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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urvey the adverse reactions by Taeeumjowi-tang and to compare the 

tendency of symptoms by Sasang constitutional type. The clinical data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of 78 cases collected from an oriental clinic. The major results of this survey are following: The 5.8% of 

Taeeum-in who took Taeeumjowi-tang showed side effects. And the 52.4% of Soeum-in and 41.6% of Soyang-in also 

showed side effects against Taeeumjowi-tang. They complained of excitation, irritability, restlessness, hypersensitivity, 

tinnitus, insomnia, upper abdominal discomfort, poor appetite, thirst, perspiration, dizziness, chest pain, tremor and 

evacuation troubles in common. And these adverse symptoms were similar to that by Ma-hwang. Therefore if we make 

a suitable medication guide for Ma-hwang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type, it will be able to maximize the  efficacy 

and minimize the advers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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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四象醫學에서는 肺脾肝腎의 臟局 大 에 따른 편차에 의해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나 고, 분류된 四象人별로 서로 다른 생

리기   병리기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1). 따라서 太 陰

陽人의 體質病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병리  상을 바로잡

아  수 있는 藥物  處方을 체질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치료 원칙으로 하고 있다2). 이는 四象醫學에서 사용

되는 약물  처방이 개별 病症의 치료뿐 아니라 각 체질 고유의 

생리 ㆍ병리  편차를 개선시킬 것을 목 으로 체질별로 상이

한 방향성을 갖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四象醫

學에서는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타 체질의 약물  처방을 복

용하 을 때는 기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량한 반응을 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실제 임

상에서 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나, 재까지 이에 

한 임상  보고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

상기 에 내원하여 太陰人 처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太陰調胃湯

을 복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보인 임상 사례를 보고하고, 체질별

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양상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익산 원 한의원에 내원한 9353명의 

환자 에 太陰調胃湯1)을 1회2)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는 1084명

을 1차 연구 상으로 하 다. 1차 상자 에 해당 처방을 복

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보인 자는 149명이었으며, 이  체질이 비

교  명확한 것으로 단되는 상자 78명3)을 선별하여 최종 연

 1) 태음조 탕의 약물 구성은 의이인, 건율 각 3錢, 나복자, 오미자, 맥

문동, 석창포, 길경, 마황 각 1錢(사상요람)

 2) 1회 처방 단 는 성인의 경우 1재(20첩)를 기 으로 하고, 일 2첩씩 복

용하 음.

 3) 체질이 불명확한 D등 (71명)을 제외하고, A(6명),B(21명),C(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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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으로 하 다.

2. 체질진단  등 분류 기

    1차 으로 진단의의 體形․容貌․性格․病證에 한 진찰

로 체질이 진단되고 2차 으로 해당 체질의 처방을 복용하여 主

證 혹은 素證이 뚜렷하게 개선된 상자를 해당 체질로 확진하

다. 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체질 진단의 등 을 

A,B,C,D의 4개 등 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 으며 분류 등

은 처방의 복용량  주소증의 호 횟수를 기 으로 하 다. 

(Table 1) 등 별 상자의 분포는 아래표와 같다(Table 2).

Table 1. Criteria for the Grading of Constitutional Type Diagnosis 

Grade Dosage of medicines Frequency of efficacy

A more than 140 packs*  more than 7 times

B more than  60 packs  more than 3 times

C more than  20 packs more than 1 time

D less than  20 packs no obvious effect

(pack: 貼)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Constitutional 

Types and Diagnosis Grades 

Grade Taeeumin Soeumin Soyangin Taeyangin Total

A 1 3 2 0 6

B 6 9 6 0 21

C 15(22) 27(39) 9(17) 0(0) 51(78)

D 29 27 15 0 71

Total 51 66 32 0 149

(unit: persons)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개 한방 의료기 에 내원하여 太陰調胃湯을 복

용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 에 체질이 비교  명확하며 복용후

에 불량한 반응을 호소한 경우를 선별하여, 복용 과 후의 반응

이 기록된 차트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후향  조사 연구의 형태

로 진행하 다. 불량한 반응이란 환자가 호소하던 主證이 복용 

후에 더욱 악화되거나 기존에 없었던 증상이 새로이 나타나 환

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素證의 변화양상이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1차 으로

는 해당 처방을 복용한 후에 나타난 구체 인 부작용의 양상  

빈도를 太陰人, 陰人, 陽人의 체질별로 살펴보고 2차 으로

는 부작용의 발 에 체질간의 편차가 있는지를 비교ㆍ분석하고

자 하 다.

결    과

1. 체질별 副作用의 빈도

    총 상자는 9353명으로 이  태음인이 4631명(49%), 소음

인이 1969명(21%), 소양인이 2736명(29%), 태양인이 17명(0.17%)

으로 동의수세보원에 기술된 체질별 분포 비율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太陰調胃湯을 1회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자는 태음인이 880명, 소음인이 126명, 소양인이 77명, 태양인이 

등 의 상자만을 최종 연구 상을 하 음

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복용 후 불량한 반응을 보인 상자의 수

는 아래표와 같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Number of Adverse Effects according to 

Constitutional Types 

The subjects Taeeumin Soeumin Soyangin Taeyangin Total

All patients 4631 1969 2736 17 9353

Taeeumjowitang takers 880 126 77 1 1084

Number of adverse effects 51 66 32 0 149

(unit: persons)

    즉 太陰調胃湯을 복용하고 난 후 부작용을 보인 자는 태음

인이 51명, 소음인이 66명, 소양인이 32명으로, 이를 해당 처방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체 상자에 한 비율로 살펴보면 체질

별로 태음인이 5.8%(51/880), 소음인이 52.4%(66/126), 소양인이 

41.6%(32/77)의 빈도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체질진단 등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마찬가

지로 태음인의 부작용 빈도가 소음인이나 소양인의 빈도에 비해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Frequency of Adverse Reactions according to the 

Grades

Grade Taeeumin Soeumin Soyangin Taeyangin

A 2.4%   (1/41) 50.0%    (3/6) 66.7%   (2/3) 0

A, B 3.4%  (7/206) 44.4%  (12/27) 57.1%  (8/14) 0

A, B. C 6.1% (22/359) 61.9%  (39/63) 60.7% (17/28) 0

A, B, C, D 5.8% (51/880) 52.4% (66/126) 41.6% (32/77) 0

2. 체질별 副作用의 구체 인 양상

    체질진단이 C등  이상으로 체질이 비교  명확한 상자 

에 太陰調胃湯을 복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보인 태음인은 총 

22명으로, 이  12명이 두통(2건), 신경과민(2건), 수면장애(8건), 

심계․정충(3건), 흉민(1건)등의 정신신경․수면 련 증상을 호

소하 다. 한 10명의 상자는 소화불량(4건), 식욕감소(1건), 

복통․ 복창(2건), 트림․속쓰림(2건), 오심․구토(2건)등의 소화

기계 증상을 호소하 으며, 설사(3건), 변비(4건), 소변불리(1건), 

소변빈삭(2건)등의 배설과 련된 증상을 호소한 경우도 마찬가

지로 10명으로 조사되었다. 한 자한․도한․수족한(2건), 발열

감(2건), 구조(4건), 피부건조(2건), 안면경련  수 증(2건), 핍

력․무기력(2건)등의 진액 사  피부․ 신 련 증상을 호소

한 경우도 9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기부 , 

부종, 이명 악화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Table 5). 

    소음인의 경우 총 39명의 상자 에 21명이 두통(1건), 

훈(4건), 신경과민․흥분(2건), 천면․지면․불면(12건), 심계․정

충(건), 흉민(5건)등의 정신, 수면 련 증상을 비롯한 심  증

상을 호소하 다. 한 18명의 상자가 소화불량(5건), 식욕감소

(5건), 복 불안․복창․복통(7건), 애기․탄산(2건), 오심․구

역․구토(5건)등의 상부 장  증상을 호소하 으며 13명이 설

사(8건), 변비(4건), 소변불리(1건)등의 소변과 련된 불량 반

응을 호소하 다. 

    한 16명의 상자가 발열ㆍ발한(각 4건), 수족․ 신의 떨

림 증세(3건), 구조․구갈(2), 피부건조ㆍ소양감(3건)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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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력ㆍ피로ㆍ무기력(6건)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밖에도 수족냉감  흑변, 하증가, 단기, 목잠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Table 6). 

Table 5. Adverse Reactions of Taeeumin by Taeeumjowi-tang*

Case Adverse reactions of Taeeumin Grade

1 便增加, 便秘, 奮, 怔忡, 不眠, 手足多汗, 口燥 A

2 不眠, 不思飮食, 口渴 B

3 搔癢感增加, 殘尿感, 早期起床 B

4 胸悶(滯症), 耳鳴深化, 便秘心火  B

5 腹中 不便 B

6 不眠, 戰慄, 藥味 異常 B

7 便秘, 不眠, 勃起不全 B

8 發汗增加, 內癬惡化 C

9 便溏 C

10 眼瞼痙攣, 驚悸, 怔忡 C

11 夜間口燥, 頭重, 頭痛, 淺眠 C

12 消和不良, 便秘 C

13 腹痛, 胸悶, 噯氣, 便秘 C

14 便溏, 便細, 腹痛 C

15 便溏, 便細 C

16 不眠 C

17 滯症, 乏力, 呑酸, 惡心 C

18 噯氣增加, 尿數 C

19 浮腫, 滯症 C

20 大腿部 不便感, 背强深化 C

21 心悸, 怔忡, 奮, 不眠 C

22 惡心, 口乾, 唾液增加, 乏力 C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Table 6. Adverse Reactions of Soeumin by Taeeumjowi-tang*

Case Adverse reactions of Soeumin Grade

1 便軟, 淺眠, 癮疹深化, 搔癢感增加 A

2 不眠 A

3 便秘, 皮膚乾燥 A

4 便秘 B

5 泄瀉 B

6 內熱感, 表熱感 B

7 怔忡, 手顫症, 心窩部 不便感, 消化不良 B

8 乏力, 疲勞, 自汗, 胸悶 B

9 腹痛, 夜食時 呑酸 B

10 消化不良, 便不利, 聲嗄, 腹脹 B

11 便溏, 不眠, 盜汗, 消化不良, 腹脹 B

12 便溏 B

13 心悸, 淺眠, 浮揚感 C

14 無力深化, 發汗增加 C

15 怔忡, 手足無力, 眩暈, 神經銳敏 C

16 肉食時 泄瀉, 噯氣 C

17 怔忡, 嘔 感 C

18 不眠, 消化不良 C

19 發熱, 眩暈, 乏力, 嗜眠 C

20 腹脹, 不思飮食, 不眠深化 C

21 不思飮食, 淺眠 C

22 眩暈, 不眠, 內熱感, 無力, 不思飮食, 乾嘔 C

23 手足冷感, 眩暈 C

24 熱感, 帶下增加 C

25 便秘深化, 腹中不便 C

26 全身無力 C

27 口乾心火 C

28 不眠, 泄瀉, 不思飮食 C

29 不眠, 心悸, 怔忡, 手掌汗 C

30 頭痛, 嘔吐 C

31 大便黑色, 手足顫症 C

Case Adverse reactions of Soeumin Grade

32 宿滯(腹脹, 惡心), 口渴深化, 便溏, 便細, 便秘 C

33 呑酸 C

34 不思飮食, 不眠 C

35 嗜眠, 短氣, 心悸, 不眠, 便秘 C

36 心窩部痛症, 便黑, 短氣深化 C

37 腹痛, 泄瀉 C

38 戰慄, 怔忡 C

39 消化不良, 胸悶 C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소양인의 경우 총 17명의 상자 에 10명이 경계․정충(5

건), 흉민(2건), 천면․지면․불면(3건), 신경 민(1건), 두통(1건)

등의 심  증상을 비롯한 정신, 수면 련 증상을 호소하 다. 

한 8명은 소화불량(3건), 식욕감소(1건), 복 불안․복창․복통

(1건), 애기․탄산(2건), 오심구토․구역(4건)을, 5명은 설사(3건) 

혹은 변비(2건), 소변빈삭(1건)등의 소화기  소변 련 증상을 

각각 호소하 다. 상자  9명은 발열(3건)․발한(1건)․구갈(1

건)  안검․수족․ 신의 떨림 증세(4건) 혹은 핍력․피로․무

기력 등의 신증상을 호소하 으며 이밖에도 발기부 , 압상

승, 체 감소, 단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 다(Table 7). 

Table 7. Adverse Reactions of Soyangin by Taeeumjowi-tang*

Case Adeverse reactions of Soyangin Grade

1 勃起不全, 遲眠 A

2 手顫症, 怔忡深化, 經色黑色 A

3 便溏, 消化不良, 乏力 B

4 腹中不安, 惡心, 胸悶, 戰慄 B

5 消化不良深化, 呑酸 B

6 呑酸, 消化不良 B

7 淺眠, 不眠, 疲勞, 傷寒深化 B

8 不思飮食, 發汗增加, 體重減 , 便頻數 B

9 虛熱, 血壓增加 C

10 全身發熱, 胸悶, 呼吸困難, 泄瀉, 嘔吐 C

11 嘔吐 C

12 怔忡, 神經銳敏, 惡心 C

13 熱感, 怔忡, 怔忡, 口燥, 便秘, 手足顫症 C

14 頭痛增加, 無氣力, 嗜眠 C

15 怔忡 C

16 怔忡, 不眠, 四肢戰慄 C

17  便溏 C

* Multiple answer is available.

3. 체질별 副作用의 경향성 比 ․分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太陰調胃湯을 복용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일반 인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심 계 기

능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심계․ 정충․ 흉민  흥분상태가 지속

되어 나타나는 천면․지면․불면등의 수면장애와 이에 수반되는 

두통․두 감 등의 신경․정신․심  증상이 공통 으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上焦 주의 증상은 해당 처방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나타낸 태음인(22명), 소음인(39명), 소양인

(17명) 에 각기 태음인 45.5%, 소음인 46.2%, 소양인 47.1%가 호

소한 것으로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화기 의 기능은 반 으로 감소하여 소화불량, 식

욕감소, 복통, 더부룩함, 속쓰림, 오심, 구토, 구역등의 상부 장

 증상을 공통 으로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中焦 



太陰調胃湯을 복용한 太陰人ㆍ 陰人ㆍ 陽人의 반응에 한 임상보고

- 1603 -

주의 증상은 태음인이 45.5%, 소음인이 46.2%, 소양인이 47.1%로 

나타나 정신․신경․심  증상과 마찬가지로 체질별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비해 변비, 설사, 소변불리, 소변빈삭 등의 소변과 

련된 불량한 반응은 태음인 부작용의 45.5%, 소음인 부작용의 

33.3%, 소양인 부작용의 29.4%을 차지하며 체질간의 편차를 나

타냈다. 즉 下焦 주의 증상은 태음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

타났으며, 소음인의 경우 변비보다는 설사 주의 부작용이 나타

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 안검  수족․ 신에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열 사가 증가하여 땀이 나고 열감을 느끼며 

피부  구강이 건조하고, 더불어 무기력하고 피로한 증상이 수

반되었는데 이러한 全身․皮膚 주의 증상은 태음인이 40.9%, 

소음인이 41.0%, 소양인이 52.9%로 소양인에서 다소 높은 빈도

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Table. 8 The Comparison of Symptoms and Fequency of Adverse 

Reactions by Taeeumjowi-tang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Types 

Adeverse Reactions
Taeeumin Soeumin Soyangin

 22名  39名 17名

精神神經
心血管 
症狀

頭痛 2* 1 1

眩暈 0 4 0

神經過敏․ 奮 2 2 1

睡眠障碍(不眠․淺眠․
遲眠)

8 12 3

心悸,怔忡 3 7 5

胸悶 1 5 2

Total 12名(54.5%) 21名(53.8%) 10名(58.8%)

上部 
胃腸管
症狀

消化不良 4 5 3

食慾減 1 5 1

腹中不安․腹痛․腹脹 2 7 1

噯氣․呑酸 2 2 2

惡心․嘔吐․嘔 2 5 4

Total 10名(45.5%) 18名(46.2%) 8名(47.1%)

大 便 
排泄症狀

便溏,泄瀉 3 8 2

便秘,便難 4 4 2

便不利 1 1 0

便頻數 2 0 1

Total 10名(45.5%) 13名(33.3%) 5名(29.4%)

津液, 皮膚, 
全身症狀

發汗(盜汗․自汗) 2 4 1

發熱感 0 4 3

口乾․口燥․口渴 4 2 1

皮膚乾燥․搔癢感 2 3 0

眼瞼․手足․全身 振戰症 2 3 4

乏力․疲勞․無氣力 2 6 3

Total 9名 (40.9%) 16名(41.0%) 9名(52.9%)

* unit:　the number of case

고    찰

    太陰調胃湯은 李濟馬(1837-1900)의 『東醫壽世保元』에 최

로 수록된 처방으로 생리 으로 肝大肺 한 臟腑形局을 지니

는 太陰人의 胃脘受寒表寒病에 활용되는 표 인 처방이다. 본

방은 發汗과 潤燥시키는 방법으로 肺의 부족한 呼散之氣를 강화

하여 그 상  장기인 肝의 吸取之氣가 항진되는 것을 억제할 목

으로 사용되었다3)
.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본방을 “黃疸 傷寒 時氣頭痛 身痛 

無汗 食滯痞滿 脚軟無力”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 밖에

도 中風虛證, 癱瘓, 口眼喎斜, 黃疸, 喘息, 哮喘, 婦人帶下, 下血, 

五痳, 便不利, 眩暈 등 태음인의 다양한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

    이러한 太陰調胃湯은 薏苡仁․乾栗․蘿葍子․五味子․麥門

冬․石菖蒲․桔梗․麻黃의 8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 인 약물의 구성이 去濕, 去痰  消食의 작용이 강해, 체내의 

불필요한 濕痰을 제거하고 음식물의 소화력을 증강시켜 소화기

능의 부진으로 인한 痰濁의 발생을 다스리고 있으며, 아울러 潤

燥, 發汗을 통한 宣肺解表의 작용으로 肺의 呼散之力을 크게 북

돋워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5). 최근에는 본 방의 항산화 효능  

비만  고지 증, 궤양 억제, 간세포 보호 효과 등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14).

    본 연구에서는 太陰調胃湯을 복용한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

의 양상이 실제로 체질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일개 한방 의료기 에 내원하여 太陰調胃湯을 복용

하고 불량한 반응을 보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 인 부작용의 양상  부작용 발생 빈도를 분

석․비교하 다.

    결과 으로 해당 처방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상자 에서 

태음인의 5.8%(51/880), 소음인의 52.4%(66/126), 소양인의 

41.6%(32/77)가 太陰調胃湯에 해 불량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해당 처방에 한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체질별로 호소하는 부작용의 구체 인 양상을 살

펴본 결과, 흉민, 정충, 불면, 천면, 두통, 신경 과민등의 정신․심

 증상과 소화불량  구토, 오심,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  

변비 혹은 설사등의 변 련 증상, 핍력  무기력, 손떨림, 발

한, 발열 등의 증세를 공통 으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소음인의 경우 변비보다는 설사를 호소한 경우가 다소 많았

고, 소양인의 경우 발열이나 떨림증세를 호소한 경우가 타 체질

에 비해 약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소음인의 경우 복통이나 

식욕감소, 설사등을 호소하여 소화기능  배설기능이 다소 하

된 경향성을 보 으며 소양인의 경우에는 심계, 정충, 발열, 진  

등의 교감신경의 기능 항진으로 인한 증상을 타 체질에 비해 약

간 높은 빈도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별 차이는 상자의 수가 통계 인 유의

성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아 해당 체질에서 특징 으

로 나타나는 고유한 반응으로 단정할 수 없었으며, 다만 반

인 부작용의 범 가 기존에 麻黃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는 최근까지 

보고된 마황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증상들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증상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9).

    마황(麻黃, Mahuang, Ephedra sinica)은 마황과

(Ephedraceae)에 속하는 草麻黃, 中麻黃, 木賊麻黃의 지상부 를 

건조시킨 것으로 發汗解表․宣肺平喘․利水消腫․溫經通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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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으로 여러 가지 병증에 활용되어 왔다
16)

. 四象醫學에서는 마

황이 發汗을 통해 腠理에서 榮衛氣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의 脈絡을 통하게 하여 肺經을 宣通함으로써, 榮衛가 壅塞하

여 無汗하기 쉬운 태음인 체질에 요긴한 약물이라 하여 태음인

의 병증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한《東醫壽世保元․ 陰人腎

受熱表熱病論》에서는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 陰人藥則 

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汗下 元非可論”이라 하여 마황은 태

음인 약으로 타체질에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다17)
.

    이러한 마황의 주성분은 Ephedrine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

된 작용으로는 교감신경 자극, 심박동  심 류량 증가, 말

을 수축, 에 지 소비도 증가, 기 지평활근 확장, 장근의 평

활근 이완을 통한 연동운동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8-20).

    서구에서는 마황을 단기간 내 체 감소  운동수행능력 향

상 등을 목 으로 많이 활용해 왔으나 이후 정신신경계, 자율신

경계, 소화기계, 빈맥 등 심 계에 련된 부작용이 계속 보고

되어 2004년 이후 미국 FDA에서는 식품첨가물로서 마황  

Ephedrine의 사용을 지한 바 있다21). 이처럼 마황은 뛰어난 효

능을 갖고 있지만 안 성에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마황의 부작용과 효능  유효용량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2-30). 

    재 국내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

에 함유된 1일 최  ephedrine 허용량을 150 mg으로 규정하고 

있어31), 이를 기 으로 마황의 1일 허용량을 산출해보면 하루 복

용량이 7.5 g을 넘지 않아야 안 하다고 볼 수 있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太陰調胃湯에 포함된 마황이 1일 복용량 기 으로 

7.5 g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태음인에서는 부작용 빈도가 매우 낮

았고, 소음인, 소양인에서는 복용자의 략 반에 해당하는 

상자가 잘 알려진 마황 련 부작용 증상들을 호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허용량 내에서도 소음인, 소양인에서는 높은 빈도로 

부작용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태음인의 경우에는 이를 과하

는 보다 높은 용량에서도 안 하게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5)

    이와 같이 마황의 유효용량이나 최  허용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 체질에 따른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인 기 을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효능과 활용범 가 범 한 마황의 

사용을 법률 으로 면 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즉 체질에 따라 마황에 한 감수성이 다르고, 복용 후의 

부작용 빈도에도 격한 차이가 있다면, 四象體質에 따른 체질  

차이를 고려하여 정용량, 복용법 등 약물 투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마황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능은 극 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사 상자의 수가 통계  처리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후향 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부작

용의 범주가 다소 정형화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지

 4) 마황 1 g을 2시간 동안 탕했을 때의 탕액에 포함된 최  ephedrine

의 함량은 략 20 mg정도가 됨.

 5) 태음인 마황정천탕을 복용할 경우 일일 마황의 복용량이 22.5 g에 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부작용 사례에 한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체질에 따른 부작용의 빈도와 구체 인 

부작용 양상의 차이 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체질약물치료에 

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 Adverse Symptoms of Ma-Huang15

Adverse Symptoms of Ma-Huang

Common Effects

excitation 奮

irritability 焦燥

restlessness 不安

hypersensitivity 過敏

tinnitus 耳鳴

insomnia 不眠

nausea 惡心

vomiting 嘔吐

red face 顔面紅潮

upper abdominal discomfort 上部胃腸管 症狀

poor appetite 食慾減

thirst 口渴․口燥․口乾

perspiration 發汗

increased blood pressure 血壓上昇

elevated blood glucose levels 血糖上昇

dizziness 眩暈

chest pain 胸痛

tremor 振戰

Severe Effects

cardiac arrhythmia 不整脈

epilepsy 癎疾

convulsions 痙攣

결    론

    태음인 처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太陰調胃湯에 한 각 체질

별 반응을 살펴본 결과, 해당 처방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상자 

에서 태음인의 5.8%(51/880), 소음인의 52.4%(66/126), 소양인

의 41.6%(32/77)가  불량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태음

인이 타 체질에 비해 해당 처방에 한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太陰調胃湯에 한 구체 인 부작용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흉민, 정충, 불면, 천면, 두통, 신경 과민등의 정신․심  증상

과 소화불량  구토, 오심,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  변비 혹은 

설사등의 변 련 증상, 핍력  무기력, 손떨림, 발한, 발열 등

의 증세를 공통 으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체질별로 비교․분석해본 결과 소음인의 경

우 변비보다는 설사를 호소한 경우가 다소 많았고, 소양인의 경

우 발열이나 떨림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타 체질에 비해 약간 높

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소음인의 경우 복통이나 식욕감소, 설사

등을 호소하여 소화기능  배설기능이 다소 하된 경향성을 

보 으며 소양인의 경우에는 심계, 정충, 발열, 진  등의 교감신

경의 기능 항진으로 인한 증상을 타 체질에 비해 약간 높은 빈도

로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상체질에 따라 마황에 한 감수성과 복용후 부작용 빈도

에 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체질  차이를 고려하여 정용량, 

복용법 등 약물 투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면 마황의 부작용

은 최소화하고 효능은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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