부분 폐계 질
환에 적용되었다. 護胃承氣湯, 增液承氣湯, 新加黃龍湯은 增液湯에
서 다루었다.

2. 『溫病條辨』을 대표하는 처방의 현대 질병 범위
    이미 기술한 銀翹散, 增液湯, 淸營湯에 더하여 表證에 적용되
는 桑菊飮과 三焦의 濕證에 적용되는 三仁湯, 營分을 淸熱하는 安

Table 11. Scope of Modern Diseases Covered by Prescriptions of Exterior Pattern
처방 구분 질병명 건

銀翹散

폐계

風熱感冒(5), 감기(8), 인플루엔자(7)25), 신종 인플루엔자 A(3), 임신감기(2), 外感風溫高熱(3)
대엽성폐렴, 기관지폐렴, 기관지염, 편도염(7)26), 인후염(3), 장간막임파선염, 조직세포괴상성임파선염, 咳嗽(3)

두드러기성혈관염, 두드러기(4), 건선(3), 여드름(4), 알레르기성자반(6)27), 장미색비강진(3), 홍역(3), 수두(5), 수족구병(14)28), 
수족구병고열, 중독성홍반, 다형성홍반, 濕疹伴紅皮症, 안면피부염, 이레사피부병, 알레르기성피부병, 소아습진, 소아바이

러스성피부병, 전신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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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 바이러스성 심근염, 유행성 뇌염, 유행성 B형 뇌염29) 3
간계 아급성 갑상선염 1
신계 신염(2)30), 신증후군, 혈뇨 4

신경과 투렛증후군, 대상포진(2), 헌트증후군 4

오관과 급성분비성 중이염, 비염, 유행성이하선염 합병 고환염, 포진성 구협염, 혓바늘, 바이러스성 각막염, 유행성출혈성각막염, 
타이거슨 표층점상 각막병변 8

기타 발열, 低熱 2

桑菊飲

폐계

春溫, 太陰風溫, 임신감기(3), 감기,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A(2)
外感發熱(6), 外感頭痛, 風熱疼痛, 高熱驚厥

임신咳嗽(3), 감염후咳嗽(6)31), 喉源性咳嗽(6), 소아咳嗽(6), 咳嗽(4), 마른기침, 백일해, 기관지염(15)32), 신생아영아폐렴, 실성
증, 경부임파선결핵

건선(3), 장미색비강진, 알레르기성자반(2), 홍역, 영아습진(2), 아토피성피부염, 白癜風, 여드름(2), 수두, 안면부호르몬의존
성피부염, 안면신경염, 안면건선

80

심계 경추병(추A압박형), 원발성고혈압 2
신계 소야유뇨, 소아급성신염(2), 신증후군(수종) 4

오관과 부비강염(2)33),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2)34), 비전정염, 인후염, 후두염, 편도염, 결막염(6)35), 카타르성 중이염, 鼻衄(3), 각혈, 
小兒目眨 21

신경과 투렛증후군, 대상포진

Table 12. Scope of Modern Disease Covered by Prescriptions Clearing Heat of Nutrient Aspect Pattern
처방 구분 질병명 건

安宮牛黃丸

간계 중증간염(2) 1

심계
뇌졸중(3), 출혈성뇌졸중(2), 허혈성뇌졸중(4)36), 뇌졸중혼수각성작용(2), 뇌출혈합병폐감염, 뇌졸중고열(3), 뇌출혈중초성고
열(2), 뇌혈관질환(3), 두개관내손상(9)37), 만성폐쇄성폐질환폐성뇌증, 고혈압뇌출혈(4), 고혈압성뇌증, 급성일산화탕소중독

지발성뇌장애
36

폐계 중증수족구병 1
정신과 혈액투석정신이상 1
소아과 소아고열, 소아열성경궐, 아동바이러스성뇌염(2)38), 중증소아뇌염, 소아혼수, 아동중증마이코플라즈마폐렴 7
기타 발열, 암성발열, 중추성고열(2)39) 4

淸營湯

폐계

감기, 肺結核並繼發感染, 熱入營血證, 暑溫重證, 쯔쯔가무시증
건선(7)40), 홍피성건선, 두드러기, 알레르기성자반(4)41), 다형성홍반, 한센병결절성홍반, 장미색비강진,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습진, 안면부호르몬의존성피부염, 약물성피부염(3)42), 암피실린 과민, 수족구병, 화상
편도염, 인후염, 목젖혈종, 폐렴(2), 폐결핵, 점막피부림프절증후군, 비인두암

45

비계 식도출혈, 담낭염, 방사성직장염, 外傷性肝脾破裂伴腹腔內感染 4

신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肢體損傷早期肢體關節紅腫脹痛, 開放性骨折早期感染傷處紅腫疼痛, 膝關節紅腫熱痛43), 성인스틸씨병
요로감염, 사구체성혈뇨, 방사성방광손상 9

심계 심부전, 강직성척추염, 바이러스성뇌염(2) 4
오관과 안저출혈(2)44), 망막정맥폐쇄, 小兒鼻衄, 박리성치은염 5
신경과 신경증, 불면 2
기타 수술후발열(4), 급성백혈병고열, 급성고열, 내상발열, 병후발열, 장기발열 9

Table 13. Scope of Modern Diseases Covered by Sanrentang
구분 질병명 건

폐계
감기(3), 인플루엔자, 胃腸型感冒, 濕溫病, 暑濕襲表型感冒, 濕熱外感, 感冒多月不愈, 外感高熱

면역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알레르기성자반, 두드러기(3), 여드름(4)45), 습진(2), 대상포진후신경통, 수두, 피부소양증, 지루성탈모
咳嗽(4)46), 천식, 哮病, 夏季喘證, 小兒濕熱咳嗽, 기관지염(2), 폐렴(3), 만성폐쇄성폐질환, 수면무호흡증후군

40

비계 만성위염(3)47), 담즙역류성위염, 미란성위염, 소아Hp위염, 변비(3), 설사(6), 積聚, 복통, 위완통, 기능성소화불량(3)48), 脾胃濕熱(2), 濕阻
病, 胃腸神經功能紊亂, 장염(3), 胃脘脹滿, 痞滿, 화학요법후식욕부진, 변비형대장증상증후군 32

신계

요로감염(3)49), 신사구체신염(2), 신염단백뇨, 만성신장병, 水腫(3), 遺尿, 夜尿頻, 石淋
당뇨병(2), 요통, 쿠싱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3), 濕熱痹, 雙膝腫痛

다낭성난소증후군, 불임, 갱년기증후군, 月經不調, 난소낭종, 폐경, 帶下(3)50), 산후발열(2), 산후저열, 월경발열
남성불임, 만성전립선염(2), 성기능장애, 발기부전(2), 음낭습진, 급성전립선염

43

심계 고혈압, 협심증(2), 중풍, 血脂異常病前狀態 5
간계 중증근무력증, 수전증, 지방간, 황달(2)51), 협통 6

오관과 구내염(3)52), 만성부비강염, 하라다병, 노인황반변성, 下眼瞼抽動 7
정신과 불면(3), 기면증, 우울증, 현훈(2) 6

기타 自汗, 盜汗, 汗證(2), 두통(5), 치질수술후합병증
腫瘤發熱, 발열(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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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牛黃丸, 養陰 처방인 沙參麥冬湯에 대한 현대 임상례를 살펴보
았다. 괄호 안의 문자는 임상례의 건수이고 숫자가 없는 것은 한 
건이다. 銀翹散, 三仁湯은 5개년 자료를, 나머지 처방은 22개년 자
료를 조사하여 명시한 질환명을 기술하였다. 참고 문헌은 한정적인 
지면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銀翹散, 桑菊飮은 表證에 적용되는 처방으로 주로 外感, 피부
질환, 폐질환, 염증성 질환 등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銀翹散은 
淸熱解毒 효능에 맞게 폐계 질환 외에 감염성, 염증성 질환이 많
고, 桑菊飲은 특히 外感, 咳嗽, 기관지염 등에 집중되어 있다.
    安宮牛黃丸, 淸營湯은 營分의 淸熱 처방으로 安宮牛黃丸은 두
개내손상, 뇌출혈, 고열 등에 開竅劑로 많이 적용되었고, 淸營湯은 
淸熱劑로 피부질환, 關節腫痛, 발열 등 여러 질병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三仁湯은 三焦의 濕을 제거할 수 있어 간계, 심계에 비해 濕
과 관련이 깊은 폐계, 비계, 신계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고    찰

    『溫病條辨』은 65% 정도의 처방을 『傷寒論』, 『臨證指南醫案』 
등에서 인용하여 적절하게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20% 정도의 처방을 직접 창제하여 적용하였다61). 그 결
과 많은 가감 처방이나 계열 처방을 만들어졌고, 이들의 비교 또는 
적용과정의 이해를 통하여 그의 관점이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銀翹散은 上焦 風熱證에 맞게 外邪를 透表할 수 있는 輕
淺宣透한 효능의 약물, 전탕 및 복용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表
證을 解表透邪하기 위해 寒凉 약물 뿐 아니라 辛溫 약물도 함께 
배오하여 효과를 높였으며 약물 배오 외 전탕법 및 복용시간도 약
물의 맑은 기운을 취하기 위해 時時輕揚法을 적용하였다. 현재 많
이 적용되는 질환으로는 감기, 인플루엔자 등이 있고, 吳鞠通이 衛
分證에 겸하여 氣分證과 血分證에 따라 가감하여 제시한 銀翹散去

牛蒡元參加杏仁滑石, 銀翹散去牛蒡子元參芥穗加杏仁石膏黃芩, 銀
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倍元參,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 
등과 마찬가지로 편도염, 인후염, 폐렴, 알레르기성자반, 장비색비
강진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上焦에 적용하는 氣味가 가벼운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이염, 비염, 이하선염, 각막염 등 
이비인후과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風熱表證에 대한 解表
透邪 효능에 맞는 사례 뿐 아니라 심근염, 뇌염, 신염, 갑상선염 등 
염증성 질환에 대하여 淸熱解毒 기능을 기대하는 사례로 확장 적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銀翹湯은 增液湯의 일부인 生地黃, 麥
門冬이 가미된 것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성 이하선염,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피부염 등에 적용된 사례는 生地黃, 麥門冬으
로 滋陰하여 銀翹散으로 表邪를 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桑菊飮
은 銀翹散과 유사하게 감기, 인플루엔자 등에 적용되고 있으나 荊
芥, 豆豉의 辛溫 약물이 없으므로 淸熱 기능에 더 적합하게 高熱
痙厥 등에도 사용되며, 특히 杏仁, 桑葉, 菊花 등이 있어 咳嗽, 기
관지염에 적용이 많고, 비염, 결막염, 비출혈 등 이비인후과 적용이 
銀翹散보다 많아 차이를 보인다.
    陽明腑實證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熱結과 液乾 중 
중점에 따라 熱結 중심에는 承氣湯, 液乾 중심에는 增液湯을 제시
하고, 다시 燥結이 있으면서 熱結이 심하지 않을 때는 增液湯을, 
邪熱熾盛일 때는 護胃承氣湯을, 熱結이 심하고 正氣까지 상했을 
때는 新加黃龍湯을 추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增液湯은 ‘增水行舟’하는 이론에 맞게 변비 뿐 아니라 위염, 
결장염, 복막염 등 비계, 인두염, 구내염 등 이비인후과, 피부소양
증, 비출혈 등 폐계, 당뇨병, 양수부족 등 신계 등 광범위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增液湯의 계열 처방으로 中焦의 熱에는 護
胃承氣湯, 下焦 小便不利에는 冬地三黃湯, 營分 및 血分의 熱에는 
淸營湯 등이 가감 변용되었다. 承氣湯의 계열이기도 한 增液承氣
湯, 新加黃龍湯, 護胃承氣湯은 변비, 장폐색의 사례가 많고 이 외
에도 增液承氣湯은 위장기능, 폐렴, 만성호흡부전, 심근경색, 고혈

Table 14. Scope of Modern Diseases Covered by Prescriptions of tonifying yin
처방 구분 질병명 건

增液湯

심계 부정맥, 중풍 2

비계

약물성변비(6), 임신변비, 산후변비(2), 당뇨병변비(2), 심근경색변비, 척수손상변비, 기능성변비(4), 노인변비(6)53), 소아
변비(3), 대장증상증후군변비(2), 습관성변비(3), 치열

위식도역류, 만성위축성위염, 미란성위염합병두드러기, 당뇨병합병만성위염, 골반강염합병결장염, 결핵성복막염, 십이
지장궤양, 胃脘灼熱, 위출혈, 급성위장염탈수

42

폐계
外感發熱, 風溫肺熱病

습진, 노년성피부소양증(2)54), 레티노산피부불량반응, 여드름
방사성폐렴, 폐렴, 鼻衄(4), 목쉼(4), 咳嗽, 咽源性咳嗽

19

신계
당뇨병(4)55), 당뇨병케톤산증,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

精液液化不良症
양수부족(2), 월경이상, 질건조증, 임신오조

12

오관과 인두염(7), 편도염(2), 턱밑샘염, 구내염(4), 구강건조증(3)56), 舌乾, 박리성치은염 19
기타 불면, 쇼크, 황달, 반모중독, 척수마취후두통, 건조증후군(2) 6

沙參麥冬湯

폐계

만성기관지염(17)57), 기침성천식(2), 기관지확장, 만성인두염(7), 咳嗽(18)58), 喉源性咳嗽(2), 乾咳(3), 임신咳嗽, 咳血
방사성폐렴(2), 소아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비소서포폐암, 비소세포폐암화학방사선요법불량반응(2), 비인후암방사선

요법손상, 폐결핵盜汗, 폐암말기
여드름(2)

SARS회복기, 외감발열

66

간계 갑상선암수술후, 갑상선기능항진증, 협통 3

비계 만성위축성위염(5)59), 만성위염, 噎隔, 胃脘痛, 胃痛(2), 소아식욕부진, 기능성변비, 당뇨병성위마비, 小兒秋季腹瀉, 패
혈증위장장애 15

신계 당뇨병(4) 4
오관과 구내염, 박리성치은염(2), 방사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3)60) 7
기타 슬관절치환수술후발열, 항암방사선요법후, 건조증후군, 현훈, 痿證, 氣陰兩虛證 6



M. S. Park et al 9

압 등 다방면에, 新加黃龍湯은 급성 췌장염, 안와봉소직염 등에, 
護胃承氣湯은 질건조증 등에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淸營湯은 熱
入營分證에 淸熱凉血, 滋陰宣透하는 효능으로 건선, 알레르기성 자
반, 약물성 피부염 등 폐계 질환에 적용되며 金銀花, 連翹, 竹葉이 
있어 銀翹散과 유사하게 외감증에, 淸熱 효능이 銀翹散보다 뛰어나 
關節紅腫脹痛, 뇌염, 수술후 발열, 급성고열, 안저출혈, 비출혈 등 
열성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增液湯은 처방 구성이 간단하고 方義
가 명확하여 가감 변화 후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열처방 역시 어떤 겸증을 가지느냐에 따라 增液承氣湯, 
新加黃龍湯, 護胃承氣湯, 冬地三黃湯, 淸營湯 등 성격이 다양한 처
방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加減復脈湯은 心, 肝, 腎陰血虛損으로 인한 여러 病證에 적용
된 下焦 滋陰의 대표 처방으로 泄陰 예방에 一甲復脈湯, 育陰에 
二甲復脈湯, 祛風에는 三甲復脈湯, 大定風珠, 潛陽에 救逆湯 등 
각각의 처방을 변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下焦의 진액부족이 계속
될 때 泄陰->陽亢->肝風痙厥->음양분리로 전변되는 과정에 대한 
치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계열방 전체적으로 復脈이라는 이름
에 맞게 부정맥, 심근손상 등 심계질환 위주로 적용되고, 加減復脈
湯으로의 사례가 적은 것은 溫病 처방보다 傷寒 처방인 炙甘草湯
을 중심으로 임상례가 보고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심계 
질환 이외에 一甲復脈湯은 갑상성항진증 합병증 만성 설사에, 三甲
復脈湯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하시모토 갑상선염, 피부소양증, 만성 
심마진 등에, 大定風珠는 파킨슨씨병, 중풍, 진전, 갑상선 기능항진
증, 간섬유화증 등에 적용되고 있다.
    加減正氣散은 中焦의 濕滯를 치료하는데 脾胃氣機 회복에 一
加減正氣散, 經絡의 濕邪 제거에 二加減正氣散, 分解濕熱에 三加
減正氣散, 溫化寒濕하기 위해 四加減正氣散, 濕濁으로 상한 脾胃
를 조화시키기 위해 五加減正氣散 등을 證에 맞게 약물을 가감하
여 제시되었다. 濕溫에 의한 三焦濕鬱->經絡濕證->化熱의 전변과 
寒濕에 의한 脾陽鬱滯->脾胃兩傷의 전변에 대한 치법의 변화를 보
여준 것이다. 藿香正氣散에 비해 임상례가 거의 없는데 습울변비, 
위염, 이질, 설사 등이 주요 임상례이고, 二加減正氣散은 經絡濕證
에 맞게 근육통, 小儿湿温神昏偏瘫 등이 있었다.
    白虎湯은 氣分證일 때 氣陰兩傷을 겸하면 白虎加人蔘湯, 內伏
하는 風寒邪氣에는 白虎加桂枝湯, 脾의 寒濕을 겸하면 蒼朮白虎湯
加草果 등 가감으로 적용하고, 氣分證을 넘어서면 血分熱毒에 化
斑湯, 氣血兩燔에 玉女煎去牛膝加元參, 衛氣分과 下焦 血分證을 
겸할 때 竹葉玉女煎, 陽明熱에 表邪가 남았을 때는 減味竹葉石膏
湯 등을 적용하였다. 이들의 변용은 白虎湯이 가지는 辛涼淸氣 효
능을 줄이고 證에 맞춘 것이다. 白虎加人蔘湯의 경우 辛凉重劑의 
의미에 맞게 다중내성균하기도감염, 인두편도선비대증, 아토피성피
부염, 피부소양증, 유아돌발성발진, 구순염 등 氣分證 위주의 임상
례가 있었고, 氣津兩傷證에 맞는 당뇨병의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白虎加桂枝湯은 외감고열, 소아咳嗽, 부비강염, 丹毒 뿐아니라 통
풍, 류마티스관절염, 熱痹 등에 확장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氣分
證에 血熱을 겸한 경우에 적용한 化斑湯의 적용은 자반, 장미색비
강진 등 피부 질환이 중심이다.
    陽明腑實證에 承氣湯을 사용할 때는 溫病의 耗氣傷津하는 특

징에 맞게 滋陰生津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枳實, 厚朴과 같은 傷氣 
약물을 피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扶正祛邪하기 위한 增液承氣
湯, 新加黃龍湯, 護胃承氣湯 등과 熱結便秘 치료방으로 宣白承氣
湯, 導赤承氣湯, 牛黃承氣湯, 承氣湯合小陷胸湯 등의 새로운 처방
을 적용하였다. 이때 增液承氣湯을 “一腑中氣血合治”, 新加黃龍湯
을 “邪正合治法”, 宣白承氣湯을 “臟腑合治法”, 導赤承氣湯을 “二
腸同治法”, 牛黃承氣湯을 “兩少陰合治法”으로 명쾌하게 정의하여 
『溫病條辨』의 기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承氣湯의 계열 처방은 
겸증에 따라 陰虛에 增液湯을, 陰津耗傷이 심할 때 牧丹皮와 知母
로 淸熱凉血을 겸한 護胃承氣湯, 氣陰兩虛에 黃龍湯과 增液湯을을 
적용하고, 熱結의 위치에 따라 小腸熱盛으로 水熱互結한 경우에는 
導赤散을, 痰熱結胸에는 小陷胸湯, 熱閉心包에는 安宮牛黃丸을, 痰
熱壅肺일 때 杏仁, 石膏, 瓜蔞皮 등의 폐경 약물을 가미한 宣白承
氣湯을, 血分熱結에는 桃仁, 桂枝를 가미한 桃仁承氣湯을 적용하였
다. 임상례를 살펴보면 承氣湯 고유의 병증 이외에 宣白承氣湯은 
痰熱壅肺證에 맞게 폐렴, 호흡곤란증후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
계 질환에 대한 것이 많고, 桃仁承氣湯은 倒經, 나팔관결석 등 부
인과 질환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병인, 증상, 병의 전변을 상세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학설
을 제시하고, 임상경험을 반영한 특징적인 치법과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먼저 기존의 『傷寒論』의 구성, 치법 및 처방을 그대로 또는 
적절히 변화시켜 溫病에 적합하게 적용하였고, 『臨證指南醫案』에서 
溫病의 발생, 전변 규율, 衛氣營血辨證 체계, 치법 및 처방 등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는 증후에 대한 변증과 養陰, 淸
熱, 祛濕 등의 치법에 부합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처방을 
창제하였으며, 또 증후 변화에 따라 가감, 변용한 처방을 비교, 서
술하여 전변에 따른 치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溫病條辨』를 대표하는 처방과 계열방을 연구한 결과 傷
寒과 溫病의 공통점 뿐 아니라, 『傷寒論』의 처방을 어떻게 변화시
키고 있는지를 통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上焦如羽(非輕不擧), 中焦如衡(非平不安), 下焦如權(非
重不沉)’하는 三焦에 따른 기본 치법, 銀翹散을 복용할 때의 時時
輕揚法, 熱結과 液乾의 편중에 따른 承氣湯과 增液湯의 사용 등을 
비롯하여 자세한 주석을 통해 溫病의 특징과 효과적인 적용법을 체
계적으로 기술된 저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承氣湯, 白虎湯, 加減正氣散, 復脈湯 등 여러 개의 계열 
처방을 비교, 고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적용 증후
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임상례를 통하여 적용되
는 현대 질환의 범위를 알 수 있었다. 
    다섯째, 『溫病條辨』 처방의 方義에 맞는 임상례 뿐 아니라 外
感, 內傷의 현대 질환에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增液湯과 三仁湯은 方義에 따라 비계, 폐계, 신계 전반에 광범위하
게 적용되는 처방이다. 그리고 銀翹散은 淸熱解毒 기능에 따라 광
범위한 염증 질환에 적용되며, 白虎加桂枝湯의 통풍 및 관절염, 宣
白承氣湯의 폐계질환, 桃仁承氣湯의 부인과 질환, 大定風珠의 파킨
슨씨병 및 중풍 등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질환 범위가 확장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M. S. Park et al

결    론

    본 연구는 『溫病條辨』에서 다용되고, 가감 변용된 계열 처방이 
있는 銀翹散, 增液湯, 加減復脈湯, 加減正氣散, 白虎湯, 承氣湯 등
을 중심으로 처방 및 치법 분석을 통하여 『溫病條辨』의 특징을 이
해하고, 현대 적용 질환의 범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처방을 변용하고, 계열 처방을 창제할 때 淸熱, 滋陰, 祛濕을 
중시하였다.
    增液湯의 계열인 增液承氣湯, 新加黃龍湯, 護胃承氣湯은 변비, 
장폐색 등 腑實證에 주로 적용되고, 增液承氣湯은 폐렴, 만성호흡
부전,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폐 질환에 확장, 적용되고 있다.
    加減復脈湯은 부정맥, 심근손상 등 심계 질환 위주로 적용되
고, 三甲復脈湯은 부정맥, 갑상선 기능항진증, 경련 등 간ž심계 질
환에, 大定風珠는 파킨슨씨병, 중풍,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간계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加減正氣散의 계열은 변비, 설사, 위염 등 濕鬱로 인한 비계 
질환이 위주이다.
    白虎加人蔘湯은 발열, 당뇨병, 구강건조증, 피부소양증 등 熱
로 인한 氣津兩傷證에, 白虎加桂枝湯은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 질환에 확장 적용되고 있다.
    承氣湯 계열 처방은 변비, 장폐색 등의 주요 질환 외에 宣白
承氣湯은 痰熱壅肺證의 폐렴, 호흡곤란증후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계 질환에, 桃仁承氣湯은 倒經, 나팔관결석 등 부인과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三仁湯은 咳嗽, 폐렴, 여드름 등 폐계 질환, 설사, 위염, 장염 
등 비계 질환, 요로감염, 水腫, 류마티스관절염, 帶下 등 신계 질환
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銀翹散 및 桑菊飮은 外感病과 오관과 질환, 加減復脈湯과 三
甲復脈湯은 심장질환, 安宮牛黃丸은 뇌질환, 淸營湯과 化斑湯은 피
부질환, 增液湯은 위장질환, 沙參麥冬湯은 폐계와 비계 질환 등 특
정 분야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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