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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溫病은 外感 급성 열병의 총칭으로 광의의 傷寒에 포함되며, 
發熱, 舌, 脈, 대소변 등의 熱象 증상이 나타나고 化燥傷陰하기 쉽
고, 계절적 발병 특성이 있으며, 발병이 급하고 병변도 빠르며 전
염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溫病은 傷寒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별
도의 학파를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2003년 중국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치료
에 중의약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발표하여 한의학을 주
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I)(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1), 에볼라 출혈열,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2) 등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溫病學의 적용은 전염병 
뿐 아니라 흔히 접하는 外感病과 內傷病을 포함하여 부인과, 소아
과 등 각 과에 적용되고 있어 그 실용성과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溫病條辨』의 처방 중 銀翹湯을 濕熱性 위통에3), 增液湯
을 고혈압ž치핵ž뇌진탕ž심근경색 등에4), 加減復脈湯을 담즙역류성위
염ž만성표재성위염ž불면 등에5), 大定風珠를 만성 B형 간염에6), 白
虎加人蔘湯을 당뇨병에7) 적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 기후, 자
연환경, 생활습관 등의 변화에 의해 많아지고 있는 熱性, 濕熱性 
질환과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병 및 위염, 기관지염 등 한국
인에 흔한 질병에 대하여 溫病의 치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溫病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병리학적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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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미흡하여 본 논문에서는 溫病의 대표 문헌인 『溫病條辨』에 
대하여 질병, 병인, 병기, 변증, 처방, 치법 등의 병리학적 측면에
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溫病條辨』의 辨證 체계를 고찰하여 溫病
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病證을 분류, 고찰하고, 치법 적용 및 약
물 사용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溫病條辨』은 『內經』, 『傷寒論』을 계승한 기초에서 비교적 전
반적이고 계통적으로 溫熱病의 辨證施治를 논술한 전문 서적으로 
吳鞠通은 여러 醫家의 辨證論治를 집대성하여 三焦辨證을 창립하
고, 三焦辨證을 중심으로 溫病의 발생, 발전 규율 및 辨證과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8). 그리고 병인을 탐구하고 증상을 상세히 구분
하여 계통적인 학설을 세웠고, 실제 임상경험을 통하여 특징적인 
치법과 방제를 창안하였으며, 溫病과 관련된 치료 금기를 제시하여 
溫病學을 대성하였다.
    『內經』의 三焦 이론, 치법을 사용하여 처방을 설명하고, 『傷寒
論』의 형식을 빌어서 조문을 작성하고, 주석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
한 보충 설명을 하였으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을 많이 
차용하였다. 또 葉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는데 조문 인용 뿐 
아니라 仲景의 처방과 吳鞠通의 창제방도 葉天士 의안에 포함되어 
자주 활용하던 처방이 많았고9), 辨證 이론도 三焦辨證과 衛氣營血
辨證을 결합하여 계승, 발전시켰다10).
    傷寒과 溫病을 비교해 보면, 傷寒은 寒邪가 병인으로 인체의 
陽氣를 손상시키고, 太陽病 熱證, 結胸證, 痞證, 陽明病, 厥陰病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寒證이고, 溫病은 熱邪가 陰液을 손상시키는 
것이 주요 병기이므로 서로 다르다. 그리고 수액대사 측면에서 傷
寒은 寒邪로 인한 水濕 정체가 쉬우므로 溫陽과 利水法을 사용하
고, 溫病은 熱邪로 인한 陰氣 손상이 많으므로 濕을 겸한 경우를 
제외하면 滋陰法을 사용한다. 그러나 진액 손상과 陽氣 손상의 측
면은 공통부분이 있다. 傷寒의 陽明 熱盛 증상과 少陰 熱化證은 
진액을 손상시키고, 溫病 역시 진액 손상과 더불어 陽氣까지 손상
시켜 生脈散, 蔘附湯 등을 사용하는 氣脫證이 있다11).
    『溫病條辨』의 처방은 전체 205조문 중 38조문에서 『傷寒論』 
처방이 언급되어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을 원래대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구성 약물을 변경하거나 용량, 배합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사 처방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白虎湯, 承氣湯, 復脈湯은 
그 대표적인 예로 처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확대된 적응증을 이
해할 수 있으며 溫病 치료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12).
    『溫病條辨』 처방의 약물 조합을 보면 辛凉透表, 淸熱解毒하는 
銀翹散加減이 다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養陰이 
중요한 『溫病條辨』의 방제 특징이 잘 반영된 것이다. 단일 약물로
는 人蔘이 가장 많아 淸熱養陰이 溫病의 주요 치법임에도 불구하
고 正氣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13).
    이상과 같이 溫病에 관하여 溫病學說의 특징, 처방, 약물, 傷
寒과 溫病의 비교14-16), 병인17), 질병 적용18-19), 다른 문헌과의 비교 
등의 연구가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병리학적 측면의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한의학은 辨證論治를 중요 특징 중 하나로 인식하
고 있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보고 있으며, 辨證이 
되면 이후 치법 적용은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증후, 병인, 병기, 병위, 병성 등 여러 정보를 녹여서 辨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체계나 규정된 상세 
방법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辨證論治의 가치는 이해하지만 
임상적인 실용성이 떨어지며 실제 임상 적용자들은 개인적인 경험
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辨證과 실제 
임상에 적용된 치법, 처방과의 관계를 보면 첫째, 변증명을 제시하
지 않은 경우로 次證, 兼證에 대해 가감한 처방을 적용한다. 둘째, 
변증명을 제시하고 병증에 따른 가감 처방을 적용한다. 셋째, 여러 
변증을 결합한 형태 또는 겸증을 표시한 변증명을 제시한다. 종합
하면 적용되는 치법 및 처방은 主證 이외 여러 가지 次證에 대해 
가감한 것이고 이를 포괄하기에는 기존의 변증 유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롯하여 한의학은 이론 체
계가 적용되지 않은 대증적인 치법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다. 이에 대하여 질병과 辨證 사이에 존재하는 병인, 병기, 병위, 
병성에 해당하는 정보를 종합적인 辨證 체계에 포괄될 수 있도록 
한다면 辨證과 치법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고, 辨證 결과에 따른 
임상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명, 三焦
辨證, 衛氣營血辨證, 六經辨證 등의 다중적인 辨證 체계를 갖추고 
있는 『溫病條辨』의 연구를 통하여 질병과 辨證과의 관계에 필요한 
辨證 요소 및 체계를 살펴보고, 病證을 분류하고, 치법 적용의 특
징을 파악함으로써 한방 병리학적 데이터의 임상적인 실용성을 제
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溫病條辨의 조문 및 주석에 근거하여 병명, 三焦辨證, 衛氣
營血辨證, 六經辨證, 처방에 대한 辨證을 도출하였다.
    熱證, 寒證, 濕證의 분류는 처방에 근거하였다.
    熱證으로 분류된 처방에 대하여 衛氣營血辨證을 하였고, 腑實
과 陰傷의 兼證을 표기하였다.
    國譯溫病條辨20), 現代傷寒論21), 金匱要略譯釋22), 『方劑
學』23)을 참고하였다.

본    론

1. 『溫病條辨』의 辨證 체계
    『溫病條辨』은 三焦辨證과 衛氣營血辨證이 종횡으로 교차되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조문을 살펴보면 병명과 六經 
정보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溫病의 발생, 발전, 전변, 치료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辨證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야 
한다. 병명 분류, 三焦辨證, 六經辨證, 衛氣營血辨證 네 가지를 종
합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면 『溫病條辨』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명은 계절성과 증후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으로 크게 溫熱病
과 濕熱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병인, 병기 및 병변
의 성질이 다르고, 치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溫熱病은 風溫, 春溫, 
溫疫, 溫毒, 冬溫, 秋燥, 溫瘧, 그리고 暑溫 및 伏暑 중 濕을 겸하
지 않은 暑熱 등을 포함하고, 熱盛傷陰 위주의 병리 변화를 보인
다. 그리고 濕熱病은 濕溫, 暑溫 및 伏暑가 濕을 겸한 暑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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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陽邪인 熱과 陰邪인 濕이 相合한 것으로 熱은 傷陰하고 濕
邪는 氣機를 阻滯하고 傷氣, 傷陽 위주의 병리 변화를 보여 모순
된 증후를 보이고 치료의 복잡성을 가진다.
    三焦辨證은 病變의 부위를 뜻하면서 三焦별로 다른 증후를 나
타내고, 병의 전변 규칙을 포괄하여 上焦證은 온병 초기, 中焦證은 
온병이 극성할 때, 下焦證은 온병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해한다. 上焦證은 邪氣가 心肺에 있는 表熱證 또는 表濕熱證으로 
溫熱邪犯肺, 熱入心包, 痰熱內閉心包 등을, 中焦證은 邪氣가 脾胃
에 있는 裏熱證, 裏實證, 裏濕熱證으로 陽明熱盛, 陽明熱結, 濕熱
中阻 등을, 下焦證은 邪氣가 肝腎에 있는 裏熱裏虛 위주의 虛實挾
雜證으로 腎精耗損, 虛風內動 등을 포함한다.
    六經辨證은 장부 위치를 표시하는데 三焦辨證에 비해 세부적
으로 병변 부위를 제시한다.
    衛氣營血辨證은 邪氣가 表에서 裏로, 淺에서 深으로, 輕에서 
重으로, 實에서 虛로, 기능 이상에서 실질적인 손상으로 계층적으
로 전변함을 나타낸다. 衛分證은 邪氣가 表, 淺에 있어 병이 가볍
고, 氣分證은 邪氣가 裏로 들어가 正邪 상쟁이 격렬하고, 裏熱熾盛 
증상을 보인다. 營分證과 血分證은 邪氣가 深入하여 血中津液을 
소모하고, 動血하기도 하는 등 병세가 深重함을 나타낸다.
    『溫病條辨』의 주석에 나온 내용에 충실하게 辨證名을 정의하
였는데 작성 기준은 먼저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은 風溫으
로 대표하여 표기하였고, 中下焦의 暑溫, 伏暑는 暑溫으로 표기하
였다. 三焦辨證과 六經辨證에는 적용된 것을 모두 표시하였는데 예
를 들어 白虎湯의 경우 上中焦의 手太陰, 陽明證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溫病條辨』의 구성과 三焦辨證, 병명 분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中焦ž第18條」의 梔子豉加甘草湯은 中焦篇에 
속하나 心胸部 증상이므로 手少陰으로 표시하였다. 또 麻杏石甘湯
은 下焦篇에 수록되어 있으나 上焦 手太陰證으로 표시하였다. 병명 
분류도 香附旋覆花湯은 暑溫門에 수록되어 있으나 伏暑, 濕溫으로 
조문에 기술된 대로 표시하였고, 朮附湯은 濕溫門에 수록되어 있으
나 寒濕으로 표시하였다. 六經辨證은 手太陰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手足經이 같이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太陰으로 표시하였다. 水仙
膏, 三黃二香散, 化癥回生丹, 復亨丹, 霹靂散, 『外臺』走馬湯, 立生
丹, 獨勝散, 來復丹, 鱉甲煎丸 등은 六經辨證을 규정할 수 없었다. 
衛氣營血辨證은 熱證에 대하여 분류하였고 寒證, 濕證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았다.

Table 1. The pattern differentiation of prescriptions in 
『Wenbingtiaobian』

三焦 병명 衛氣營血* 六經* 辨證* 처방

三焦

風溫 氣+腑實 三焦 腑實兼痰熱結胸證 承氣合小陷胸湯

暑溫
氣 三焦

三焦濕熱證 杏仁滑石湯
三焦氣分熱證 三石湯

血 三焦 暑熱深入三焦血分證 加味淸宮湯

濕溫 氣 三焦

濕濁內阻證 茯苓皮湯
三焦濕鬱兼經絡濕證 二加減正氣散

三焦濕鬱證 一加減正氣散
濕鬱下焦氣分證 宣淸導濁湯

腎陽虛濕凝氣阻證 半硫丸
濕溫(疸) 氣 三焦 三焦濕熱證 杏仁石膏湯
濕溫(痢) 氣 三焦 濕阻三焦氣機證 滑石藿香湯

上 風溫 氣 少陽 熱毒壅盛上焦證 普濟消毒飮去升麻柴胡

黃芩黃連
手少陰 熱鬱胸膈兼氣虛證 梔子豉加甘草湯

手太陰
痰涎壅滯胸中證 瓜蒂散
內熱外寒表虛證 桂枝湯

手太陰, 
手少陰 熱鬱胸膈證 梔子豉湯

上,中 風溫

氣

手少陰, 
足陽明 熱鬱胸膈兼氣逆證 梔子豉加薑汁

手太陰, 
陽明 氣分熱盛證 白虎湯

氣,血 手太陰, 
陽明

氣血兩燔證 玉女煎去牛膝熟地加細
生地元參

氣血熱盛證 化斑湯

上 風溫 氣+陰傷 手太陰, 
足陽明 胃陰虛證 五汁飮

上,中 風溫 氣+陰傷
手太陰 氣津兩傷證 白虎加人蔘湯
手太陰, 
陽明 溫熱傷津證 雪梨漿

上 風溫 營
手厥陰

熱入心包證 淸宮湯
邪熱內陷心包 熱盛

動風證 紫雪丹

痰熱內閉心包證 局方至寶丹
手太陰 熱入營分證 淸營湯去黃連

上,中 風溫 營
手厥陰, 
陽明, 三

焦
痰熱內閉心竅證 安宮牛黃丸

上 風溫
衛 手太陰

風熱表證 銀翹散
風熱表證輕證 桑菊飮

衛,血 手太陰 風熱表證兼血分熱證 犀角地黃湯合銀翹散

上,中 風溫 衛,血 手太陰, 
陽明 風熱表證兼血分熱證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

丹皮大靑葉倍元參

上

風溫 血
熱毒癰瘡證 水仙膏
熱毒外腫證 三黃二香散

溫瘧
氣

手太陰 肺氣不宣證 杏仁湯
手太陰, 
足陽明

風濕熱痺證
氣分熱盛兼表寒證 白虎加桂枝湯

營 手厥陰 逆傳心包輕證 加減銀翹散

秋燥

氣 手太陰
燥熱傷肺輕證 桑杏湯

上焦氣分燥熱證 翹荷湯

氣+陰傷
手太陰 燥熱傷肺 氣陰兩傷

證 淸燥救肺湯

手太陰, 
足陽明 肺胃陰傷證 沙參麥冬湯

伏暑

衛,氣 手太陰

風熱表實證兼氣分濕
證

銀翹散去牛蒡元參加杏
仁滑石

風熱表虛證兼氣分熱
證

銀翹散去牛蒡子元參芥
穗加杏仁石膏黃芩

衛,血 手太陰

風熱表實證兼血分熱
證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
麥冬

風熱表虛證兼血分熱
證 加減生脈散

暑溫

氣 手太陰

肺經氣分輕證 淸絡飮

肺經氣分輕證 淸絡飮加甘桔甛杏仁麥
冬湯

氣分熱盛兼濕證 白虎加蒼朮湯

氣,血 手太陰 肺絡濕熱證 淸絡飮加杏仁薏仁滑石
湯

氣+陰傷
手太陽 暑濕氣陰兩傷證 淸暑益氣湯
手太陰 氣陰兩虛證 生脈散

營 厥陰 熱入營分 肝風內動
證

淸營湯加鉤籐丹皮羚羊
角

衛 手太陰 暑溫表證 新加香薷飮

上,中 暑溫 營,血 手厥陰, 
陽明 熱入營分證 淸營湯

上 濕溫 氣

手太陰 濕鬱陽氣證 一物瓜蒂湯
手太陰 肺氣痺鬱證 宣痺湯(上焦)

手太陰 熱毒壅肺 痰瘀互結
證

千金葦莖湯加滑石杏仁
湯

太陰 氣分濕重熱輕證 三仁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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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陰 水飮內停兼咳嗽證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
朴杏仁

氣,血 手太陰 肺氣不宣證 銀翹馬勃散

營 手厥陰 濕熱入心包證 淸宮湯去蓮心麥冬加銀
花赤小豆皮

秋燥勝
氣論 氣

手太陰, 
足厥陰 太陽少陽幷病 桂枝柴胡各半湯加吳萸

楝子茴香木香湯
手太陰, 
足陽明 凉燥襲肺胃證 杏蘇散

寒濕 氣
手太陰 支飮壅肺實證 葶藶大棗瀉肺湯
足太陽, 
經脈

寒濕傷表陽兼中經絡
證 桂枝薑附湯

寒濕(咳
嗽)

氣 手太陰, 
足陽明 外寒內飮證 小靑龍湯

氣+陰傷 手太陰 熱飮壅閉上焦證 麻杏石甘湯

中

風溫

氣

陽明

陽明熱證 減味竹葉石膏湯
裏熱挾穢證 黃連黃芩湯
溫熱發黃證 梔子柏皮湯

發黃內外閉證 茵陳蒿湯

足陽明, 
足太陰

痰飮內阻 胃氣不和
證 半夏湯

營衛不和兼胃氣不和
證 半夏桂枝湯

足太陰, 
足陽明 中焦陽虛證 小建中湯

氣,營+腑
實

陽明, 手
厥陰 腑實兼熱閉心包證 牛黃承氣湯

氣,血+腑
實,陰傷 陽明 熱結裏實兼氣液兩虧

證 新加黃龍湯

氣+腑實

陽明
熱結液乾證 大承氣湯

陽明腑實輕證 小承氣湯
燥熱內結證 調胃承氣湯

陽明, 手
太陽

腑實兼膀胱水熱互結
證 導赤承氣湯

陽明, 手
太陰 腑實兼痰熱壅肺證 宣白承氣湯

氣+腑實,
陰傷 陽明

腑實兼陰津耗傷證 護胃承氣湯
腑實兼陰虛證 增液承氣湯

氣+陰傷

手太陰, 
手太陽 熱鬱液乾證 冬地三黃湯

陽明
陰虛液虧證 增液湯
胃陰虛證 益胃湯

陰液虛裏熱證 淸燥湯
手太陰 陰液虛風熱表證 銀翹湯

秋燥 氣+陰傷 足陽明
胃陰虛證 玉竹麥門冬湯
胃陰虛證 牛乳飮

暑溫 氣 陽明
濕痰熱鬱閉中焦證 小陷胸加枳實湯

濕熱痞證 半夏瀉心湯去甘草乾薑
加枳實杏仁湯

濕溫 氣

陽明
水飮熱輕證 小半夏加茯苓湯

熱飮相搏痞證 半夏瀉心湯去人參乾姜
甘草大棗加枳實生姜

足陽明 濕熱壅遏胃氣證 新製橘皮竹茹湯
足太陰 濕濁阻滯化熱證 三加減正氣散
足太陰, 
足陽明 濕熱兩傷脾胃經絡證 黃芩滑石湯

中,上 濕溫 氣
足太陰, 
足陽明 濕熱內陷輕證 三香湯

太陰 濕熱內陷重證 人參瀉心湯

中

濕溫(疸) 氣

手太陰 濕熱發黃證 連翹赤豆飮
足陽明, 
手太陰 黃疸氣分實證 茵陳五苓散

足太陰
濕熱黃疸兼腫脹證 二金湯

食積停滯證 保和丸

濕溫(痢) 氣

手陽明
濕熱下注證 四苓合芩芍湯
腸間濕熱證 加減芩芍湯
水濕內停證 五苓散加寒水石

足陽明 胃虛寒不闔證 人參石脂湯

足陽明, 中焦陽虛重證 附子粳米湯

足太陰
足太陰 寒濕困脾證 加減附子理中湯
太陰, 手

陽明 氣虛風濕表裏實證 活人敗毒散

氣,血 足太陰, 
足陽明 中虛熱內陷變痢證 加減小柴胡湯

濕溫(痺) 氣

經脈 暑濕痺證 加減木防己湯
經脈 濕熱經絡痺證 宣痺湯(中焦)

經脈, 足
太陰 風濕熱鬱痺證 薏苡竹葉散

濕溫(瘧)
氣

少陽
傷寒少陽證 小柴胡湯

傷寒少陽寒重證 小柴胡加乾姜陳皮湯
足陽明 胃陽虛兼肝熱證 加減人參瀉心湯

足陽明, 
足太陰

心胸熱鬱證 黃連白芍湯
中焦濕熱兼寒濕證 蒼朮白虎湯加草果

足太陰
濕鬱脾陽證 厚朴草果湯
太陰虛寒證 露姜飮

足太陰, 
足陽明

中焦熱結陽陷證 草果知母湯方
脾胃氣虛證 補中益氣湯

太陰虛寒重證 加味露姜飮
氣,血 少陽 熱邪深伏陰分證 靑蒿鼈甲湯(中焦)

氣+陰傷 足陽明 胃陰虛證 麥冬麻仁湯

寒濕

氣

陰寒證 立生丹

足陽明 寒濕胃脾陽傷證 附子理中湯去甘草加厚
朴廣皮湯

足太陰

濕鬱脾胃證 半苓湯
濕鬱脾兼肝熱證 四苓加厚朴秦皮湯

水濕內停證 五苓散
濕濁內阻證 四加減正氣散
濕鬱脾陽證 四苓加木瓜厚朴草果湯
寒濕滯痞證 草果茵陳湯
寒濕黃疸證 茵陳四逆湯

足太陰, 
足少陰, 
足厥陰

寒濕困陽重證 椒附白通湯

足太陰, 
足陽明

濕濁傷脾胃證 五加減正氣散
寒濕傷脾胃兩陽輕證 苓薑朮桂湯

脾胃虛寒證 理中湯
陽虛陰盛證 四逆湯

足太陰, 
足陽明, 
足厥陰

寒濕挾穢證 救中湯

氣,血

足太陰, 
足厥陰 寒濕轉筋證 五苓散加防己桂枝薏仁

足太陰, 
足陽明 陽虛寒濕鬱證 九痛丸

氣
穢臭惡毒壅塞正氣證 『外臺』走馬湯

濁陰證 獨勝散

寒濕(痺) 氣 經脈, 足
太陰 寒濕氣機不宣證 杏仁薏苡湯

下 風溫

氣

少陰

少陰虛火證 猪膚湯
少陰咽痛輕證 甘草湯
少陰咽痛輕證 桔梗湯

少陰虛火生瘡證 苦酒湯
手陽明 亡陰之慮證 一甲煎
足少陰, 
陽明 下焦虛寒證 桃花湯

足少陰, 
陽明, 足

太陰

下焦虛寒兼脾陽下陷
證 桃花粥

氣,血+陰
傷

陽明, 足
厥陰, 手

太陰
表裏熱證 竹葉玉女煎

血
少陰

熱入血分證 犀角地黃湯
血分瘀熱證 加減桃仁承氣湯

足少陰
血分閉結證 桃仁承氣湯

血分閉結重證 抵當湯

血,氣 足少陰, 
足厥陰, 熱邪深伏陰分證 靑蒿鱉甲湯(下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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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溫病條辨』의 내용에 기초하여 명명함.

    병명을 기준으로 『溫病條辨』의 개괄적인 전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風溫, 溫熱, 溫疫, 冬溫은 溫熱邪로 上焦에서 발병하면 心肺 증
후를 보이고 衛氣營血分의 구분이 가능하다. 邪氣가 手太陰肺에 있
으면 衛分證에는 銀翹散, 氣分證에는 白虎湯, 營分證은 淸營湯, 血
分證에는 犀角地黃湯合銀翹散을 사용한다. 邪氣가 手厥陰心包에 있
으면 淸宮湯을, 邪熱로 內閉하면 凉開三寶인 安宮牛黃丸, 至寶丹, 
紫雪丹 등을 적용한다. 溫熱邪가 中焦로 전변하면 陽明熱盛에는 白
虎湯 가감을, 陽明熱結에는 承氣湯 가감을, 正虛에는 新加黃龍湯 또
는 增液湯을 적용한다. 邪氣가 下焦로 들어가 肝腎 陰液을 손상시키
면 復脈湯 가감을, 眞陰欲竭, 壯火復熾에는 黃連阿膠湯을, 邪氣가 
陰分에 심입하여 夜熱早凉하면 靑蒿鱉甲湯을 적용한다. 變證을 살펴
보면 上焦에는 斑疹, 胸膈痞塞이 있고, 中焦에는 斑疹, 黃疸, 小便
不利가, 下焦에는 熱入血室, 蓄血證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溫毒이 上焦에 발병하면 普濟消毒飮을 적용하고, 邪氣가 心包
로 陷入하면 凉開三寶를, 中焦로 들어가 癰瘡이 생기면 淸熱解毒, 
凉血利濕한다.
    暑邪는 陽邪로 炎熱 성질이 있는데 暑溫이 上焦에서 발병하여 
手太陰에 있으면 白虎湯을, 氣陰兩傷에는 生脈散 또는 淸暑益氣湯
을, 暑濕이 表를 막으면 新加香薷飮을, 邪氣가 手厥陰에 있으면 淸
宮湯을, 心包로 들어가면 凉開三寶를 적용한다. 伏暑의 上焦證에는 
表實, 表虛, 氣分, 血分證에 따라 銀翹散加減 또는 加減生脈散을 
적용한다. 또 中焦로 전변하여 熱만 있을 때는 小承氣湯을, 邪氣가 
三焦에 彌漫하여 熱이 濕보다 重하면 三石湯을, 濕熱幷重이면 杏
仁滑石湯을 적용하며, 血分證, 內閉心包證이 있을 수 있다. 下焦로 
전변하면 少陰消渴, 厥陰痲痹, 陰盛格陽, 氣陰兩傷證 등이 생길 수 
있다.
    濕邪는 陰邪로 重濁하고 氣機를 阻塞시키기 쉽다. 濕溫이 手
太陰에 있으면 三仁湯으로 肺氣를 가볍게 열고, 手厥陰에 있으면 
淸宮湯 또는 凉開三寶에 芳香性 약물을 가하여 적용한다. 濕溫이 
中焦로 전변하면 氣機升降에 문제가 생겨 三焦濕鬱 증후가 나타나
는데 濕이 重하면 加減正氣散 가감을, 濕熱幷重이면 黃芩滑石湯을 
적용한다. 下焦로 전변하면 濕에 의해 脾腎陽氣가 손상되거나 熱에 
의해 肝腎陰液이 손상되거나 下焦 氣分에 濕鬱證이 생길 수 있다.
    燥邪는 傷津, 傷肺하기 쉽다. 上焦에서 手太陰氣分의 진액을 
손상시키면 桑杏湯을, 肺胃陰分을 손상시키면 沙參麥冬湯을, 肺燥
重證이면 淸燥救肺湯을 적용한다. 中焦로 전변하면 脾胃 陰液을 
손상시키므로 五汁飮, 玉竹麥冬湯, 牛乳飮 등을, 燥氣가 化火하여 

足少陽

血,氣+陰
傷

少陰
陰液虧虛重證 救逆湯
氣陰兩虛證 護陽和陰湯

少陰, 手
陽明 熱邪傷陰兼便溏證 一甲復脈湯

少陰, 足
厥陰

陰液虧虛證 加減復脈湯
肝腎陰虛證 二甲復脈湯
肝腎陰虛證 三甲復脈湯
陰氣虧虛證 加減復脈湯仍用參

血+陰傷

少陰 熱傷陰液證 黃連阿膠湯

少陰, 足
厥陰 眞陰大虧風動證 大定風珠

足厥陰 陰虛風動證 小定風珠

秋燥 氣,血+陰
傷

足少陰, 
足厥陰 肝腎陰虛重證 專翕大生膏

伏暑,濕
溫 氣 足厥陰

脇下水飮證 香附旋覆花湯
脇下水飮重證 控涎丹

暑溫

氣 足厥陰 暑邪深入厥陰 正虛
邪盛證 椒梅湯

氣+陰傷
少陰 氣陰兩傷證 三才湯

少陰, 厥
陰 暑熱傷陰證 連梅湯

下,中 暑溫 邪結中焦 陰陽不調
證 來復丹

下 濕溫(痢) 氣

手陽明 濕熱下注證 茵陳白芷湯

足厥陰, 
足陽明

陰陽兩虛證(肝膽犯
胃) 烏梅圓

足少陰 腎陽虛下焦不固證 三神丸

足少陰, 
足太陰 脾腎陽虛證 雙補湯

足太陰, 
足陽明 氣虛下陷證 加減補中益氣湯

下,中 濕溫(痢) 氣
陽明

濕熱痢證 加減瀉心湯
脾胃虛弱證 加味參苓白朮散

足少陰, 
足陽明 陰陽兩虛證 肉蓯蓉湯

下

濕溫(痢)

氣,血 手陽明
熱傷陰液證 加減黃連阿膠湯
濕熱下陷證 加味白頭翁湯

氣+陰傷

足少陰
陰陽兩虛氣結證 參芍湯
腎陰虛氣陷證 地黃餘糧湯
陰液太虛證 人參烏梅湯

足少陰, 
足厥陰 陰陽兩虛證 參茸湯

足少陰, 
足太陰, 
足陽明

陰陽兩虛證 加減理陰煎

血 手陽明 濕熱血痢證 斷下滲濕湯

濕溫(瘧)
氣

足厥陰, 
足陽明 陰陽兩虛證 減味烏梅圓

足太陰, 
足陽明 中焦寒證 溫脾湯

氣,血
痰瘀互結證 鱉甲煎丸

足少陰 腎陽虛證 扶陽湯

下,中 濕溫(瘧) 氣,血 足厥陰, 
足太陰 氣血兩虛證 加味異功湯

下

秋燥勝
氣論 氣

下焦陰陽虛證 復亨丹
血分癥積實證 化癥回生丹
寒冷積聚證 霹靂散

寒濕 氣
足少陰 脾腎陽虛證 鹿附湯
足少陰, 
足太陰 脾腎陽虛證 安腎湯

下,中 寒濕 氣
陽明 中焦痰飮證 橘半桂苓枳薑湯

足少陰, 
陽明 寒濕氣結證 朮附湯

下 寒濕(便 氣 手太陽 小腸寒濕便血證 黃土湯

血) 足少陰, 
足太陰

脾腎陽虛證
寒濕痔瘡下血證 朮附薑苓湯

寒濕(疝) 氣

足厥陰, 
足少陰 寒疝兼表寒證 椒桂湯

足厥陰, 
足少陰, 
手太陽

寒濕凝滯肝脈證 天台烏藥散

寒濕(疝) 氣,血 足厥陰, 
足少陰 表裏寒濕鬱結證 大黃附子湯

解産
難 保胎論2

氣 足少陰, 
足厥陰 下焦虛寒證 通補奇經丸

氣+陰傷 足少陰, 
足厥陰 下焦陰陽兩虛證 天根月窟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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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血兩燔하면 玉女煎을 적용한다. 下焦로 전변하여 肝腎陰液을 손
상시키면 復脈湯 가감을 적용한다.
    寒濕은 陰邪로 陽氣를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어 上焦에서 발병
하면 心肺의 陽氣를 손상시키는데 表陽을 손상시키는 經絡證에는 
桂枝薑附湯을 적용한다. 中焦로 전변하면 脾胃 陽氣를 손상시키며 
足太陰證으로 痞滿, 自利, 滯下, 發黃證이, 足陽明證으로 肛墜痛, 
便不爽證 등이, 脾胃陽氣가 모두 상하면 霍亂 등이 발생한다. 下焦
로 전입하면 肝腎 陽氣를 손상시키며 足少陰證으로 身痛, 腫하면 
鹿附湯을, 脾腎陽虛에는 安神湯 또는 朮附薑苓湯을 적용하고, 寒
濕이 厥陰에 凝結하면 寒疝證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三焦辨證, 衛氣營血辨證, 六經辨證을 결합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三焦 전반에 걸친 證은 주로 濕과 관
련이 깊으며 그 외 三焦氣分熱證, 痰熱內閉心竅證, 腎陽虛濕凝氣
阻證 등 熱, 痰熱, 寒에 의한 證도 있다.
    上焦證은 대부분 衛氣分證의 手太陰, 營分證의 手厥陰證이고, 
熱毒壅盛上焦證의 普濟消毒飮去升麻柴胡黃芩黃連이 手足少陽, 暑
濕氣陰兩傷證의 淸暑益氣湯이 手太陽으로 다르고, 氣分熱盛證의 
白虎湯, 熱入營分證의 淸營湯, 痰熱內閉心竅證의 安宮牛黃丸 등 
中焦證에도 적용되는 證들이 陽明經을 겸하고 있다. 血分證은 氣
血兩燔證, 風熱表證兼血分熱證, 肺氣不宣證 등에서 衛分 또는 氣
分證과의 兼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上焦篇의 濕溫證은 中焦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中焦證은 陽明, 足太陰證이 대부분이고, 학질의 少陽證이 이와 
달랐다. 그리고 濕溫門의 痺, 疸, 瘧, 痢에서 濕溫으로 야기되는 
病證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中焦의 溫熱病은 氣分證으로 腑實證
이나 陰液 손상을 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下焦證은 少陰, 厥陰證이 중심이고, 이질의 陽明證이 있다. 下
焦 溫熱病은 血分證으로 陰液 손상을 겸한 경우가 많고, 진액 손
상을 겸하지 않은 것은 蓄血證, 熱入血分證, 少陰咽痛證 등이 있
다. 下焦 濕溫의 이질에서 熱證 또는 濕證에 해당하는 陽明經의 
氣分 또는 血分證과 氣虛, 虛寒, 陰虛, 陰陽陽虛證의 寒證 등 다양
한 종류를 기술하고 있다.
    『溫病條辨』 중 편재와 다른 證의 설명이 혼재된 경우가 있는
데 上焦篇 濕溫에 이해를 돕기 위해 寒濕證을 같이 서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下焦篇에서 陽虛인 사람이 溫病이 나은 후에 
表陽虛證, 中焦 陽虛證, 胃陰虛證, 中焦에 寒飮이 생긴 경우 등을 
설명하여 中焦證이 下焦篇에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또 吳鞠通은 
비슷한 증상, 병에 대해 병기가 다른 것을 비교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면, 上焦 暑溫에서 기침이 가래를 겸하는 경우와 
겸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면서 濕을 겸하지 않은 肺經氣分輕證의 
淸絡飮加甘桔甛杏仁麥冬湯과 中焦證의 水飮을 겸한 水飮內停兼咳
嗽證의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朴杏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中焦 
濕溫의 痺證에서는 濕溫 邪氣가 經脈에만 있는 濕熱經絡痺證, 邪
氣가 장부에도 있는 風濕熱鬱痺證, 寒濕에 의한 寒濕氣機不宣證 
등을 나란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또 中焦 濕溫에서 여러가
지 內陷으로 인해 이질이 생긴 것을 학질이 內陷한 中虛熱內陷變
痢證, 熱이 많고 濕이 적은 春溫이 內陷하여 이질이 된 熱傷陰液
證, 氣虛로 인한 설사인 氣虛下陷證, 內虛로 인해 濕熱下陷한 熱

痢인 濕熱下陷證 등으로 비교 설명하였다. 또 下焦 寒濕에 飮證을 
보충하였는데 內飮이 外寒에 의해 나타난 경우, 熱飮이 胸膈을 차
단한 경우, 支飮이 胸膈을 막은 경우, 飮病을 앓은 사람의 陰吹證 
등을 설명하였고, 寒疝兼表寒證, 表裏寒濕鬱結證, 寒濕凝滯肝脈證 
등 寒濕에 의한 세 가지 寒疝證을 기술하였다. 下焦 濕溫에서는 
濕邪가 下焦에 오래 鬱結되어 三焦에 彌滿한 경우, 三焦가 閉塞된 
경우와 寒濕에 의한 氣結證 등을 비교 설명하였다.

2. 『溫病條辨』의 치법
    『溫病條辨』「凡例」에서 “각 처방의 뒤에 반드시 『內經』의 어떤 
법을 사용한 것인지를 적어 놓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證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는 법을 세울 수 있다.”20)라고 한 바와 같이 각 
처방별로 치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211처방 중 性味 치법을 제시한 
처방은 178 방으로 苦辛, 苦溫, 苦甘, 苦寒, 苦鹹, 辛涼, 辛溫, 辛
甘, 辛淡, 甘寒, 甘溫, 甘鹹, 甘淡, 酸甘, 酸苦, 酸溫, 酸辛, 鹹寒, 
淡滲 등의 치법을 제시하였다. 치법의 앞부분 主治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苦辛法 67방, 辛涼法 18방, 辛甘法 14방, 酸甘法 12방, 
鹹寒法 8방, 甘溫法 7방, 辛溫法 7방, 甘寒法 6방, 苦溫法 5방,  
甘涼法 5방, 苦甘法 5방, 酸苦法 4방, 苦寒法 4방, 辛淡法 3방, 甘
潤法 2방, 甘鹹法 2방, 그 외 甘緩, 苦鹹, 酸辛, 酸溫, 純苦, 淡滲, 
鎭攝法 각각 1방 등으로 조사되었다.
    苦味藥은 ‘能泄能燥能堅’하고 辛味藥은 ‘能散能行’하여 苦辛을 
배오하면 辛開苦降 작용이 있어 開結散邪, 降逆泄熱, 解鬱熱, 暢通
氣機하며 中焦의 升降 기능과 氣血津液 운행을 조절할 수 있다24). 
肝, 膽, 胃, 腸의 熱鬱로 인한 기능 교란과 中焦 濕熱鬱阻, 升降失
司 등의 증후에 뛰어나다. 苦辛法은 中焦의 처방이 많은데 苦辛寒
은 中焦의 暑溫과 濕溫 처방이 대부분이고, 苦辛淡은 中下焦의 濕
溫, 苦辛熱과 苦辛溫은 中下焦 寒濕과 濕溫 처방으로 되어 있다. 
    辛涼法은 辛涼, 輕淸한 약물 위주로 구성되며 辛은 ‘能散能行’
하여 散風開鬱, 疏通透邪하며 涼은 淸泄熱邪, 驅邪外出할 수 있어 
辛涼을 배오하면 輕淸透邪, 達熱外出하여 淸熱存陰하는 치법이다
24). 辛凉法은 上焦 처방이 많고, 上中下焦의 風溫 등 溫熱病 처방 
위주로 苦辛法이 濕溫, 暑溫, 寒濕 위주인 것과 대조된다. 
    辛甘法은 辛은 ‘能散能行’하여 發散, 行氣, 行血하며 甘은 ‘能
補能和能緩’하여 補益, 和中, 緩急止痛하는데 辛溫, 辛熱 약물과 
甘溫, 甘平 약물의 배오로 溫陽益氣, 扶助陽氣하는 경우가 많고, 
寒涼 약물은 辛甘味로 扶陽하면서 다른 약물의 溫燥性을 제어할 
수 있다. 甘味는 脾胃로 들어가서 補益하고 氣血化生을 촉진하므
로 辛甘化陽法은 助陽散寒 뿐 아니라 補益化生을 겸한다. 辛甘法
은 中下焦의 寒濕, 濕溫 처방에 주로 적용되었다.
    鹹味는 ‘能下能軟’하고 軟堅散結, 泄熱通下, 走腎, 滋腎陰하는
데 血分으로 들어가 淸熱涼血解毒하고 寒性을 배오하면 淸熱, 潛
降 효능이 증가하여 熱邪에 손상되어 躁動하는 陰을 침강하게 해
주므로 營血分으로 熱邪가 침입한 斑疹, 邪熱로 腎陰이 손상되어 
躁擾不安한 경우에 적용하는 치법이다. 鹹寒法은 上中下焦의 濕溫
에 주로 적용되었다.
    甘寒法은 秋燥와 風溫, 苦溫法은 上焦의 秋燥와 中焦 寒濕, 
甘凉法은 上中下焦의 風溫, 辛淡法은 濕溫 처방 위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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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s by combination of qi and 
flavor

치법 처방

苦辛(66)
(辛苦1)

上焦: 三黃二香散, 桂枝薑附湯, 宣痺湯(上焦), 杏仁湯
中焦: 九痛丸, 茵陳四逆湯, 小柴胡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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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金湯, 宣白承氣湯, 半苓湯, 連
翹赤豆飮, 茵陳五苓散, 附子粳米湯, 『外臺』走馬湯, 椒附白通湯, 杏仁薏
苡湯, 加味露薑飮, 小柴胡加乾薑陳皮湯, 加減小柴胡湯, 厚朴草果湯, 草
果茵陳湯, 加減附子理中湯, 苓薑朮桂湯, 加減人參瀉心湯, 保和丸, 大承
氣湯, 小承氣湯, 新製橘皮竹茹湯, 宣痺湯(中焦), 救中湯, 人參瀉心湯, 草
果知母湯, 加味淸宮湯, 小陷胸加枳實湯, 半夏瀉心湯去甘草乾薑加枳實杏
仁湯, 杏仁滑石湯, 黃芩滑石湯, 杏仁石膏湯, 黃連白芍湯, 加減芩芍湯, 承

氣合小陷胸湯, 四苓合芩芍湯, 靑蒿鼈甲湯(中焦), 三香湯, 三石湯
下焦: 桔梗湯, 葶藶大棗瀉肺湯, 宣淸導濁湯, 茵陳白芷湯, 斷下滲濕湯, 橘
半桂苓枳薑湯, 香附旋覆花湯, 天台烏藥散, 溫脾湯, 朮附湯, 大黃附子湯, 
桃仁承氣湯, 加減桃仁承氣湯, 椒桂湯. 加減瀉心湯, 鹿附湯, 鱉甲煎丸

辛凉(18)

上焦: 淸燥救肺湯, 加減銀翹散, 桑菊飮, 白虎加桂枝湯, 銀翹馬勃散, 淸
絡飮, 翹荷湯, 桑杏湯, 白虎湯, 銀翹散, 玉女煎去牛膝加元參

中焦: 薏苡竹葉散, 蒼朮白虎湯加草果,  銀翹湯, 減味竹葉石膏湯
下焦: 麻杏石甘湯, 竹葉玉女煎, 靑蒿鱉甲湯(下焦)

辛甘(14)

上焦: 淸暑益氣湯
中焦: 附子理中湯去甘草加厚朴廣皮湯, 四逆湯, 活人敗毒散, 人參石脂湯
下焦: 半夏湯, 肉蓯蓉湯, 小靑龍湯, 參茸湯, 安腎湯, 加味異功湯, 扶陽湯, 

參芍湯, 加味參苓白朮散

酸甘(12)

上焦: 生脈散, 加減生脈散
中焦: 麥冬麻仁湯

下焦: 地黃餘糧湯, 苦酒湯, 烏梅圓, 三神丸, 專翕大生膏, 大定風珠, 人參
烏梅湯, 連梅湯

解産難: 天根月窟膏

鹹寒(8)
上焦: 淸宮湯, 化斑湯, 淸營湯

中焦: 調胃承氣湯, 增液湯
下焦: 一甲煎,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甘溫(7)
甘熱(1)

中焦: 理中湯, 五苓散, 加減補中益氣湯, 露薑飮
下焦: 桃花湯, 桃花粥, 雙補湯, 小建中湯

辛溫(7)
上焦: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朴杏仁, 新加香薷飮, 桂枝湯

中焦: 五苓散加寒水石, 加減木防己湯
下焦: 半夏桂枝湯, 朮附薑苓湯

甘寒(6)
上焦: 沙參麥冬湯, 五汁飮

中焦: 加減黃連阿膠湯, 玉竹麥門冬湯, 牛乳飮
下焦: 小定風珠

苦溫(5)
苦熱(1)

上焦: 桂枝柴胡各半湯加吳萸楝子茴香木香湯, 杏蘇散, 化癥回生丹, 復亨丹
中焦: 四苓加木瓜厚朴草果湯, 四苓加厚朴秦皮湯

甘凉(4)
甘冷(1)

上焦: 雪梨漿
中焦: 益胃湯, 淸燥湯

下焦: 護陽和陰湯, 三才湯
甘苦(2)
(苦甘3)

中焦: 冬地三黃湯, 護胃承氣湯, 新加黃龍湯
下焦: 黃土湯, 黃連阿膠湯

苦寒(4) 中焦: 梔子柏皮湯, 黃連黃芩湯, 加味白頭翁湯
下焦: 控涎丹

酸苦(4) 上焦: 梔子豉湯, 瓜蒂散
下焦: 椒梅湯, 減味烏梅圓

辛淡(3)
上焦: 千金葦莖湯加滑石杏仁湯

中焦: 滑石藿香湯
下焦: 加減理陰煎

甘潤(2) 下焦: 猪膚湯, 加減復脈湯

甘鹹(2) 下焦: 犀角地黃湯
解産難: 通補奇經丸

甘緩(1) 下焦: 甘草湯
苦鹹(1) 下焦: 抵當湯
酸辛(1) 下焦: 半硫丸
酸溫(1) 下焦: 來復丹
純苦(1) 中焦: 茵陳蒿湯
淡滲(1) 中焦: 茯苓皮湯
鎭攝(1) 下焦: 救逆湯

3. 『溫病條辨』의 약물 사용
    『溫病條辨』의 최다 사용 약물은 크게 4가지로 養陰, 淸熱, 祛
濕, 開竅 약물이다.
養陰 약물은 甘草를 제외하면 최고 빈도로 사용된 약물로 溫病에 
의한 傷陰 특징이 잘 반영된 것이다. 養陰藥은 下焦에 많이 사용되
었는데 溫病 후기에 下焦로 전변되었을 때 養陰이 주요 치법으로 

적용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上焦의 養陰藥은 玄參, 
麥門冬, 中焦는 麥門冬, 玄參, 生地黃, 白芍藥이 다빈도로 조사되
었고 이는 增液湯 구성 약물이다. 下焦에서는 白芍藥, 阿膠, 麥門
冬, 乾地黃으로 鹹寒, 甘寒養陰하며 復脈湯의 주요 약물이다. 養陰
藥은 養陰하는 동시에 淸熱 효능이 있어서 溫病 과정 전반에 사용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淸熱藥은 祛邪하는 약물로 連翹, 竹葉, 銀花는 辛涼淸熱하는 
대표 약으로 淸衛分熱 또는 透熱轉氣하여 上焦에서 많이 응용되
고, 石膏, 知母는 辛寒淸熱의 대표 약으로 淸氣分熱하여 上焦와 
中焦에서 많이 응용되었다. 또, 黃連, 黃芩, 梔子는 苦寒淸熱燥濕
하고, 大黃, 芒硝는 苦寒瀉下淸熱하여 中焦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生地黃, 麥冬은 鹹(甘)寒養陰淸熱하여 下焦에서의 응용이 많았다. 
衛氣分 邪熱은 無形의 熱이므로 辛涼宣透 또는 辛寒淸熱 약물 위
주로 表로 熱을 몰아내고, 熱이 氣分으로 들어가 中焦에 모여 濕이
나 積滯와 相合하면 苦寒으로 淸熱燥濕하거나 瀉下導滯한다. 그리
고 熱邪가 下焦로 들어가서 虛多實少하게 되면 滋陰淸熱 위주를 
적용한다. 銀翹散, 白虎湯, 承氣湯類, 淸營湯, 複脈湯 가감 처방들
은 淸熱 대표방으로 上焦에서 下焦, 衛氣分에서 營血分으로 진행
될 때 적용되는 순서이다.
    祛濕藥은 茯苓, 半夏, 陳皮, 杏仁, 滑石 등이 대표적이고 中焦 
적용이 많은데 半夏, 生薑은 小半夏湯의 辛開苦溫燥濕의 약물이고, 
滑石, 通草, 杏仁은 宣上利下하며, 黃連, 黃芩은 苦寒燥濕한다. 그
리고 開竅藥으로 麝香, 朱砂, 犀角은 涼開三寶(安宮牛黃丸, 紫雪
丹, 至寶丹)의 주요 약물이고, 黃連, 黃芩, 梔子는 淸心熱한다.
    다빈도 약물을 三焦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Frequently used medicinal herbs
전체 上焦 中焦 下焦

甘草 97 甘草 36 甘草 30 白芍藥 32
麥門冬 56 犀角 23 厚朴 26 甘草 31
白芍藥 48 連翹 21 茯苓 24 阿膠 23

生地黃+乾地黃 48 石膏 20 黃芩 21 麥門冬 22
人蔘 47 金銀花 18 黃連 21 乾地黃 20
茯苓 43 竹葉 18 半夏 20 人蔘 17
黃連 39 玄參 17 人蔘 19 茯苓 15
石膏 37 麥門冬 16 陳皮 19 麻仁 13
黃芩 37 麝香 15 麥門冬 18 乾薑 13
犀角 37 杏仁 14 生薑 17 附子 12
玄參 35 朱砂 14 大黃 17 桂枝 11
半夏 34 桔梗 13 玄參 16 鼈甲 10
厚朴 32 知母 13 生地黃 15
連翹 30 葦根 12 枳實 15
生薑 29 粳米 11 杏仁 14
杏仁 29 滑石 11 乾薑 14
知母 29 薄荷 11 石膏 13
乾薑 29 人蔘 10 知母 13
竹葉 28 梔子 10 梔子 12
陳皮 27 豬苓 12

金銀花 26 通草 11
阿膠 25 芒硝 10
桂枝 25 犀角 10

白芍藥 10
蒼朮 10
滑石 10

    이상에서 『溫病條辨』의 辨證 체계와 처방의 辨證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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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病證을 분류, 고찰하였으며 치법 및 약물 사용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고    찰

1. 『溫病條辨』의 辨證 체계
    한의학의 辨證에는 八綱, 六經, 衛氣營血, 三焦, 臟腑, 氣血津
液, 經絡, 六氣辨證 등 다양한 辨證 방법이 있으나 각각으로는 임
상 적용에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임상적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병 종류에 따라 종합적인 辨證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溫病條辨』의 辨證 체계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吳鞠通은 三焦辨證을 통해 병위, 전변 규칙, 병세 등을, 六經
辨證으로 상세한 병위, 衛氣營血辨證으로 전변규칙, 병세 등을 나
타내고, 병명을 통해 병인과 病性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辨證 체계
를 구성하고25) 이에 따른 치법과 처방을 기술하였다. 병명과 세 가
지 辨證을 종합 적용한 체계는 질병, 병인, 병기, 病位, 병성 등 질
병, 변증, 치법에 연계되는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임상
적용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辨證 방법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溫病이라는 특성 때문에 衛氣營血辨證이나 
병명을 통해 알 수 있는 병인, 병세, 전변규칙 등의 정보가 유의미
하기 때문이다. 다른 外感病이나 內傷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辨證 
체계의 다른 조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표준이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溫病條辨』의 처방을 寒, 熱, 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병
명, 三焦辨證, 六經辨證, 衛氣營血辨證 등의 관점에서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熱證
    熱證 중 순수한 熱證은 風溫 등 溫熱病이 1/2 정도를 차지하
고, 暑溫, 伏暑, 濕溫의 熱證과 秋燥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熱에 
痰飮, 濕, 寒을 겸한 것과 虛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溫熱病은 순수 熱證이 대부분으로 陰傷證을 겸하는 경우가 많
은데 中下焦에서 주로 보이고 腑實證을 겸하기도 한다. 陰傷證은 
溫病에서 중요한 證으로 『溫病條辨』 전체의 1/5에 해당하였다. 上
焦에서는 胃陰虛, 津液虛 정도로 가볍게 나타나고, 中下焦에서 주
로 나타나며, 中焦의 護胃承氣湯, 增液承氣湯 등 陰傷과 腑實證을 
겸한 경우가 있고, 下焦에서는 表裏熱證, 陰液虧虛證, 肝腎陰虛證, 
氣陰兩虛證, 眞陰大虧風動證 등이 있다.
    暑溫에서 濕이 가벼운 熱證으로 暑溫表證, 肺經氣分輕證, 熱
入營分證, 暑熱深入三焦血分證, 三焦氣分熱證 등이 있고, 下焦의 
氣陰兩虛證과 熱傷陰證이 있다. 그리고 伏暑에는 表의 虛實과 氣
分, 血分證에 따라 風熱表實證兼血分熱證, 風熱表實證兼氣分濕證, 
風熱表虛證兼氣分熱證, 風熱表虛證兼血分熱證 등이 있다. 또 濕溫
의 熱證에는 上焦의 肺氣痺鬱證, 肺氣不宣證, 中焦 학질의 心胸熱
鬱證, 熱邪深伏陰分證, 陰虛를 겸하는 胃陰虛證, 熱傷陰液證 등이 
있다. 秋燥는 陰液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 氣陰兩傷證, 肺胃陰傷
證, 胃陰虛證 등이고, 단순 熱證에는 上焦氣分燥熱證, 燥熱傷肺輕
證 등이 있다.

    순수한 熱證 이외에 兼證을 보면, 먼저 痰飮을 겸한 것으로 
痰熱內閉心竅證, 痰熱內閉心包證, 痰涎壅滯胸中證, 脇下水飮重證, 
熱毒壅肺ž痰瘀互結證, 熱飮相搏痞證, 肺氣不宣證, 水飮壅肺實證 등
과 腑實證을 겸한 腑實兼痰熱壅肺證, 腑實兼痰熱結胸證 등이 있
다. 그리고 濕을 겸한 것은 暑溫과 濕溫의 濕보다는 熱이 重한 경
우로 肺絡濕熱證, 氣分熱盛兼濕證, 濕痰熱鬱閉中焦證, 濕熱痞證, 
濕熱入心包證 등과 氣陰兩虛를 겸한 暑濕氣陰兩傷證 등이 속한다. 
寒證을 겸한 것은 학질과 이질로 中焦熱結陽陷證, 氣分熱盛兼表寒
證, 中焦濕熱兼寒濕證, 中虛熱內陷變痢證과 陰陽兩虛證 등이 속한
다. 少陰 虛熱로 인한 咽痛 처방과 肝腎陰虛重證으로 인한 陰虛熱
證도 熱證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溫熱病은 兼證이 없는 熱證과 痰飮 兼證, 虛熱性 少
陰 咽痛으로 나타났고, 濕熱病의 熱證은 주로 上焦證이다.
    寒證과 濕證은 氣血同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氣分證에 해당
하므로 衛氣營血辨證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熱證에서는 의
미가 있다.
    衛分證은 手太陰證으로 風溫과 暑溫에서 風熱表證, 暑溫表證, 
燥熱傷肺輕證 등 병인별 表證이 보이고, 衛氣同病과 衛血同病이 
보이며, 陰液 손상을 겸한 陰液虛風熱表證이 있다. 凉燥襲肺衛證의 
杏蘇散도 衛分證에 속하지만 寒證으로 분류하였다.
    衛氣營血辨證에서는 氣分證이 가장 많으며 氣分證, 腑實證 및 
陰液 손상과의 兼證의 형태로 나타난다. 氣分證은 주로 上中焦에
서 보이고 下焦에서는 陰液 손상의 兼證이 많이 보인다. 腑實證은 
中焦證으로 氣營同病, 氣血同病, 陰液 손상 兼證 등 다양하고 承
氣湯 가감 처방이 적용된 것이다. 氣血同病은 주로 溫熱病에서 上
焦의 氣血兩燔證, 下焦의 陰液虧虛證, 肝腎陰虛證, 氣陰兩虛證 등
으로 보이고, 濕溫의 이질과 학질에서 보인다.
    營分證은 手厥陰證으로 熱入心包證, 痰熱內閉心包證, 痰熱內
閉心竅證, 熱入營分ž肝風內動證 등이 있고, 溫瘧의 逆傳心包輕證, 
暑溫의 熱入營分證, 濕溫에 의한 濕熱入心包證 등이 있다. 그리고 
逆傳心包證은 溫熱病의 특징적인 전변 단계로 淸宮湯, 安宮牛黃
丸, 至寶丹, 紫雪丹 등을 적용한다. 이 중 安宮牛黃丸, 至寶丹, 紫
雪丹은 凉開三寶로 칭하는데 開竅, 淸熱解毒, 鎭心安神 약물로 조
성된 공통점을 가지면서 淸熱解毒은 安宮牛黃丸>紫雪丹>至寶丹이
고, 開竅 효능은 至寶丹>安宮牛黃丸>紫雪丹, 鎭心安神 효능은 紫
雪丹>至寶丹>安宮牛黃丸으로 각각의 특징이 있다26). 그 중 痰熱內
閉心竅證의 安宮牛黃丸이 上中焦의 手厥陰, 陽明, 三焦 등 병위가 
가장 넓게 적용된 특징이 있다.
    血分證은 少陰, 足厥陰證으로 下焦 溫熱病이 대부분이며 上焦 
溫毒에 의한 熱毒癰瘡證, 暑溫의 暑熱深入三焦血分證, 下焦 濕溫
의 濕熱血痢證 등이 있고, 그 외 氣分證이나 陰液 손상을 겸한 것
이 많다.
    이상을 종합하면 衛氣營血辨證은 溫熱病과 暑溫, 濕溫의 熱證
에 의미가 있으며, 溫病의 중요 병기인 陰液 손상은 주로 氣分證과 
血分證에 분포하고, 溫熱病의 陰液 손상은 주로 上中焦의 氣分證
에서 나타나고, 下焦 陰液 손상은 血分證이나 氣血同病으로 나타
나는 것이 많았다.
 2) 寒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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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1에 근거하여 寒證으로 분류한 것은 다시 虛寒證, 氣虛, 
氣血兩虛, 氣陰兩虛, 陰陽兩虛, 陰虛, 寒濕, 痰飮, 積聚, 寒熱錯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虛寒證은 주로 溫熱病, 濕溫, 寒濕의 中下
焦證이고, 陰陽兩虛證은 濕溫의 이질이 많으며, 積聚는 秋燥勝氣
論에서 보인다. 寒熱錯雜으로 분류한 것은 厥陰과 陽明證을 겸한 
證이 있고, 병인이 溫熱邪이므로 寒證이 나타남에도 熱을 겸한 것
으로 해석한 內熱外寒表虛證의 桂枝湯, 胃陽虛兼肝熱證의 加減人
參瀉心湯이 해당된다. 痰飮 兼證은 中焦證 위주이며 上焦의 凉燥
襲肺胃證과 外寒內飮證이 있다.
 3) 濕證
    Table1에 근거하여 寒, 熱 보다 濕이 우선인 證을 濕證, 濕熱
證, 濕寒證, 濕飮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한 濕證은 濕溫의 三
焦濕鬱兼經絡濕證, 暑濕痺證, 濕阻三焦氣機證, 濕濁內阻證 등으로 
적고, 대부분 濕熱證이다. 濕과 寒의 兼證은 寒이 우선인 寒濕證으
로 분류된 것이 많고 이는 寒證에 분류하였으며, 濕이 우선이면서 
寒을 겸한 것은 수가 적다. 濕熱證은 濕溫의 上焦證으로 氣分濕重
熱輕證, 濕鬱陽氣證, 下焦證은 이질의 濕熱下注證, 濕熱痢證, 濕熱
血痢證 등으로 적고, 대부분 中焦證이다. 水飮 兼證은 暑溫, 濕溫
의 처방이라도 熱의 편중이 없는 水飮熱輕證, 水飮內停兼咳嗽證과 
寒濕의 濕鬱脾胃證, 濕鬱脾兼肝熱證 등이다. 濕寒證은 中焦 寒濕
의 濕濁傷脾胃證, 濕鬱脾陽證, 寒濕氣機不宣證 등이다. 
    濕證은 肺氣化失常을 주요 병기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上焦 
뿐 아니라 中下焦의 濕證에 대해서도 宣肺化濕을 중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肺主一身之氣, 氣化則濕亦化’하게 하면 三焦水道가 通暢하
고 진액이 전신에 수포하여 濕이 생기지 않고, 또한 腠理를 통해 
濕邪가 발산되거나 방광 氣化로 소변으로 나가게 된다. 氣分濕重熱
輕證, 寒濕氣機不宣證, 濕熱經絡痺證, 三焦濕熱證, 三焦濕鬱兼經絡
濕證, 濕阻三焦氣機證 등 上中焦와 三焦의 濕鬱氣機證이 이에 해
당하고, 濕證의 1/3에 해당한다. 그리고 脾胃氣機가 阻滯된 中焦 
濕證은 濕鬱脾胃證, 濕熱發黃證, 寒濕氣機不宣證 등으로 주로 苦
辛法으로 氣機를 宣通하였으며 苦辛法을 적용하는 濕證은 2/3 정
도에 해당한다. 下焦의 濕證은 濕鬱下焦氣分證, 濕熱下注證, 血分
濕熱證 등으로 淡味를 적용하였다.
    병명에 따라 살펴보면, 風溫 등 溫熱病은 肺衛를 통해 침범하
고 전변이 신속한 熱證 - 衛分證에서 陽明氣分證, 下焦血分證으로 
전변 - 으로 경우에 따라 逆傳心包한 營分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溫病의 전형적인 전변 규율이 보인다.
    溫熱病은 病程이 신속하게 전변되므로 치료시기를 조금만 늦
추어도 위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에 대해 강조하면서 陰液 
손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데 銀翹散의 竹葉, 桑菊飮의 蘆根과 같
이 淸熱 처방에도 生津하는 약물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陰虛와 관련된 辨證은 溫熱傷津證, 胃陰虛證, 陰虛液虧證, 陰液虛
風熱表證, 熱鬱液乾證, 氣陰兩虛證, 肝腎陰虛證, 眞陰大虧風動證, 
熱傷陰液證 등으로 많았고 養陰하는 처방의 1/2 정도가 陰虛證에 
적용된 것이다. 또 下焦의 風溫 등 溫熱病에 대한 竹葉玉女煎 및 
復脈湯의 加減方 등이 많은 것을 보면 下焦까지 전변된 경우에도 
음액 손상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는 “暑邪를 熱이 극한 상황으로 발병이 급성이고, 陽

明 氣分證 裏熱證으로 나타나기 쉽고, 진액뿐 아니라 元氣까지 소
모하는 특성이 있다”27)고 하였고, 吳鞠通은 暑溫을 濕과 熱을 겸하
고 熱이 濕보다 重한 경우20)라고 하여 차이가 있지만 분류한 결과 
暑溫, 伏暑에는 濕을 겸하지 않은 證이 더 많았다. 
    暑邪는 氣分을 먼저 손상시키고 氣結로 인해 上焦가 閉鬱될 
수 있으므로 上焦證은 肺經氣分輕證, 暑溫表證으로 시작하고, 營分
으로 들어가면 熱入營分證이 되고, 暑熱이 中焦 氣機를 막으면 濕
熱痞證이 생기며 下焦 깊이 들어가면 陰液이 손상되어 暑熱傷陰證
이 된다. 그리고 暑濕이 三焦에 만연하면 三焦氣分熱證, 三焦濕熱
證, 暑熱深入三焦血分證 등으로 나타난다.
    暑溫에서 濕이 가벼운 熱證으로 분류한 것은 上焦의 暑溫表
證, 肺經氣分輕證, 熱入營分證과 中焦의 三焦氣分熱證, 暑熱深入
三焦血分證, 下焦의 暑熱傷陰證, 陰液元氣兩傷證 등이었다. 그 외
에는 濕을 겸한 것으로 肺絡濕熱證, 氣分熱盛兼濕證, 濕痰熱鬱閉
中焦證, 濕熱痞證이 있고, 熱보다 濕이 重한 三焦濕熱證, 또 水飮
을 겸한 水飮內停兼咳嗽證, 脇下水飮重證 등이 있다. 또 진액뿐 아
니라 元氣까지 소모된 暑熱傷陰證, 暑濕氣陰兩傷證 등이 있다.
    濕邪는 발병과 전변이 느린 특징이 있어 上焦의 濕溫에는 처
방이 적고 주로 中下焦에서 설명하고 있다. 上焦證으로는 氣分濕
重熱輕證, 濕鬱陽氣證, 肺氣不宣證, 肺氣痺鬱證, 熱毒壅肺ž痰瘀互
結證, 濕熱入心包證 등으로 주로 濕이 肺氣를 막은 것과 濕熱入心
包證이 있다. 대부분 氣分證으로 濕熱病이 氣分에서 오래 머문다
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濕熱邪가 우선적으로 脾胃를 손상하기 쉽지만 三焦 전
반에 퍼지므로 氣分濕重熱輕證, 三焦濕鬱證, 濕阻三焦氣機證, 濕濁
三焦彌漫證 등이 있다. 이들은 吳鞠通은 “폐는 온몸의 기를 주재하
므로 肺氣를 通暢시키면 暑와 濕이 다 풀린다. 肺經 약은 陽明으
로 들어가는 약이 많고, 肺氣가 소통되면 방광 역시 개통되어 폐의 
치료에 중점을 두어도 위와 방광이 포함되어 三焦를 구비한다.”20)

라고 하였는데 이 관점에 적합한 것이다.
    濕邪가 氣機 운행을 막는 특징은 濕熱經絡痺證, 濕阻三焦氣機
證, 濕濁內阻證, 濕濁阻滯化熱證, 濕熱壅遏胃氣證, 三焦濕鬱證 등 
많은 證에 해당하고 이들 중 經絡을 阻滯한 痺證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濕溫의 寒證은 학질과 이질이 濕溫에서 시작되어 陽氣까지 
손상시킨 경우이다.
    燥邪는 肺를 중심으로 발병하여 上焦氣分燥熱證, 燥熱傷肺輕
證이 기술되어 있고, 진액을 손상시키는 특징은 肺胃陰傷證, 燥熱
傷肺ž氣陰兩傷證, 胃陰虛證, 肝腎陰虛重證 등에서 나타난다. 대부
분 上焦에서 언급되며 中下焦는 陰液 손상을 겸한다. 그리고 吳鞠
通은 秋燥勝氣論을 별도로 구성하여 凉燥襲肺衛證의 杏蘇散을 통
해 溫燥와 凉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辨證 전반을 살펴볼 때 溫病은 太陽經, 少陽經의 病證이 드물
고 陽明腑證과 三陰臟의 病證이 나타나며 衛氣營血辨證은 溫熱病, 
三焦辨證은 濕熱病 辨證에 의미가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陰傷
證은 溫病에서 중요한 증으로 주로 氣分證과 血分證에 분포하고, 
『溫病條辨』 전체의 1/5에 해당하였다. 溫熱病의 陰液 손상은 주로 
上中焦의 氣分證에서 나타나고, 下焦 陰液 손상은 血分證이나 氣
血同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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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溫病條辨』의 치법
 1) 養陰法
  (1) 養陰을 위한 治法
    吳鞠通은 “溫病을 앓는 사람은 정기가 허한 상태이다.”20)라고 
하면서 특히 傷陰이 溫病 변화의 주요한 병기이며 陰精의 盛衰가 
溫病 전변 및 예후의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치법으로 “陰을 
實하게 해서 부족을 보충한다는 것은, 陽邪가 盛하면 陰氣가 衰해
지는데 陽邪를 瀉하면 陰이 그 자리에서 안정할 수 있으므로 實其
陰이라고 한 것이다. 有餘한 陽을 瀉하는 것이 곧 부족한 陰을 보
하는 방법이 되므로 補其不足이라고 말한 것이다.”20)라고 하여 『溫
病條辨』의 전반에서 養陰을 중시하였고, 또 “陰液을 구원하는 방법
에 育陰과 堅陰 외 다른 것이 있겠는가?”20)라고 했다. 溫病의 치법
으로는 병의 전변에 따라 解表, 淸熱, 通下 三法을 적용하는데 이
들은 모두 祛邪함으로써 堅陰을 추구하는 것으로 辛凉透邪하는 銀
翹散, 淸熱泄邪하는 白虎湯, 急下存陰하는 三承氣湯 등이 이에 해
당하며 堅陰은 간접적으로 陰液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주로 溫病 
초기나 正氣가 盛할 때 傷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育陰은 직접적으로 陰液을 보충하는 것으로 溫病 후기의 邪少虛多
일 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堅陰과 育陰이 동시에 적용되는 처방
도 많은데 苦寒, 辛凉과 甘寒, 酸甘, 鹹寒 등의 合法이 이에 해당
한다.
    養陰法을 적용할 때는 祛邪와 養陰의 선후를 구별하여 적용하
였는데 “병이 上焦 手厥陰에 있으면 邪熱의 淸泄를 위주로 하되 
邪氣가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이어서 陰液을 滋養해야 하며, 병이 
下焦 足厥陰에 있으면 陰液을 滋養함을 위주로 하되 邪氣가 여전
히 有餘하면 邪氣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20)고 하였다.
    養陰을 위한 치법에는 甘味가 포함되는데 酸甘化陰法, 甘寒法, 
甘苦合化陰氣法, 鹹寒苦甘法, 甘潤, 甘凉 등이 있고, 그 외 치법이 
기록되지 않은 처방 중 養陰 효능이 있는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
冬,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靑葉倍元參, 淸絡飮加甘桔甛杏仁
麥冬湯, 增液承氣湯, 加減復脈湯仍用參, 一甲復脈湯, 白虎加蒼朮
湯, 白虎加人蔘湯 등이 포함된다. 이 중 白虎加蒼朮湯, 白虎加人蔘
湯은 직접적인 養陰이 아니라 淸熱을 통한 堅陰에 해당한다. 그리
고 酸甘鹹寒, 鹹寒苦甘法은 각기 鹹寒滋腎陰, 酸甘化陰, 甘苦合化
陰氣法을 겸하고 있어 滋陰의 효능이 강력하고, 下焦 肝腎陰虛證
의 대표 처방인 復脈湯 가감 중 하나인 大定風珠와 中焦 滋陰의 
대표인 增液湯이 이에 속한다.
    上焦의 滋陰藥은 肺, 心, 胃經에 속하고 性味가 甘, 微寒으로 
질은 가벼운 것으로 ‘治上焦如羽’에 적합하다. 약물로는 玄參, 麥
冬, 知母, 葦根 등이며, 처방은 沙參麥冬湯, 五汁飮, 雪梨漿 등이 
있다. 中焦의 滋陰藥은 脾, 胃, 大腸經에 속하고 性味가 甘, 苦, 
寒 위주로, 질은 비교적 厚重한 것으로 ‘治中焦如衡’에 적합하다. 
약물로는 麥冬, 玄參, 生地, 知母, 白芍 등이고, 처방으로는 減味竹
葉石膏湯, 益胃湯, 增液湯 등이 있다. 그리고 下焦의 滋陰藥은 肝, 
腎經에 속하고 性味가 甘, 鹹, 寒 위주로 질은 무거워 침강하거나 
동물성 약재로 ‘治下焦如權’에 적합하다. 약물로는 白芍, 阿膠, 麥
冬, 乾地 등이고, 처방으로는 加減復脈湯, 專翕大生膏, 大定風珠, 
黃連阿膠湯 등이 있다.

養陰하는 치법과 처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yin-tonifying treatments and prescriptions
분류 치법 처방

甘潤(5)

甘潤法 猪膚湯
甘潤存津法 加減復脈湯
辛凉甘潤法 淸燥救肺湯

鹹寒甘潤法(2) 二甲復脈湯, 三甲復脈湯

甘凉(6)
甘凉法(4) 雪梨漿(甘冷), 益胃湯, 淸燥湯, 三才湯

甘凉甘溫複法, 偏於甘凉 護陽和陰湯
甘溫複甘凉法 露薑飮

甘寒(10)

辛凉合甘寒法(4) 玉女煎去牛膝加元參, 銀翹湯, 減味竹葉石
膏湯, 靑蒿鱉甲湯(下焦)

辛凉合甘寒微苦法 竹葉玉女煎
甘寒法(4) 五汁飮, 沙參麥冬湯, 玉竹麥門冬湯, 牛乳飮
甘寒鹹法 小定風珠

甘苦(5)

苦甘法 護胃承氣湯
苦甘鹹法 新加黃龍湯

苦甘鹹寒法 黃連阿膠湯

甘苦合化陰氣法(2) 冬地三黃湯, 加減黃連阿膠湯(甘寒苦寒合化
陰氣法)

酸甘(16)

酸甘化陰法(4) 生脈散, 加減生脈散, 麥冬麻仁湯, 人蔘烏梅
湯

酸甘化陰酸苦泄熱法 連梅湯
酸甘辛苦複法 烏梅圓

酸甘辛溫兼澁法 三神丸
酸甘微辛法 苦酒湯
酸甘鹹法(2) 專翕大生膏, 大定風珠

酸甘鹹微辛法 天根月窟膏
酸甘兼澁法 地黃餘糧湯

辛甘化陽酸甘化陰複法(2) 淸暑益氣湯, 參芍湯(辛甘爲陽, 酸甘化陰複法)
辛淡爲陽, 酸甘化陰複法 加減理陰煎

甘溫淡酸甘微辛復方 雙補湯

鹹寒苦甘
(5)

鹹寒甘苦法(2) 淸宮湯, 調胃承氣湯
鹹寒苦甘法(3) 化斑湯, 淸營湯, 增液湯
甘鹹微苦法 犀角地黃湯
苦寒甘苦法 梔子柏皮湯
辛凉甘淡法 麻杏石甘湯

辛凉苦甘複辛溫法 白虎加桂枝湯
苦辛寒兼甘法 人參瀉心湯

  (2) 금기를 통한 養陰
    溫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陰液 손상의 방지를 위한 금
기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辛溫劑로 發汗하는 것을 금하였
다. 溫病은 傷寒과 발병경로가 다르므로 發汗을 통해 太陽經을 손
상시킬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熱로 인해 陰血이 손상된 후에는 
發汗하여도 땀이 나지 않고 肌表에 邪氣가 鬱滯되므로 다른 병변
이 발생하게 된다. 땀은 心液이므로 誤汗으로 傷陰하기 쉬우므로 
辛凉劑로 解肌透邪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溫病에서의 小便不利
에는 淡滲劑 사용을 금하였다. 熱邪로 인해 傷陰하여 小便不利가 
나타날 때 淡滲劑로 다시 진액을 손상하면 안되고 養陰生津하여 
진액이 회복되게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처방은 甘苦合化陰法인 
冬地三黃湯을 제시하였다. 이는 溫熱病에 해당하며 濕邪 鬱滯로 
인한 膀胱氣化不利인 濕熱病과는 다르다. 셋째, 여러 번 攻下하는 
것을 금하였다. 攻下한 후 진액 손상으로 대변을 보지 못한 경우에
는 攻下하지 않고 益胃湯, 增液湯, 加減復脈湯 등으로 滋陰하거나 
祛邪와 養陰을 병행하는 承氣湯 가감으로 陰液을 회복하도록 하여 
여러 번의 攻下로 인해 腎陰까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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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燥傷陰할 수 있는 苦寒한 약물 사용을 조심하였다. 순수하게 苦
寒한 약은 오히려 燥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였고, 甘寒한 약으로 대신하거나 溫熱病에는 酸甘, 甘
寒 등 護陰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사용하고, 濕熱病에는 淸熱, 芳
香, 辛凉 등을 배오하여 淸熱袪濕하였다.
 2) 透邪
    溫熱邪에 의한 氣機 장애로 鬱證이 생기거나 濕熱病에서 濕邪
에 의한 氣機鬱結이 생길 수 있으므로 溫病은 공통적으로 熱鬱이 
생기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淸熱하고 解鬱할 수 있는 寒
凉藥과 辛味藥을 사용한다. 寒凉藥은 직접적인 邪毒을 淸解하여 
병변 발생을 단절시키거나 熱로 인한 인체 손상을 방지하고, 辛味
藥은 溫病 병기의 특징에 적합한 치법으로 開鬱泄熱, 疏利氣機하
며 邪氣의 기세에 따라 밖으로 몰아낸다. 溫熱邪를 쫓아내기 위해 
寒凉藥만을 사용하게 되면 氣機鬱結을 가중시켜 熱邪를 쫓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淸熱 뿐 아니라 透邪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淸
熱透邪에 사용하는 약은 주로 寒凉藥을 중심으로 苦辛味이고, 질은 
가볍고 芳香을 가지는 것이다. 淸熱하는 寒凉藥은 金銀花, 連翹, 
石膏, 薄荷, 犀角, 滑石, 靑蒿 등이고, 金銀花, 連翹는 輕淸解毒하
는데 溫病 衛氣營血 전 단계에 응용되는 약물이다. 辛味藥은 辛散
하고 질이 가볍고 芳香性이 있는 약으로 鬱滯된 邪熱을 氣機宣暢, 
透邪하여 병이 전변하여 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치법에서 辛味로 분류된 것은 苦辛, 辛凉, 辛甘, 辛溫, 辛淡, 
酸辛으로 51.7%에 이르고, 辛味藥으로는 解表藥, 祛風濕, 芳香化
濕, 溫裏, 理氣, 活血祛瘀, 化痰止咳平喘, 開竅藥 등으로 『溫病條
辨』의 약물 248개 중 103개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辛涼藥의 輕宣
透表, 辛香 약물의 芳化暢氣, 辛開苦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辛溫藥의 빈도가 높은데 芳香性이 있고 소통의 성질이 있어 
腠理를 열고, 邪氣를 밖으로 몰아내고, 化濕透熱, 氣機通達하는 효
능이 있으며, 辛凉藥과 배합하면 邪氣를 宣透하는 효능을 증강시키
고, 寒凉藥과 배합하면 傷陰하는 폐단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荊芥, 
防風, 麻黃, 桂枝 등의 辛溫 약물은 辛涼 약물과 배합하여 透表 효
능을 증강시킨다.
    透邪는 단순히 辛凉解肌하는 것 뿐 아니라 益氣養陰, 通下, 
開竅, 熄風, 活血化瘀 등의 치법과 배합하여 복잡한 병기, 병정 단
계에 적용되어 病邪 제거, 氣機 通暢, 正氣 보호, 病程 단축, 효능 
증강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衛分證에서는 肺 위주로 宣肺, 化痰, 
降氣 약물을, 氣分證에서는 肺, 肝, 心, 胃, 大腸에 귀속하는 약물
을 다용하고, 營血分證에서는 心, 肝에 귀속하는 약물을 다용한다.

Table 5. Frequently used medicinal herbs of outthrusting the 
pathogen

결    론

    『溫病條辨』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辨證 체계를 이해하고 처방
의 병증을 도출하였으며, 熱, 寒, 濕證으로 분류하고 변증별로 고
찰하였다. 그리고 치법 및 약물 적용의 특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溫病條辨』의 특징적인 辨證 체계는 溫
病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고, 한의학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辨證 체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溫病條辨』은 병명, 三焦辨證, 衛氣營血辨證, 六經辨證의 종합
적인 辨證 체계로 病因, 病機, 病位, 病性, 전변 규칙 등을 명시하
고 있다.
    衛氣營血辨證은 溫熱病, 三焦辨證은 濕熱病 辨證에 의미가 있
는 경향이 있다. 溫病은 太陽經, 少陽經의 病證이 드물고, 陽明腑
證과 三陰經의 病證이 주로 나타난다.
    熱證은 氣分證이 가장 많으며 腑實證과 陰液 손상을 겸하기도 
한다. 衛分證의 치법은 대부분 辛凉透邪法이 적용되었다. 濕證은 
中焦濕熱證이 대부분이고, 肺氣不化의 病機가 많으며, 寒證은 虛寒
證과 兼證으로 寒濕證이 많았다.
    진액 손상을 겸한 病證은 中上焦의 氣分證과 下焦의 血分證, 
氣血同病에서 주로 나타났고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上焦의 치법은 淸宣肺衛, 辛涼淸熱 위주로 開竅醒神을 겸하
고, 中焦는 淸熱, 瀉下, 養陰, 祛濕, 開竅 등의 치법을 포괄하고, 
下焦는 養陰, 熄風을 중시하였다.
    淸熱, 養陰, 祛濕, 開竅가 주요 치법이고, 淸熱法은 辛涼(寒), 
甘寒, 甘(鹹)寒法으로 三焦에 따라 다르게 응용하고, 養陰法은 中
下焦에서 鹹寒을 주로 사용하였다.
    透邪法은 味辛, 性涼(寒), 質輕한 약물로 衛氣營血 전 단계에
서 益氣養陰, 通下, 開竅, 熄風, 活血化瘀 등의 다른 치법과 배합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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