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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변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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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for understanding dementia with the perspective of Korean Medicine through research on syndrome

differentiations of dementia clinically applied and relations between modern diseases and Korean Medicine pattern

types of dementia. clinical papers were searched in China Academic Journals(CAJ) of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from 2012 to 2013.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dementia was expressed in many ways such

as imbecility, stupidity, fatuity, idiocy, vacuity, etc and was related with amnesia, forgetfulness, speech not in the right

order, depressive psychosis(quiet insanity), manic psychosis, depression syndrome. Second, prescriptions such as

QiFuYin and ZuoGuiWan from JingYueQuanShu, XiXinTang and ZhiMiTang from BianZhengLu,

TongQiaoHuoXueTang, XueFuZhuYuTang and BuYangHaiWuTang from YiLinGaiCuo, HaiShaoDan from YiFangJiJie,

HuangLianJieDuTang from WaiTaiMiYao were suggested for dementia. Third, syndrome differentiation pattern types of

dementia are kidney deficiency and marrow decrease, qi-blood depletion, liver-kidney depletion, spleen-kidney

depletion, heart-spleen deficiency as deficiency patterns and effulgent heart-liver fire, ascendant hyperactivity of liver

yang, qi stagnation and blood stasis, phlegm turbidity obstructing orifice, phlegm-blood stasis obstructing orifice,

intense heat toxin as excess patterns and qi deficiency with blood stasis, yin deficiency with yang hyperactivity as

deficiency-excess complex patterns. Major pattern types are kidney deficiency and marrow decrease, phlegm-blood

stasis obstructing orifice, qi stagnation and blood stasis, liver-kidney depletion, phlegm turbidity obstructing o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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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매란 뇌기능의 기질성 손상 결과 지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하여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

한다. 치매의 주된 특징은 기억소실,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력 장

애, 인지 결손, 충동조절상실, 성격변화 등이다1). 병리적 측면에

서는 피질성 치매와 피질하 치매로 구분할 수 있고, 임상적 측면

에서는 뇌경막하혈종, 매독, 갑상선 질환 등 치료 가능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픽병,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치료 불가능한 퇴행

성 치매로 나눌 수 있다
2)

. 『中醫神經精神病學』은 치매를 病因

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Pick병, 마비성 치매,

Jakob-Creutzfeldt병, 정상압뇌수두증, Huntington병 및 기타 피

질하 질병, 일산화탄소 중독성 치매, 기타 질환에 의한 치매 등으

로 분류하였다
3)

.

노령인구의 증가로 치매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치

매는 장기간 요양이나 개인 부담이 크므로 노인 질병 중 중요한

질환의 하나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

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구현하기도 하며, 동시 적용으로 약효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치매는 일개 증상으로 현대의학에서 지칭하는 것과 같은 병명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를 한의학적으로 그 범위를 이해하여

현대 질병명으로서의 치매와 어떤 공유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

펴보며, 한의학의 변증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질병명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유형의 도출은 질병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한의학의 임상 적용을 용이하게 하며, 현대 의학과 한의학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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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에 대한 연구는 깊고 다양하였는데 전국대학소장학위논

문(KERIS)에서 ‘치매’로 검색할 때 2천여 건이 검색되었고, 노인

정신의학, 기본간호학회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동의신경정신

과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등 다양한 학회에서 연구 결과

를 발표하였다. 질병의 특성상 간호, 재활치료 관련이 많았으며,

한의학적으로는 실험실 단위의 연구 보고와 임상 현황 보고, 침

치료 관련 등이 많이 있으나, 한의학적 변증이란 측면에서 접근

한 것은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적용

되고 있는 치매의 변증 유형 조사를 통하여 치매를 한의학적으

로 이해하고 현대 질병명과 한의학적 병증 상호간의 연계된 범

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Table 1은 湖南電子音像出版社의 中華醫典에 수록된 문헌에서

치매와 관련된 呆, 痴, 善忘, 健忘 등 검색어를 이용하여 치매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2. Table 2는 치매 관련 현대 문헌 중 변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조사하였다.

3. 痴呆의 변증명을 도출하기 위하여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의 China Academic Journals(CAJ)에서 ‘痴

呆’, ‘帕金森(파킨슨)’, ‘額顳葉痴呆(전두측두엽치매)’, ‘路易體痴呆

(레비소체치매)’, ‘尼曼-匹克病(픽병)’, ‘尼曼-皮克病(픽병)’,

‘Huntington舞蹈病(헌팅톤 무도병)’, ‘亨廷頓病(헌팅톤 무도병)’

등을 검색어로 조사하였고, 다양한 변증론치에 관한 필요한 자료

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과 2013년에 발표된 임상

논문 500여 편을 범위로 제한한 후 현대 의학적 치료만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고 200여 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론

1. 치매의 한의학적 기원

치매와 관련하여 한의학에서는 『醫學正傳』의 愚痴, 『資

生經』의 痴證, 『鍼灸甲乙經』의 呆痴, 『辨證錄』의 呆病,

『景岳全書』의 痴呆, 『臨証指南醫案』의 神呆 등으로 다양하

게 표현되었으며, 그 외에도 善忘, 健忘, 言語顚倒, 부분적인 癲

證, 狂證, 鬱證 등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남을 언급하고 있다. 각

문헌을 살펴보면 情志抑鬱, 老年虛衰, 稟賦不足, 傷寒 및 暑의 外

感, 驚風癲癇 약의 오용，痰, 瘀血에 의한 치매 증상의 설명이 있

었고, 癲, 狂, 癎과 관련하여 설명한 경우도 많았다.

치매의 주요 증상이 정신, 신지 변화이므로 心, 腦와 神志와

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있어 왔다. 心主神明論은 『靈樞』 「邪

客」의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精神之所舍也”의 이론에 근

거한 것으로 神志 활동이 心에 의한 것이며, 心神이 생명 과정을

통제하고 腦는 心腎 兩臟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송일곤
5)
등은

정신활동이 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腦 이전에 心을 위주로

접근해야 이론과 임상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원인으로는 心腎不

交, 心脾虛, 心膽虛怯 등으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腦主神明論은

『靈樞』 「海論」의 “腦爲髓之海”와 『素問』 「脈要精微」의

“頭者精明之府”에 기초한 것으로 腦가 神明을 주관할 뿐 아니라

전신 각부를 조절한다고 보는 것이다.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대뇌

와 기억 및 정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王淸

任의 『醫林改錯』 「腦髓說」 “靈機記性不在心在腦”, “兩耳通

腦, 所聽之聲歸於腦, 腦氣虛, 腦縮小, 腦氣與耳竅之氣不接, 故耳

聾”, “高年無記性者, 腦髓漸空” 등에서 볼 수 있다.

2. 치매의 변증 유형 분류

문헌별로 치매에 대한 변증 유형을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虛證에는 腎虛髓減證(精氣虧虛, 髓海不足), 氣血虧損, 肝腎

虧虛(肝腎陰虛), 脾腎虧虛(脾腎陽虛), 心脾兩虛 등이 있고, 實證

에는 心肝火旺(心火亢盛), 氣滯血瘀(瘀血內阻, 瘀阻腦絡), 痰濁阻

竅(濕痰蒙竅), 痰瘀阻竅 등이 있으며, 虛實挾雜으로 氣虛血瘀型

을 설명하었다. 그리고 일부 문헌은 心肝陰虛證, 熱毒熾盛證, 餘

熱未淸證(邪毒犯腦證), 肝陽上亢, 陰虛陽亢, 心肝陰虛 등을 제시

하였다. 문헌별 변증 유형 분류는 Table 2와 같다

3. 치매의 변증 유형별 치법 및 처방

Table 2에 언급된 문헌에서 제시하는 치법과 처방을 살펴하

면 Table 3과 같은데 景岳全書의 七福飮과 左歸丸, 辨證錄의 洗

心湯과 指迷湯, 醫林改錯의 通竅活血湯, 血府逐瘀湯과 補陽還五

湯, 醫方集解의 還少丹, 外臺秘要의 黃連解毒湯 등이 많이 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치매의 현대 임상례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의 China

Academic Journals(CAJ)에서 2012년과 2013년의 치매 관련 임상

논문 500여편 중 현대 의학적 치료를 보고한 것은 제외하고 한의

학 변증과 치법을 적용한 논문 200여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임상례는 Table 4와 같다. 혈관성치

매의 임상례가 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알츠하이머

성 치매가 100여건이었으며 그 외 파킨슨병 치매와 알코올 관련

치매 등이 조사되었다. ‘額顳葉痴呆(전두측두엽치매)’, ‘路易體痴

呆(레비소체치매)’, ‘尼曼-匹克病(픽병)’, ‘尼曼-皮克病(픽병)’,

‘Huntington舞蹈病(헌팅톤 무도병)’, ‘亨廷頓病(헌팅톤 무도병)’

등의 검색어로 조사한 치매는 임상 보고 차원으로 한의학적 설

명이나 변증 유형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肝陽上亢型, 腎虛血瘀型, 腎精虧虛證, 髓

海不足證, 氣虛血瘀型, 氣滯血瘀證, 痰濁阻竅型, 心脾兩虛型, 腎

虛痰濁型, 腎虛血瘀型 등과 같은 변증 유형이 보고되었고, 변증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치매의 일반적인 병기를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는 痰瘀交阻型, 瘀阻腦竅型 등의

변증유형으로, 파킨슨병 치매에서는 肝腎陰虛型, 腎虛毒損, 肝氣

鬱結, 陰虛風動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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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 on dementia

저 자 문 헌 명 원 문 설 명

明代 張景岳

『景岳全書』  
「卷之三十四天集 
雜証謨 癲狂痴呆 

論治(共五條)」  

“痴呆證， 凡平素無痰， 而或以鬱結， 或以不遂， 或以思慮， 或以疑惑， 或以驚
恐， 而漸致痴呆。 言辭顛倒， 舉動不經， 或多汗， 或善愁， 其證則千奇萬怪，
無所不至。 脈必或弦或數， 或大或小， 變易不常。 此其逆氣在心或肝膽二經，
氣有不清而然。 但察其形體強壯， 飲食不減， 別無虛脫等證。 則悉宜服蠻煎治
之， 最穩最妙。 然此證有可愈者， 有不可愈者， 亦在乎胃氣元氣之強弱， 待時
而複， 非可急也。 凡此諸證， 若以大驚猝恐， 一時偶傷心膽， 而致失神昏亂者

。 此當以速扶正氣爲主， 宜七福飲， 或大補元煎主之。 ”

치 매 의  病因, 病機, 病位, 證候, 治法 및  
預後를  상 세 히  설 명 하 였 는 데  鬱結, 不遂, 

思慮, 疑惑, 驚恐 등 이  치 매 의  致病 
원 인 이 고  病位는  心을  위 주 로  肝膽과  

관 련 이  있 다 고  하 였 다 . 
이 에  대 해  劉雅芳 등 은  

“言辭顛倒， 舉動不經， 或多汗， 或善愁”가  
정 도 의  차 이 가  있 지 만  유 사 하 고 , 景岳이  

치 매 의  중 요  증 상 인  기 억 장 애 를  언 급 하 지  
않 은  점 을  들 어  현 대  질 병 의  

정 신 분 열 증 에  해 당 한 다 고  하 였 다 .4 )

漢代 華佗
『華佗神方』  「卷四 

四O 六一 
華佗治痴呆神方」

“此病患者常抑鬱不舒， 有由憤怒而成者， 有由羞恚而成者。 ” 정 지  억 울 로  인 한  치 매 의  처 방 을  
제 시 하 였 다 .

宋代 竇材
『扁鵲心書』  「卷中 

神痴病」  

“凡人至中年， 天數自然虛衰， 或加妄想憂思， 或爲功名失志， 以致心血大耗，
痴醉不治， 漸至精氣耗盡而死， 當灸關元穴三百壯， 服延壽丹一斤。 此證尋常
藥餌皆不能治， 惟灸艾及丹藥可保無虞。 （ 此乃失志之證， 有似痴呆， 或如神
祟， 自言自笑， 神情若失， 行步若聽， 非大遂其志不能愈， 故愈者甚少。 ） ”

노 년  허 쇠 로  인 한  치 매 를  설 명 하 였 다 .

明代 萬全
『萬氏女科』  「卷之二 
胎前章 總論胎義」  

“其母傷則胎易墮， 其子傷則臟氣不完， 病此多矣。 盲聾喑啞， 痴呆癲癇， 皆稟
受不正之故也。 ”

태 교  잘 못 으 로  품 부 를  바 로  받 지  못 할  때  
나 타 날  수  있 는  증 상  중  하 나 로  

설 명 하 였 다 .

淸代 俞根初
『重訂通俗傷寒論』  
「第八章 傷寒兼證 

第十九節 發狂傷寒」

“若面色板鈍。 目神滯頓。 迷妄少語。 喜陰惡陽。 飲食起居若無病者。 多從屈鬱
不伸。 而爲失志痴呆。 宜癲狂霹靂散。 ” 發狂傷寒에 서 의  증 상 을  설 명 하 였 다 .

淸代 葉天士
『臨証指南醫案』  「卷五 

暑」

“脈右緩大。 左弱。 面垢色已減。 痰嗽不爽。 良由胃中津液。 爲辛散溫燥所傷。
心營肺衛。 悉受熱焰蒸迫。 致神呆喘急耳聾。 清陽阻痹。 九竅不利。 首方宣解

氣血。 繼方芳香通竅。 ”
暑에  의 한  神呆를  설 명 하 였 다 .

明代 孫一奎
『赤水玄珠』  

「第二十六卷 癎門」  
“餘往往見多服驚風鎮心之藥者， 驚定之後， 痴呆愚鈍， 寡言寡笑， 靈覺寂無，

愀然可憫。 詎思前藥之所誤哉。 ”

辰砂, 雄黃, 金箔, 水銀, 鉛粉 등 의  
驚風癲癇 약 의  오 용 으 로  나 타 날  수  있 는  

치 매  증 상 을  설 명 하 였 다 .

淸代 俞根初
 『重訂通俗傷寒論』  
「第九章 傷寒夾證 
第二節 夾痰傷寒」

“痰火爍肝。 肝藏相火而主筋。 輕則頭暈耳鳴。 嘈雜不寐。 手足躁擾。 甚發瘈瘲
。 法當清火鎮肝。 羚角鉤藤湯加減。 … …  

重則昏狂痙厥。 癲癇痴呆。 直上巔頂。 沖激神經。 法當先通腦氣。 藜香散。 ”
痰火에  의 한  증 상 으 로  설 명 하 였 다 .

淸代 吳邁
『方症會要』  「卷一 痰症 

諸症挾痰歌」
“痰涎碧甸清攻上頭時眩暈倒眼瞤目禁耳中鳴嗌喉閉塞牙關緊噯氣吞聲嘔逆頻夜

臥不安奇怪夢遊風腫痛並無名怔忡健忘時驚怖癲走痴呆不識人” 痰에  의 한  증 상 으 로  설 명 하 고  있 다 .

淸代 朱時進

『一見能醫』  「卷之六 
病因賦中 

癲狂者分心肝之熱極 
痴呆(附)」  

“不知人事而行動失常者， 謂之痴。 語言不出， 坐而默想者， 謂之呆。 … …  
凡此數病， 皆因神志不守， 作事恍惚， 一時痰迷心竅， 更加大熱鬱結， 痰涎壅

盛， 神思不定， 卒然而爲病也。 ”

癲, 狂, 妄語 등 과  같 이  치 매 를  
痰涎壅盛으 로  인 한  것 으 로  설 명 하 고  

있 다 .

淸代 陳士鐸
『石室秘錄』  「卷六(數集) 

禾病」  

“禾病    
雷公真君曰： 呆病如痴， 而默默不言也， 如饑而悠悠如失也， 意欲癲而不能，
心欲狂而不敢， 有時睡數日不醒， 有時坐數日不眠， 有時將己身衣服密密縫完
， 有時將他人物件深深藏掩； 與人言則無語而神遊， 背人言則低聲而泣訴， 與
之食則厭薄而不吞， 不與食則吞炭而若快。 此等症雖有祟憑之， 實亦胸腹之中
， 無非痰氣。 故治呆無奇法， 治痰即治呆也。 然而痰勢最盛， 呆氣最深， 若以

尋常二陳湯治之， 安得獲效。 ”

치 매  증 상 을  설 명 하 고  痰氣를  원 인 이 라 고  
하 였 다 .

淸代 陣士鐸
『辨證錄』  「卷之四 

呆病門(六則)」

“呆病之成， 必有其因， 大約其始也， 起於肝氣之鬱, 其終也, 由於胃氣之衰, 
肝鬱則木克土, 而痰不能化, 胃衰則土制水, 而痰不能消, 於是痰積在胸中, 

盤踞於心外, 使神明不清而成呆病矣, 法宜開鬱逐痰, 健胃通氣, 則心地光明, 
呆景盡散也。 ”

치 매  증 상 을  상 술 할  뿐  아 니 라  원 인 과  
치 법 을  서 술 하 였 다 .

淸代 王旭高
『醫學芻言』  

「第十六章癲,狂,癎」

“癲者， 痴呆之狀， 哭笑無常， 語言無序， 其人常靜”와  『臨証指南醫案』  「卷七 
癲癎」  

“每遇經來紫黑。 癇疾必發。 暮夜驚呼聲震。 晝則神呆。 面青多笑。 火風由肝而
至。 泄膽熱以清神。 再商後法。 ”

癲癎과  관 련 하 여  설 명 하 였 다 .

宋代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卷之九 健忘證治」

“脾主意與思， 意者記所往事， 思則兼心之所爲也。 故論云， 言心未必是思， 言
思則必是心， 破外人議思心同時， 理甚明也。 今脾受病， 則意舍不清， 心神不

寧， 使人健忘， 盡心力思量不來者是也。 ”
脾와  心神不寧의  관 계 를  설 명 하 고  있 다 .

清代 沈金鼇
『雜病源流犀燭』  「卷六 
驚悸悲恐喜怒憂思源流」 “有因思勞傷心脾, 致健忘失事, 言語顛倒如痴者(宜歸脾湯)” 心脾 손 상 으 로  인 한  健忘을  설 명 하 고  

있 다 .

清代 陳士鐸
『辨證錄』  「卷之四 

呆病門(六則)」
“人有年老而健忘者, 近事多不記憶, 雖人述其前事, 猶若茫然, 

此真健忘之極也。 ” 노 년 허 쇠 로  인 한  健忘을  설 명 하 고  있 다 .

清代 王學權 『重慶堂隨筆』  「卷上」 “蓋腦爲髓海， 又名元神之府， 水足髓充， 則元神清湛而強記不忘矣。 若火炎髓
竭， 元神漸昏， 未老健忘， 將成勞損也奚疑！ ” 髓竭로  인 한  健忘을  설 명 하 고  있 다 .

淸代 汪昻
『醫方集解』  「補養之劑 

第一 孔聖枕中丹」 “人之精與志皆藏於腎， 腎精不足則志氣衰， 不能上通於心， 故迷惑善忘也。 ” 心腎不交로  인 한  善忘을  설 명 하 고  있 다 .

丁甘仁
『丁甘仁醫案』  「卷三 

神志案」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肝爲將軍之官， 謀慮出焉； 脾爲諫議之官， 思想出
焉。 曲運神機， 勞傷乎心； 謀慮過度， 勞傷乎肝； 持籌握算， 勞傷乎脾。 心肝
之陰已傷， 暗吸腎陰， 水不涵木， 厥陰獨亢， 脾弱不能爲胃行其津液， 水穀之
濕生痰。 陽升於上， 痰濁隨之， 蒙蔽清竅， 堵塞神機， 神呆不語， 類乎癲也，

時或多言， 類乎狂也。 ”

치 매 를  痰濁으 로  인 한  神志와  관 련 하 여  
설 명 하 고  있 다 .

일 본  丹波元堅
『雜病廣要』  「臟腑類 

癲狂 狂」

“痴證  
人病狂痴， 手足厥， 作狂病治不效。 《名醫錄》曰： 此驚恐憂思所得。 大驚傷心
， 大恐傷腎， 大憂思傷神志。 神不足則狂痴， 志不足則恐怖， 恐怖則腎氣留積

， 足不收， 亦因積驚恐氣傷腎也。 （ 《資生》） ” 

神不足으 로  인 한  치 매 를  설 명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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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 唐容川  『血證論』  「卷六 健忘」

“失血家心脾血虛。 每易動痰生火。 健忘之證尤多。 又凡心有瘀血。 亦令健忘。
… …  

血在上。 則濁蔽而不明矣。 凡失血家猝得健忘者。 每有瘀血。 血府逐瘀湯。 加
鬱金菖蒲。 或朱砂安神丸。 加桃仁丹皮鬱金遠志。 ”

瘀血로  인 한  健忘을  설 명 하 고  있 다 .

淸代 王清任
『醫林改錯』  「卷下 

痺症有瘀血說 
癲狂夢醒湯」

“乃氣血凝滯， 腦氣與臟腑氣不接， 如同作夢一樣” 瘀血로  인 해  뇌  기 능 이  저 하 될  때 를  
설 명 하 고  있 다 .

淸代 葉天士
『臨証指南醫案』  「卷一 

中風」

“金（ 六九） 初起神呆遺溺。 老人厥中顯然。 數月來夜不得寐。 是陽氣不交於陰
。 勿謂痰火。 專以攻消。 乃下虛不納。 議與潛陽。 ”과  

“或風陽上僭。 痰火阻竅。 神識不清。 則有至寶丹芳香宣竅。 或辛涼清上痰火。 ”

중 풍 후  치 매  증 상 을  언 급 한  문 헌 도  
있 는 데  이 는  혈 관 성 치 매 에  속 하 는  것 으 로  

볼  수  있 다 .
중 풍  후 에  神志에  손 상 을  받 을  수  있 음 을  

설 명 하 였 다 .

清代 沈金鼇
『雜病源流犀燭』  「卷六 

煩躁健忘源流 
治健忘方十三」

“加減固本丸 … …  此方兼治中風後善忘。 ” 중 풍  후  치 매  처 방 을  제 시 하 였 다 .

Table 2. Classification of syndrome differentiation in literature

문 헌 명
虛證 實證

기 타
腎, 髓 氣血虛 肝腎陰虛 脾腎兩虛 心脾兩虛 心肝火 血瘀 痰

『中藥新藥臨床硏究指導原則』
6 ) 腎虛髓減證 心脾兩虛證 氣滯血瘀證 痰濁阻竅證 心肝陰虛證

『中醫神經精神病學』 7 )
稟賦不足, 
精氣虧虛, 
髓海不足

氣血虛弱 肝腎陰虛 脾腎兩虛 心肝火旺
氣虛血瘀, 
氣滯血瘀

痰濕阻竅

『現代難治病中醫診療學』 8 ) 精髓虧乏 肝腎陰虛 心脾兩虛 心火亢盛 氣滯血瘀 濕痰蒙竅 肝鬱陽亢

『中醫內科證治學』 9 ) 腎虛精耗, 
髓海不充

氣血虧損, 
髓海不充

情志損傷, 
氣滯血瘀

脾爲濕困, 
痰蒙淸竅

『中醫內科學』 1 0 ) 髓海不足證 肝腎虧虛證 脾腎不足證 心肝火盛證 痰瘀阻竅證

『常見症狀中醫鑑別診療學』 1 1 ) 精髓虧虛證 肝腎陰虛證 脾腎兩虛證 心脾兩虛證 瘀阻腦絡證 痰蒙心竅證
餘熱未淸證, 
邪毒犯腦證

『中醫症狀鑑別診斷學』 1 2 )
髓海不足 肝腎虧虛 氣鬱血虛 濕痰阻竅

『實用中醫老年病學』 1 3 )(알 츠
하 이 머 성  치 매 ) 腎精虛衰 氣血兩虛 氣滯血瘀 痰濁阻竅

『實用中醫老年病學』 (혈 관 성  
치 매 ) 氣血不足 肝腎虧虛 瘀阻淸竅 痰濁阻竅

肝陽上亢, 
陰虛陽亢 

『中醫老年病臨床硏究』 1 4 ) 腎虛髓減 心脾兩虛 氣滯血瘀 痰濁阻竅 心肝陰虛

『한 의 신 경 정 신 과 학 』 1 5 ) 精氣不足證 氣血虛弱證 肝腎不足 脾腎虧虛證 氣滯血瘀證 痰濁阻竅證 熱毒熾盛證 

『심 계 내 과 학 』 1 6 ) 髓海不足 脾腎陽虛 心肝火盛 瘀血內阻 痰濁阻竅

Table 3. Treatments and prescriptions for syndrome differentiation

변 증  유 형 치 법 처 방

腎虛髓減(精氣虧虛, 
髓海不足)

滋腎養精, 塡髓健腦
補腎塡精, 健腦生髓
補精塡髓, 開竅醒神
補腎塡精, 益髓健腦

補腎益精, 塡腦充髓
塡精補髓, 養腦醒神
補腎塡精, 益髓增智

補腎塡精益髓
塡精補髓
補益精氣

補益肝腎, 益髓增智

七福飮加減(景岳全書)
還少丹(醫方集解)

補天大造丸(吳球方)
左歸丸(景岳全書)

補天大造丸(醫學心悟) , 補天廣嗣物類有情丹(衛生編) , 長春至寶丹(延齡纂要) , 補腦丸(醫徹)
左歸丸合龜鹿二仙膠加減

河車大造丸加味
補腎益髓湯加減

七福飮
左歸飮, 河車大造丸

還少丹加減
大補元煎, 虎潛丸, 六味地黃丸, 杞菊地黃丸

氣血虧損
益氣補血, 養心安神

益氣養血
益氣養血, 健腦益智

歸脾湯合當歸芍藥散加減
八珍湯加味

八物湯合菖蒲丸加減

肝腎虧虛(肝腎陰虛)

滋補肝腎, 安神定志
滋補肝腎

滋補肝腎, 平肝潛陽
補益肝腎, 潛陽息風

滋補肝腎
滋補肝腎, 息風

左歸丸(景岳全書)合加味定志丸(雜病源流犀燭)
大補陰丸加味
還少丹加味
左歸丸加減

左歸丸
珍珠母丸加減

脾腎虧虛(脾腎陽虛)

溫腎健脾
補益脾腎, 生精益智
補腎健脾, 益氣生精

補腎健脾
補益脾腎, 生精益智

金匱腎氣丸加減(金匱要略)
還少丹加減

還少丹
金匱腎氣丸加減

八味地黃丸, 歸脾湯

心脾兩虛

補益心脾, 健腦益智

補益心脾, 安神定志
健脾養心, 益氣補血

七福飮(景岳全書) , 宣志湯(辨證錄) , 茯神湯(濟生方) , 定志丸(和劑局方) , 人參丸(景岳全書) , 
歸脾湯(濟生方)

養心湯
益氣安神湯

心肝火旺(心火亢盛) 淸熱瀉火, 鎭靜安神 黃連解毒湯加減(外臺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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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心瀉火, 鎭靜安神
淸熱瀉火, 安神定志
淸熱瀉火, 安神定志

瀉心湯合導赤散加味
黃連解毒湯加減

黃連解毒湯, 至寶丹, 牛黃淸心丸

氣滯血瘀(瘀血內阻, 
瘀阻腦絡)

行氣活血, 通竅健腦
活血行氣, 醒神開竅

活血化瘀, 通絡利竅
活血祛瘀, 通脈開竅
行氣活血, 宣竅醒神

化瘀開竅醒腦
理氣和血

行氣活血, 通竅醒腦
活血化瘀, 開竅醒腦

通竅活血湯加減(醫林改錯)
通竅活血湯(醫林改錯) , 血府逐瘀湯(醫林改錯) , 桃仁承氣湯(傷寒論) , 桃紅四物湯(濟陰綱目) , 

復元活血湯(衛生寶鑑) , 補陽還五湯(醫林改錯)
血府逐瘀湯加減

血府逐瘀湯
補陽還五湯加味

通竅活血湯
逍遙散合甘麥大棗湯加減

通竅活血湯加減
通竅活血湯, 桃紅四物湯, 桂枝茯苓丸

氣虛血瘀 益氣養血, 活血通絡 補陽還五湯加味(醫林改錯)

痰濁阻竅(濕痰蒙竅)

健脾益氣, 化痰宣竅
化痰宣竅, 健脾益氣

燥濕化濁, 豁痰開竅
燥濕化痰, 健脾和胃
健脾化痰, 醒神開竅

化痰開竅
豁痰開竅

豁痰化濁, 開竅醒神
健脾化痰, 豁痰降濁開竅

指迷湯加減(辨證錄)
洗心湯(辨證錄) , 滌痰湯(濟生方) , 淸心滾痰丸(沈氏尊生書) , 啓心救胃湯(辨證錄) , 蘇心湯(辨證錄) , 

淸心導痰丸(雜病源流犀燭)
滌痰湯加減

半夏白朮天麻湯
洗心湯
洗心湯

轉呆丹, 指迷湯
洗心湯加減

六君子湯, 溫膽湯, 半夏白朮天麻湯

痰瘀阻竅 健脾化痰, 活血開竅 指迷湯合通竅活血湯加減

心肝陰虛
補心寧神, 滋陰養肝 酸棗仁湯(金匱要略) , 安神補心丹(沈氏尊生書) , 天王補心丹(攝生秘剖) , 柏子養心丸(景岳全書) , 

四物安神湯(萬病回春) , 孔聖枕中丹(千金要方)
熱毒熾盛 淸熱解毒 黃連解毒湯加減

餘熱未淸 養陰淸熱通竅 竹葉石膏湯

邪毒犯腦 解毒化濁開竅 補陽還五湯, 蘇合香元

肝陽上亢
平肝潛陽

平肝潛陽, 醒神開竅
天麻鉤藤飮加減
天麻鉤藤飮加味

陰虛陽亢 滋陰潛陽 鎭肝熄風湯加減

Table 4. Clinical cases on dementia

병 명 처 방 명 효 능 증 형 , 병 기 보 고 자 총 유 효 율

血管性痴呆

天智顆粒 益智安神, 平肝潛陽 肝陽上亢型 白潔17 ) 83 .8%
醒腦益髓湯 填精益髓, 補腎活血, 化瘀通竅 腎虛血瘀型 徐冰18 ) 80 .0%

複方丹參注射液+ 黃芪注
射液

通利血脈, 益氣養元, 健脾利濕 氣虛血瘀型 李國林19 ) 86 .8%

補脾益心湯 益氣補血, 健脾養心 心脾兩虛型 魏孟玲
20 ) 88%

益氣補腎法 益氣補腎, 活血化痰通竅 腎精虧虛證 王小青21 ) 85%
通心絡膠囊 理氣化痰祛瘀 氣滯血瘀證 楊文文

22 ) 63 .3 3%
腦血疏通 益氣活血化瘀 氣虛血瘀型 張志剛

23 ) 77 .1 4%
溫膽湯加味 清熱燥濕, 化痰開竅 痰濁阻竅型 楊華

24 ) 70 .0%
蓯蓉總苷膠囊 補腎益髓, 健腦益智 髓海不足證 張彥紅

25 )

複聰益智湯 補腎益腦, 化痰祛瘀通竅 腎虛痰濁型 夏建成
26 ) 78 .0%

通絡益腦丸
補腎益精, 
活血通絡

腎虛血瘀型(腎精虧虛證, 瘀血阻絡證) 孟凡蓮27 ) 82 .6%

補腎益智湯
益腎健腦, 填髓增智, 化痰祛瘀, 健脾益氣, 

平肝潛陽
髓海不足, 氣滯血瘀證 李敬會28 ) 91 .3%

聖濟二精顆粒 助氣固精, 破瘀化痰 腎精虧虛型, 腎虛痰瘀 舒宏29 ) 94 .2 9%
益智開竅湯 滌痰通絡, 活血, 化痰, 開竅 痰瘀阻絡, 氣機不暢型 亓子坤30 )

參芎膠囊 益氣活血, 化痰逐瘀, 通脈舒絡 痰濁蒙竅, 瘀血阻滯型 唐東暉31 ) 81%
參芎膠囊 養血通絡, 填髓益氣 風痰瘀阻, 髓海不足型 呂海兵32 ) 83 .3%

辨證治療 補腎益智, 清熱活血, 平月稱息風
氣滯血淤型, 痰濁阻竅型, 脾腎不足型, 

肝腎虧虛型
呂洪波

33 ) 92 .0%

複發丹參注射液+ 黃芪注
射液

行氣活血, 通經化瘀 淤血 李紅
34 ) 90%

通痹益腦湯 益氣化瘀, 豁痰通痹利竅, 補髓益腦 氣虛血瘀 陽正國35 )

交泰丸聯合鹽酸多奈呱齊 補腎, 養心 心腎之不交 胡玉英36 ) 86 .7%

補腎活血化瘀驗
方

去除瘀血濁痰 瘀血與痰濁 楊成林37 ) 90 .0 0%

參芎補腎膠囊 補腎益氣活血, 健腦益智抗呆 腎虧氣虛血瘀 郭明冬
38 )

通竅活血湯 活血化瘀, 宣竅健腦 血瘀阻滯脈絡 盧昌均
39 ) 76 .3%

還少丹加減 補腎健脾, 生精填髓 脾腎功能失調 吳天晨
40 ) 90 .7%

降脂複聰丸 解毒祛痰, 消瘀通絡 濁毒損傷腦絡 袁兵
41 ) 77 .1%

桃紅四物湯加味 活血開竅, 益精補髓, 化痰濁祛瘀 瘀血, 痰濁 董宏利
42 ) 66 .7%

益智湯 健脾益腎, 祛瘀化濁, 醒神開竅 脾腎虧損, 痰瘀互結 李世夠43 ) 63 .3 3%



박미선․김영목

- 256 -

益腎療痴湯 益腎填髓, 化痰祛瘀通竅 腎虛髓空, 痰瘀閉阻腦絡 周山44 ) 77 .5%

藥治療 補氣活血, 通絡益腎 元氣虧虛, 瘀血痹阻腦絡 楊軍偉45 ) 92 .2 4%
化瘀膠囊 通竅開腠 腦腠開合失常, 腦腠瘀阻 楊進玉46 ) 76 .2 5%

活血榮絡片 滋陰榮絡, 活血化瘀, 祛風化痰清熱 腎精虧虛, 榮氣虛滯 彭勃47 ) 88 .8 8%
心腦通絡液 補益氣血, 活血化瘀 肝腎虧虛, 髓海不足 徐瑩48 ) 86 .7%

補腎活血健腦湯 補腎活血, 健腦益智 腎精虧虛, 腦絡瘀阻 馮瑩瑩49 )

健腦益智湯 益腎化濁, 祛瘀逐痰, 益智醒腦 腎虛精虧爲本, 痰瘀濁毒阻絡蒙竅爲標 文天保50 ) 86 .6 7%
自擬通腦湯 補益腎氣, 補氣健脾, 醒腦開竅 元氣虧虛, 血瘀腦絡痹阻 曾惠芳51 ) 91 .6 7%

益腎健脾湯 健脾補腎, 除痰化瘀, 氣血兩旺, 通絡養精 氣血兩虧, 腦內血瘀 李四方
52 ) 80 .0 $

益氣補腎活血化瘀方 益氣補腎活血化瘀 腎虛, 痰瘀內阻 孫小平53 ) 87 .5%

活血祛瘀益智方
溫補脾腎, 健腦化呆, 益氣活血, 通絡宣竅, 

開竅益智
腎虛, 痰瘀內阻 王玲琳54 ) 64%

還少丹加減聯合奧拉西
坦注射液

補腎健脾, 益氣生精 脾腎陽虛, 肝腎陰虛 古春青55 ) 97 .6 2

強力增智靈 活血通絡, 化痰降濁, 益腎健腦 氣血虧虛, 痰瘀留滯 田軍彪
56 ) 79 .1 7%

歸芍療痴湯 祛瘀化痰通絡, 益腎填髓 痰瘀閉阻腦絡, 腎虛髓空 程善廷
57 ) 75 .0%

補腎益智湯
益腎健腦, 填髓增智, 化痰祛瘀, 健脾益氣, 

平肝潛陽
痰瘀互結(髓海不足(腎虛髓減) , 氣滯血瘀) 李敬會58 )

天智顆粒 平肝潛陽, 清熱活血, 補益肝腎, 益智安神 肝陽上亢, 肝腎陰精虧損, 痰阻血瘀 魏春華59 )

自擬健腦湯 補肝腎, 祛痰瘀, 養腦髓, 啟神智 肝腎虧損, 腦髓不足, 痰濁內蘊, 瘀血阻滯 張瑞彬60 ) 82 .8 9%
補虛通竅湯＋ 西藥 補益氣血, 益精填髓, 化痰活血通竅 腎精不足, 痰瘀阻竅, 腦脈不通 周嘉澄61 )

紅燈散瘀湯 活血化瘀, 化痰, 益腎 腎精虧虛, 髓海不足, 痰濁阻竅, 瘀血阻腦 沈志芳62 ) 86 .7 9%

補腎益腦湯 補腎健脾, 補髓益腦
腎虛爲本, 痰瘀爲標(氣血不足, 腎精虧虛, 

腦髓失養, 氣滯痰阻, 血瘀於腦) 王文超
63 ) 82 .0%

補腎益智湯 補腎精生腦髓益智 臟腑氣血衰弱, 痰瘀痹阻, 感受外邪 張昱64 ) 68%
生脈膠囊 補氣生血 氣血虧虛, 氣滯血瘀, 痰瘀互結痹阻腦脈 王結勝65 )

複方蓯蓉益智膠囊 益腎養肝, 活血化濁, 健腦增智
肝腎陰虛, 心腎不交, 腦髓缺養, 致氣血兩虛, 

凝成痰瘀互阻於腦絡
李根祥

66 )

天智顆粒 平肝熄風, 補腎益智, 清熱活血, 安神 肝陽上亢, 肝腎陰精虧損導致痰阻血瘀 馬永明67 ) 87 .0 4%
奧拉西坦

聯合補陽還五湯
益氣養血, 化瘀通絡 氣血不足, 腦髓失養, 或氣滯, 痰阻, 血瘀於腦 武潔68 ) 87 .5%

補髓增智
湯

滋腎填精, 補髓充腦, 寧神增智, 活血開竅
氣血不足, 腎虛髓減, 痰濁蒙竅, 瘀阻腦絡, 

心肝火旺
劉蘭印69 ) 90 .9 1%

龍首參葛丸 補肝腎, 補氣, 活血祛瘀
肝腎虧虛, 髓海不足, 氣滯血瘀, 

痰濁瘀血痹阻腦絡
馬獻中70 ) 86 .0 0%

六味地黃湯加減 滋腎填精, 益髓健腦, 平肝潛陽, 醒神開竅 腎虛髓空爲本, 痰阻血瘀爲標 趙麗豔71 )

地黃益腦膠囊 補腎, 健脾養肝, 補血活血, 養心安神 腎精虧虛爲本, 風火痰瘀爲標 王東梅72 ) 80%

益智湯 補腎化瘀, 養腦開竅 本虛爲陰精, 氣血虧虛, 標實爲氣, 火, 痰, 瘀 屈秀峰
73 ) 96 .7%

祛瘀醒腦補腎湯 祛痰, 醒腦補腎
腎精氣不足, 腦髓失養, 脈道失充, 

氣血運行受阻, 以致瘀血痰濁上蒙清竅所致
李敏

74 ) 90 .9%

醒智顆粒 益氣, 化痰, 活血通絡, 開竅醒智 臟腑虧虛, 氣血不足, 腦竅失養 +  虛, 痰, 瘀 付毅敏75 ) 79 .8%

天麻鉤藤飲 平肝潛陽, 補益肝腎, 益智安神
腎精虧虛, 腎陰不足, 肝失所養, 肝陽上亢, 

風陽內動, 髓海失養而發病
劉雪景76 ) 90%

益智方 補腎, 活血豁痰 腎精不足爲本, 痰淤阻絡爲標 蘇保江
77 ) 86 .7%

防己地黃湯 散痹阻腦竅, 滋陰降火, 逐痰熄風 腎精虧虛, 腦髓失充, 瘀痰痹阻脈絡 羅彩容
78 ) 90 .0 0%

醒腦複智湯 醒腦複智, 補虛化瘀
痰瘀蒙閉清竅(氣血虧虛, 腎虛髓空爲本, 

痰瘀留滯腦髓, 迷蒙清竅爲標) 席順英79 ) 93 .3 3%

豁痰開竅健脾湯 理氣化痰, 益氣健脾 肝鬱盛脾, 胃衰痰生, 積於胸中, 盤踞心竅 韓玉晶80 ) 91 .2 5%
補腎通髓醒腦方 補腎益精填髓, 活血化痰通竅 本虛爲精髓氣血, 標實爲風火, 痰阻, 血瘀 黃湲81 )

河車大造丸 補腎養精, 養陰潛陽, 祛瘀通絡
肝腎功能虧虛, 精血不足爲本, 痰濕蒙竅, 

肝鬱不舒爲標
譚濤82 ) 80 .0 0%

通絡益氣健腦湯 益氣補腎, 醒腦開竅, 化瘀通絡
元氣虧虛, 血瘀腦絡痹阻(腎精虧虛爲本, 

痰濁,瘀血,濁毒互結爲實) 馬俊勇
83 ) 94 .8 7%

藥治療 補精填髓, 活血, 化瘀, 祛痰, 瀉火 瘀阻腦竅, 痰濁較盛, 陰虛火旺 李新強84 ) 94%

養血清腦顆粒 養血活血, 平肝潛陽
本虛有內傷勞損, 精氣虧虛, 元氣虧乏, 

但以腎虛爲主, 實證不外氣滯, 血瘀, 痰濁, 
熱毒

王國華85 ) 91 .7%

腦心通膠囊 益氣活血, 化瘀通絡 郭清軍86 ) 84 .6％

梗死性痴呆

康腦方 補腎益腦, 活血化瘀, 醒神開竅 腎陰不足, 精氣虛損, 血脈瘀阻 童二昌87 ) 50%
首靈健腦膠囊 益氣補腎填精, 活血化瘀開竅 腎虛爲本, 痰濁瘀血阻滯腦絡爲標 陳康遠88 ) 90%
補氣活血方 補氣, 行血, 通絡 元氣虧虛, 瘀血痹阻腦絡 尤志珺89 ) 83 .3%

消栓益智膠囊 益氣活血化痰, 開竅通絡, 寧心益智 氣虛血瘀, 元神迷蒙 羅麗彬90 ) 90%
逐瘀通脈膠囊 活血通經, 化瘀祛濁 鄧品瑞91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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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年性痴呆(阿
爾茨海默病)

腦靈湯 補精益氣, 輔以活血化淤, 豁痰開竅 氣血痰淤纏結 吳波92 )

補陽還五湯加減 氣旺血行, 瘀祛絡通 瘀血阻滯腦脈 何紅玲93 )

精制醒腦散 補腎充腦, 益精養腦, 補氣活血, 開通玄府 腎精不足(腎虛髓空) 常富業94 ) 80 .5%

黃連解毒湯 收泄解毒 熱毒(毒浸腦府, 腦竅雍塞) 邵衛95 )

通竅活血湯加減 活血化瘀, 豁痰開竅 痰瘀交阻型 楊華96 ) 65%
抵當湯加減 瘀阻腦竅型 王康鋒97 ) 80 .0%

石曹蒲遠志散 醒肺調氣, 化痰開竅, 使肺充神 痰濁蒙竅擾神 鄭明昱98 )

補腎益髓養腦化痰湯 補腎, 化瘀祛痰開竅 心脾腎虛或夾痰 錢超99 ) 94 .6%
補腎填精方加減 補腎生髓充腦 腎陰虧虛或腎中精氣不足 劉進進10 0 ) 90 .0 0%

藥治療 補益肝腎, 健腦, 活血化瘀, 化痰開竅 腎精受損, 髓海不足 王明華10 1 ) 86 .6 7%
加味七福飲 滋補肝腎, 填精養血, 益髓榮腦 肝腎虧損, 精血不足 賈海龍10 2 )

補腦合劑 補腎益精, 充腦強神 腎精虛損, 腦髓不充 張中發10 3 ) 62 .5%
改良三甲散 滋補肝腎, 活血化痰 腎虛髓空, 痰瘀阻腦型 黃潔茹10 4 )

補腎益智顆粒 填精補髓, 破瘀開竅 腎虛髓減, 瘀阻腦脈型 許安10 5 )

加味左歸丸 滋腎填精益髓, 行氣化瘀開竅 腎精不足, 瘀血 王恩龍10 6 ) 55%
補腦合劑方 補腦充髓, 滋腎益精 腎精虛損, 腦髓不充 牛鳳英10 7 ) 60%

加味洗心湯合多奈呱齊 補腎益精, 化痰豁疲, 益氣安神醒腦 腎精所虧, 髓減腦空, 痰疲內結, 蒙蔽清竅 栗廣輝10 8 ) 95 .2%

地黃飲子 滋腎陰, 補腎陽, 開竅化痰
臟腑功能衰竭,

腎精虧虛, 髓海失充, 氣血不足, 痰濁內生, 
疲血阻竅

李金桂
10 9 ) 78 .1 2%

參苓白術散加味+ 滋陰益
腎藥

補氣活血, 化瘀祛痰, 益氣醒腦 腎氣腎精虧虛, 氣血不足, 氣虛氣滯血瘀 何靜11 0 )

辨證分型加減 益腎健腦, 益氣養血, 寧心安神
肝腎虧虛, 髓海不足, 脾腎兩虛, 心肝火盛, 

氣滯血瘀
許蘇婭11 1 ) 95%

參芎膠囊分型加味 健脾益氣, 填精補腎, 養血通絡
髓海不足, 脾腎兩虛, 痰濁蒙竅, 

瘀血內阻4個證型
呂海兵

11 2 ) 85 .0%

桑椹首烏補腦顆粒 補腎填精, 益心安神, 化瘀祛痰開竅 腎虛, 心腎不交爲本, 痰阻血瘀爲標 張會平11 3 ) 91 .7%
醒腦湯 補腎益髓, 化痰去瘀, 開竅醒神 腎精衰枯, 腦髓不足和痰瘀互結, 腦絡痹阻 利永聰11 4 ) 93 .3%

辨證分型選方 化痰祛瘀, 益智健腦, 補腎強志
心腎不交證, 痰熱阻竅證, 氣虛痰瘀證, 
腎虛痰阻證, 腎虛痰瘀證, 腎虛血瘀證

梅應兵11 5 ) 74 .2%

辨證分型加減 補腎填精, 化痰逐瘀
肝腎虧虛, 髓海不足, 脾腎兩虛, 心肝火盛, 

痰濁陰竅, 氣滯血瘀
王廷玉11 6 ) 86 .6 7%

益腎聰腦湯
調補腎陰腎陽, 化濕利水, 升清降濁, 

芳香開竅, 活血化瘀
腎精虛損, 痰凝血瘀阻腦竅 龔澄11 7 ) 94 .1 2%

帕金森病

滋補肝腎方 滋腎平肝, 化痰活血, 解毒散結 肝腎陰虛型 葛晶11 8 ) 53%
疏筋解毒方 疏筋解毒, 滋陰熄風 腎虛毒損 閆蕊11 9 )

大定風珠加減 肝腎不足型 覃小靜12 0 ) 93 .3%
逍遙散 補肝體, 和肝用, 氣血兼顧, 肝脾並治 肝氣鬱結 劉霞12 1 ) 79 .1 6%

養血清腦顆粒 補血行血, 平肝熄風 陰虛風動 潘衛東12 2 )

帕寧方 補腎養肝, 熄風止顫 肝腎陰虛, 虛風內動 俞侖青12 3 ) 80%
補腎養肝熄風方 滋補肝腎, 熄風定顫 肝腎陰虛, 虛風內動 魏風12 4 ) 77 .5%

加減烏梅丸
平調寒熱, 斂肝實脾, 助脾運化, 

行血行津液
肝風內動, 筋失濡養 梁克幾12 5 ) 66 .6 7%

美多巴聯合帕寧方 補腎養肝, 熄風止顫 劉敏12 6 )

帕金森Ⅰ 號 補腎, 補氣活血化瘀, 祛痰熄風 冀書峰12 7 )

烏梅丸加減 斂肝熄風, 養血濡筋
陰血虧虛, 筋失濡養型
陰血虧虛, 肝風內動型

鄭春葉
12 8 ) 84 .8%

帕寧方 補腎養肝, 熄風止顫
氣血不足, 經絡空虛, 血脈痹阻, 肝腎陰虛, 

風陽上亢
海靜如

12 9 )

歸芍地黃丸 補腎填髓, 熄風止顫 肝腎陰虛, 氣血不足, 髓海空虛, 廖越13 0 ) 83 .3%
鎮肝熄風湯加減 鎮肝熄風, 滋陰潛陽 肝腎陰虛, 虛風內動, 筋脈失養 黃金海13 1 ) 87 .1 0%

地黃飲子加減 滋陰熄風
本虛在臟腑功能減退, 氣血不足, 標實爲風, 火, 

痰, 瘀
高曦明13 2 ) 91 .6 0%

定顫顆粒 滋補肝腎, 平肝熄風
肝腎陰虧, 水不涵木, 肝陽偏亢, 風從陽化, 

則發生震顫
鄧穎13 3 ) 73 .3 3%

酒精性痴呆 益氣補腎活血開竅法 益氣健脾, 補腎活血, 醒腦開竅
長期飲酒, 損傷脾胃, 氣血生化不足, 腎精虧虛, 

瘀血內生, 腦絡瘀阻
杜剛林13 4 ) 86 .7%

痴呆
歸脾湯 益氣補血, 健脾養心 心脾兩虛型 李豔豔13 5 )

中風沖劑, 增智沖劑
益氣補元, 益腎填精, 養陰助陽, 活血化瘀, 

祛痰開竅
腦髓不足, 心脾兩虛, 肝腎陰虛, 痰凝血瘀氣滯 趙保東13 6 ) 85 .2%

고 찰

치매는 愚痴, 痴證, 呆痴, 呆病, 痴呆, 神呆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그 외에도 善忘, 健忘, 言語顚倒, 부분적인 癲證, 狂

證, 鬱證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원인으로는 情志抑鬱, 老年虛衰,

稟賦不足, 傷寒 및 暑의 外感, 驚風癲癇 약의 오용，痰, 瘀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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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clinical cases by syndrome differentiation classification and dementia type

변 증  유 형
혈 관 성  치 매 알 츠 하 이 머  치 매 파 킨 슨  치 매 계

건 수 본 표 건 수 본 표 건 수 본 표 건 수
腎虛髓減(精氣虧虛, 髓海不足) 9 .5 22 5 13 1 1 15 .5 3 6

氣血虧損 1 8 2 3 1 13
肝腎虧虛(肝腎陰虛) 2 6 1 2 2 4 5 12
脾腎虧虛(脾腎陽虛) 3 3 3 3

心脾兩虛 1 1 1 1
心肝火旺(心火亢盛) 1 2 3

氣滯血瘀(瘀血內阻, 瘀阻腦絡) 8 3 2 6 10 9

있다. 그리고 치매는 病位가 腦이고, 病性은 本虛標實로 腎虛精

虧가 本이고 痰瘀濁毒阻絡이 標인 虛實挾雜의 病證이며, 心, 肝,

脾, 腦와 연관이 깊다. 증후의 요소로는 痰, 血瘀, 陰虛, 精虛, 氣

滯, 陽虛, 熱, 氣虛, 血虛 등이 관련 있다. 분석한 문헌에서 제시한

주요 치법을 살펴보면, 腎虛髓減型은 補精塡髓, 開竅醒神, 氣血虧

損型은 益氣養血, 健腦益智, 肝腎虧虛型은 滋補肝腎, 安神定志,

脾腎虧虛型은 補益脾腎, 生精益智, 心脾兩虛型은 補益心脾, 健腦

益智, 心肝火旺型은 淸熱瀉火, 安神定志, 氣滯血瘀型은 活血祛瘀,

通脈開竅, 氣虛血瘀型은 益氣養血, 活血通絡, 痰濁阻竅型은 燥濕

化濁, 豁痰開竅, 痰瘀阻竅型은 健脾化痰, 活血開竅, 心肝陰虛型은

補心寧神, 滋陰養肝, 肝陽上亢型은 平肝潛陽, 醒神開竅 한다. 그

리고 활용 처방으로는 景岳全書의 七福飮과 左歸丸, 辨證錄의 洗

心湯과 指迷湯, 醫林改錯의 通竅活血湯, 血府逐瘀湯과 補陽還五

湯, 醫方集解의 還少丹, 外臺秘要의 黃連解毒湯 등이 주로 사용

되었다.

임상례를 상기 문헌에서 제시한 변증 유형으로 분류하였는

데, 임상례에서 변증 유형을 직접 하나의 변증명을 제시한 경우,

두가지 변증명을 제시한 경우,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병인병기를

설명하고 변증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임상례별로 변증에 대

한 직접적인 제시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임상례 건수

를 산정할 때 보고자가 변증 유형을 명기한 경우에 하나의 변증

유형을 언급하면 1, 두 개의 변증 유형을 동시에 언급한 경우 0.5

씩 가산하여 차이를 두었고, 보고자가 변증 유형을 명시하지 않

고 병기를 설명한 경우는 병인병기 설명을 標와 本으로 구분하였

는데 한 번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1을 가산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腎虛髓減(22.1%), 氣滯血瘀(18.6%), 痰瘀

阻竅(23.3%) 등이 많았고, 氣血虧損, 肝腎虧虛, 脾腎虧虛, 心脾兩

虛, 氣虛血瘀, 痰濁阻竅, 肝陽上亢 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변증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병기를 설명한 경우에 대해 標와 本으로

정리해보면 本은 腎虛髓減(61.1%), 標는 痰瘀阻竅(64.7%)가 현저

하게 많았고, 瘀血과 痰濁을 구별한 경우보다 痰瘀互結로 같이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本으로는 氣血虧損, 肝腎虧虛 등이,

標로는 氣滯血瘀, 氣虛血瘀, 痰濁阻竅, 心肝火旺, 肝陽上亢, 陰虛

陽亢, 熱毒熾盛 등이 언급되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임상례도 역시 腎虛髓減(38.5%), 氣滯

血瘀(15.4%), 痰瘀阻竅(15.4%)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 痰瘀互結로

설명한 경우 외에 瘀血과 痰濁을 구별한 경우도 많았다. 파킨슨

병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상기 문헌에서 언급하지 않은 肝氣鬱

結, 陰虛風動, 肝風內動, 陰血虧虛 등이 변증 유형 또는 병기로 제

시되었고, 또한 腎虛髓減, 肝腎虧虛, 氣血虧損, 肝陽上亢 등이 언

급되었으며 瘀血이나 痰濁에 의한 것은 조사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보고한 한 임상례는 心腎不交證, 痰熱

阻竅證, 氣虛痰瘀證, 腎虛痰阻證, 腎虛痰瘀證, 腎虛血瘀證 등과

같이 상기 문헌이 제시한 변증 유형 외에 相兼證이 표현된 상세

한 수준의 변증 유형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매는 腎虛髓減, 痰瘀阻竅, 氣滯血瘀, 肝

腎虧虛, 痰濁阻竅 등이 주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보는 치매는 질병명 또는 질병의 특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또 현대 의학이 정의한

범위와도 차이가 있다. 변증론치적인 접근으로 병인병기를 장부

에 귀속하여 인식하고 뇌와 정신활동과의 관계를 인식한 후에도

심신이론에 따른 접근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법 등이 제시되었지만 아직은 치매의 발병

원리 및 병인병기 등 이론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

진단과 치료 효과에 대한 통일된 표준이 없어 변증 유형이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임상효과에 대한 평가의 객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현대 질병명인 치매에 대한 한의학

적 관련 질병 및 증상을 살펴보고, 변증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

른 치법과 처방을 살펴보았으며, 임상례를 조사하여 주요 변증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대 질병을 한의학적으로 이해하는 노

력의 일환이며 변증 상세화를 위한 기초자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생각으로 현재 기준이 되는 2007년 WHO의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전

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 공통 교재 등에서 제시한 표준 변증명

은 그 수준에 너무 높아서 임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며, 특히 相兼證이 나타날 때는 표준 병증에서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계속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임상에 적용할 정도의 상세한 수준의 표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137). 한의학 변증 영역 표준의 과학화, 세

분화 작업의 일련의 과정으로 질병명별로 임상적인 치법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변증 레벨을 분류,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고 생각하고, 향후의 한국의 변증 표준의 상세 수준도 본 논문에

서 시도하고자 하는 정도의 상세함을 가지길 기대하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치매 외 다른 질병의 임상 변증에 대한 체계화 및 질병

범위를 초월한 한의학 증후별 변증 상세화 등의 후속 연구가 계

속 이어져서 변증 영역 전반의 표준화, 상세화 작업에 상세수준

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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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虛血瘀 4 1 1 4 2
痰濁阻竅(濕痰蒙竅) 3 .5 2 2 3 5 .5 5

痰瘀阻竅 10 22 2 6 12 28
心肝陰虛

熱毒熾盛 1 1 1 1
餘熱未淸, 邪毒犯腦

肝陽上亢 1 3 2 1 5
陰虛陽亢 1 1

결 론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치매의 변증 유형 조사를 통하여 치

매를 한의학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질병명과 한의학적 병증 상호

간의 연계된 범위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매는 愚痴, 痴證, 呆痴, 呆病, 痴呆, 神呆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그 외에도 善忘, 健忘, 言語顚倒, 부분적인 癲證, 狂

證, 鬱證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치매에 대한 처방으로는 景岳全書의 七福飮과 左歸丸, 辨證

錄의 洗心湯과 指迷湯, 醫林改錯의 通竅活血湯, 血府逐瘀湯과 補

陽還五湯, 醫方集解의 還少丹, 外臺秘要의 黃連解毒湯 등이 많이

제시되었다.

치매의 변증 유형은 크게 虛證으로 腎虛髓減, 氣血虧損, 肝腎

虧虛, 脾腎虧虛, 心脾兩虛 등이 있고, 實證으로 心肝火旺, 肝陽上

亢, 氣滯血瘀, 痰濁阻竅, 痰瘀阻竅, 熱毒熾盛 등이 있으며, 虛實挾

雜으로 氣虛血瘀, 陰虛陽亢 등이 있다. 그리고 腎虛髓減, 痰瘀阻

竅, 氣滯血瘀, 肝腎虧虛, 痰濁阻竅 등이 주요한 변증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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