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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외용제에 관한 한의학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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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n Medicine Literature Review on Acne External Medicines
Won Yung Lee, Dong Hee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s social interest in acne treatment has grown, various external prepar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studied. 
So, we investigated the external prescription which can treat acne in medical classics, then reviewed and divided it by 
dynasty. The data for analysis of Herbal formula was taken from ‘medicine Dictiona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criptions(中医方剂大辞典)’. 31 external medicines were searched, 3 were before song(宋) dynasty, 11 were Song(宋) 
dynasty, 11 were Yuan(元) dynasty, 7 were Ming(明) dynasty and 7 were Qing(淸) dynasty. The recipe and usage were 
only making them pill(丸) and paste(膏) using grinded medicinal herbs, then rubbing to face. As the age developed, 
unique manufacturing process(i.e fermentation method), and usage(i.e time-based usage, herbal medicine extracts for 
wash) were proposed. The external application with oriental medicine for acne used with Angelicae Gahuricae 
Radix(n=12), Bletillae Rhizoma(n=8), Syzygii Flos, Saposhnikoviae Radix(n=7) and so on. In particular, Bletillae Rhizoma 
was searched with high frequency in this study, but it was not included or studied in patent com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experiments and clin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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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드름은 과도한 피지의 분비로 인해 각질형성세포의 이각화증 
혹은 과각화증으로 발생 및 염증변화가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
로, 면포, 구진, 농포, 낭종, 결절, 반흔 등의 증상이 얼굴이나 목, 
등, 어깨 가슴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 여드름의 병인은 
남성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의 증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모낭 
입구의 과각화와 모공 폐쇄, Propionibacterium acnes(P.acnes)
의 증식, 염증 유발이 주요 관련인자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도 피부장벽기능의 이상과 기타 유전,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
가 여드름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 
    여드름은 경미한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환자의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심한 여드름 환자는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에 있어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
라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3). 또한 여드름은 주
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국내에서 내
원하는 환자 중 20대가 43.1%, 30대가 24.2%를 차지하는 등 여드
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는 질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4). 
    현대사회에 이르러 미용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

함에 따라 여드름 치료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드름의 치
료법에는 retinoids, 항생제, benzoyl peroxide 등을 이용한 도포
제, 항생제, isotretinoin, 호르몬 치료제 등의 경구 투여 및 압출
요법, 광선치료,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입 등을 사용하나 피부자극, 
내성균주 및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5), 
이로 인해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黃帝內經』6)에서 痤疿으로 불리기 시작하
였으며, ‘痤疿, 痤, 皰瘡, 面疱, 肺風瘡, 肺風粉刺, 靑春痘’ 등 症狀
이나 壓出시 양상, 原因에 따른 病名과 호발하는 시기에 따른 病名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대표적인 病因·病耭로는 辛辣厚味
로 인해 積熱이 생기거나 飮酒로 인한 內濕熱, 脾胃氣虛한 상태에
서 肺經의 外邪侵入으로 氣血과 熱의 壅滯를 유발함으로서 肌膚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外病內治”
의 기본 원칙하에 내치법과 함께 다양한 외치법을 사용하여 왔다. 
宋代 이전의 서적에서는 대부분 本病에 대한 정의, 양상과 병인병
기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으나, 《太平聖惠方》에서 面上生瘡, 面皰, 粉
刺로 나누어 다양한 劑型을 사용하여 여드름에 외용제를 사용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용법의 외용제를 사용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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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치료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방법들이 
많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는데, 유 등7)은 여드름에 사용되는 침구
치료에 대하여 문헌적인 고찰을 시행하였으며, 전 임상 연구로는 
최 등8)이 RAW 264.7 cell에 대하여 세포독성 및 항염증 효과를 
연구하였고, 한 등9)은 국내산 봉독의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상재균 
증식의 억제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두 등10)은 5% 어성초 추출물
의 외용요법이 여드름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정 
등11)도 한약 성분 함유 기능성 연구에 대한 임상연구를 시행하였
다. 반면, 전 임상연구에 앞서 약물치료에 대한 한의학 문헌 연구
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에 저자는 한의학 서적 중 8만개 이상의 
가장 많은 처방을 수록한 『中醫方劑大辭典』12)에서 여드름에 해당
하는 병증을 주치로 갖는 처방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어 실험, 임상연구의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문헌연구 대상 선정
    여드름에 사용된 외용제 처방을 탐색하기 위하여 『中醫方劑大
辭典』의 색인에서 여드름 및 여드름 관련병증이 주치에 속한 처방 
223개를 검색하였다. 이후 淸代 이후의 처방과 1차 문헌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처방을 제외하여 133개 처방을 확인하였다. 이중 여드
름과 관련이 없는 처방을 제외하기 위하여 주치를 검색하고 대조하
여 살펴보았는데, 『원색피부과학』1), 『中医外科学』13)의 여드름에 관
한 용어를 참조하여 主治가 粉刺 혹은 皰와 관련 없는 처방을 제
외하였다. 

2. 외용제 및 내용제의 구별
    여드름에 사용되는 처방 중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을 검색하
기 위해 약물 형태를 ‘膏’로 사용하는 것이나 처방의 사용방법이 
피부에 도포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 (ex. 용법 중 ‘貼’, ‘洗面’)을 검
색하였다. 또한 內服으로 사용되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內服으로만 
사용되는 처방 14개와 용법이 상세하지 않은 처방 3개가 검색되었
으며, 외용제로 사용한 처방 31개가 검색되었다(Fig. 1).

Fig. 1. Flow chart of acne external prescription.

3. 本草名의 통일
    여드름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들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유사한 本草들은 그 本草名을 통일하였다. 本草名이 『本草學』14)의 
異名 부분에 수록된 경우, 포제법, 크기,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붙어있는 경우(예: 煆石膏, 大棗肉, 皂莢末) 『本草學』을 기준으로 
本草名을 통일하였다. 『本草學』에 本草名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中華本草』15)의 本草名을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中華本草』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baidu(http://www.baidu.com/)에 異名이 수
록된 경우에는 baidu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결    과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의 구성약물을 빈도순으로 조사
하였으며, 여드름에 사용하는 처방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처방의 사
용법, 본초에 대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하였다.

1. 처방 검색 결과
    최종 검색 후 21개의 문헌에서 총 31개의 처방이 검색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Table 1). 宋代 이전엔 3편, 宋代엔 11
편, 元代엔 2편, 明代엔 7편, 淸代엔 7편이 검색되었다.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용 순으로 살펴
보면 白芷(12), 白芨(8),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蔞, 甘松, 白蘞,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綠豆(이상 5회), 硫黃, 藁本,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殭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零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奈, 獨活, 蔓荊子, 牽
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石, 雄
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가 2회 이상 출현하였다(Table 2).

Table 1. Medical Books and Prescriptioin Name of Acnd External 
Prescription 

Medical books Prescription

古今醫鑒, 女科百問, 洞天奧旨, 蘭室秘
藏, 魯府禁方, 劉涓子鬼遺方, 證類本草, 
普濟方, 聖濟總錄, 世醫得效方, 楊氏家
藏方, 瘍醫大全, 外科大成, 外科方外奇
方, 外臺秘要, 衛生寶鑒, 醫部全錄, 醫宗

金鑒, 醫學心悟, 增補內經拾遺

改容丸, 大風子膏, 鸕鶿屎膏, 硫黃膏, 莬
絲汁塗方, 滅瘢丹, 礬石散, 防風散, 白蘞
膏, 白芷膏, 肥皂方, 肥皂丸, 石粟膏, 洗
面藥, 洗風散, 如玉散, 五倍子膏, 玉容散, 
玉容散, 玉容西施散, 赤膏, 顛倒散, 澡豆, 
淸涼散, 杏仁膏, 杏黃散, 瑩肌如玉散, 紅

膏, 萱草膏

Table 2. Frequency in Use of Herbal Medicine
Frequency Herbal medicine Mineral medicine Animal medicine

12 白芷

8 白芨

7 丁香, 防風

6 瓜蔞, 甘松, 杏仁, 白
蘞, 白附子 輕粉

5 皂角刺, 綠豆

4 藁本, 細辛, 升麻, 楮實
子, 糯米 硫黃 白殭蠶

3 密陀僧, 荊芥, 菊花, 零
陵香, 三奈, 砂仁 麝香

2

皂莢, 山奈, 獨活, 蔓荊
子, 牽牛子, 羌活, 大
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朱砂, 滑石, 雄黃, 白
石脂 牛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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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宋代 이전 외용제의 검색결과 
    宋代 이전의 외용제는 총 3개가 검색되었는데, 『劉涓子鬼遺
方』16)에서 1개, 『外臺秘要』17)에서 2개가 검색되었다. 처방 구성 및 
용법은 Table 3과 같다(Table 3). 

Table 3.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Before Song(宋)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劉涓子鬼遺方 鸕鶿屎膏 鸕鶿屎 一升 敷(塗)

外臺秘要 赤膏 朱砂 四分 麝香 二分 牛黃 半分 水銀 
四分 雄黃 三分 敷(塗)

外臺秘要 澡豆

白芷 七兩 川芎 五兩 皂莢 四兩 玉竹 
白朮 各五兩 蔓荊子 二合 冬瓜子 五兩 
梔子 三合 瓜蔞 三合 蓽豆 三升 豬腦 
一合 桃仁 一升 鷹屎 三枚 商陸 三兩

澡(洗)

3. 宋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宋代에는 11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證類本草』18)에서 1
개, 『聖濟總錄』19)에서 7개, 『楊氏家藏方』20)에서 1개, 『女科百問』21)

에서 1개, 『蘭室秘臧』22)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4와 같다(Table 4). 

Table 4.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Song(宋)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證類本草 杏仁膏 杏仁 雞子白 敷(塗)
聖濟總錄 白蘞膏 白蘞 白石脂 杏仁 各半兩 敷(塗)

聖濟總錄 礬石散 礬石 白石脂 各一分 白蘞 三分 杏仁 半
兩 敷(塗)

聖濟總錄 萱草膏 萱草花 七兩 蜂蜜 三兩 敷(塗)
聖濟總錄 石粟膏 石灰 二兩 粟米 二合 澡(洗)

聖濟總錄 白芷膏
白芷 蕪荑 木蘭皮 細辛 藁本 白附子 各
三分 川芎 半兩 防風 半兩 丁香 零陵香 

松花 麝香 各一分 熊脂 三斤
敷(塗)

聖濟總錄 紅膏 朱砂 一兩 麝香 半兩 牛黃 半分 雄黃 三
分 敷(塗)

聖濟總錄 莬絲汁塗方 菟絲子 一握 敷(塗)
楊氏家藏方 五倍子膏 漏蘆 二兩 五倍子 半兩 黃柏 一兩 敷(塗)

女科百問 洗風散
茺蔚子 蠶沙 赤小豆 牽牛子 白芷 藁本 
白殭蠶 白附子 草烏頭 白蘞 蔓荊子 各

等分
澡(洗)

蘭室秘藏 洗面藥
皂角刺 三斤 升麻 八兩 楮實子 五兩 白
芨 一兩 甘松 七錢 砂仁 丁香 三柰子 各

五分 綠豆 八合 糯米 一升二合
澡(洗)

4. 元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元代에는 2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衛生寶鑒』23)에서 1
개, 『世醫得效方』24)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
법은 Table 5와 같다(Table 5).

Table 5.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Yuan(元)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衛生寶鑒 瑩肌如玉散
楮實 五兩 白芨 一兩 升麻 半斤 甘松 七
錢 白丁香 砂仁 各半兩 糯米 一升二合 
三賴子 三錢 綠豆 五兩 皂角刺 三斤

敷(塗)

世醫得效方 硫黃膏 硫黃 白芷 瓜蔞 輕粉 各半錢 芫靑 七個 
全蝎 一個 蟬退 五個 敷(塗)

5. 明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明代에는 7개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普濟方』25)에서 2개, 
『古今醫鑒』26)에서 2개, 『魯府禁方』27)에서 1개, 『增補內經拾遺』28)에
서 1개, 『外科正宗』29)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6과 같다(Table 6). 

Table 6.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Ming(明)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普濟方 防風散 防風 輕粉 荊芥 各二分 密陀僧 乳香 
各一錢 敷(塗)

普濟方 肥皂丸 南星 芒硝 各半兩 巴豆 七枚 白梅肉 
一兩 澡(洗)

古今醫鑒 玉容散

皂角刺 三斤 升麻 八兩 楮實子 五兩 
甘松 五錢 山奈 三錢 砂仁 五錢 瓜蔞 
一兩 白芷 一兩 白芨 一兩 糯米 一升 

丁香 五錢 綠豆 一兩

澡(洗)

古今醫鑒 如玉散

白芷 藿香 皂莢 各一錢 甘松 三奈 水
澤 丁香 各一錢 瓜蔞 白茯苓 各一錢
半 杏仁 細辛 密陀僧 各 一錢 樟腦 

五分 白芨 少許

敷(塗)

魯府禁方 肥皂方

皂角刺 一斤十二兩 真排草 一兩五錢 
升麻 四兩 白芨 五錢 楮實子 二兩半 
白芷 五錢砂仁 五錢 糯米 半升 綠豆 
五錢 瓜蔞 五錢 丁香 二錢半 杏仁 一
兩五錢 豬胰子 五個 菊花 五錢 大棗 
一兩五錢 零陵香 五錢 龍腦 藿香 各 
三錢 木香 三兩 宮粉 一兩半 梅桂 七

錢 桂花 一兩半

澡(洗)

增補內經拾遺 大風子膏 大風子 十個 木鱉子 十個 硫黃 三分 
輕粉 三分 擦

外科正宗 玉容丸

甘松 山奈 細辛 白芷 白蘞 白芨 防風 
荊芥 白殭蠶 山梔 藁本 天麻 羌活 獨
活 密陀僧 白礬 檀香 川椒 菊花 各 

一錢 大棗 七枚

澡(洗)

6. 淸代 외용제의 검색결과
    淸代에는 7개의 처방이 검색되었는데, 『外科大成』30)에서 1개, 
『洞天奧旨』31)에서 1개, 『醫部全錄』32)에서 1개, 『醫學心悟』33)에서 1
개, 『醫宗金鑒』34)에서 1개, 『瘍醫大全』35)에서 1개, 『外科方外奇方』
36)에서 1개가 검색되었다. 처방의 구성약물 및 용법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for External Medicine in Qing(淸) Dynasty
Source Name Composition Usage

外科大成 玉容散

白芷 白朮 白芨 白茯苓 白扁豆 細辛 
白殭蠶 蓮蕊 牽牛 白蘞 白鴿糞 團粉 
丁香 白附子 鷹條 各等分 防風 荊芥 

羌活 獨活 各減半

澡(洗)

洞天奧旨 杏黃散 硫黃 五錢 杏仁 二錢 輕粉 一錢 敷(塗)

醫部全錄 玉容西施散

綠豆 二兩 白附子 白芨 白蘞 白殭蠶 
白芷 瓜蔞 各一兩 甘松 三柰 茅香 各
五錢 零陵香 防風 藁本 各二錢 皂角刺 

一挺

澡(洗)

醫學心悟 改容丸 貝母 白附子 防風 白芷 菊花 滑石 各
五錢 澡(洗)

醫宗金鑒 顛倒散 大黃 硫黃 各等分 敷(塗)
瘍醫大全 滅瘢丹 輕粉 白附子 黃芩 白芷 防風 各等分 澡(洗)

外科方外奇方 淸涼散 輕粉 杭粉 蛤粉 各一錢 靑黛 五分 石
膏 三錢 六一散(滑石, 甘草) 三錢 敷(塗)

고    찰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黃帝內經』6)에서 痤疿으로 기술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증상이나 압출시 양상에 의해 ‘痤疿, 痤, 面疱, 
粉刺, 面皻, 面熱, 皰皯, 面皶’, 원인에 의해 ‘肺風瘡, 肺風粉刺’, 
호발하는 시기에 의해 ‘靑春痘’ 등으로 불려왔다2). 『醫宗金鑑』34)에
서는 肺風粉刺에 대해 “얼굴과 코에 매번 발생하는데, 부스럼 같은 
것이 잘게 일어나고, 그 형태는 黍屑과 같으며, 그 색은 붉고 腫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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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압출하면 흰 粉汁이 나오는데 오래되면 白屑을 이룬다”
라 하여 오늘날 여드름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드름의 병리기전은 辛熱厚味나 飮酒로 인해 內濕熱, 脾胃에 
氣虛한 상태가 되면 肺經의 風濕熱이나 寒, 火邪등 外邪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여 氣血, 熱의 응체를 유발하여 肌肉에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최근엔 이 외에도 肺熱血熱, 腸胃濕熱, 脾胃不健
으로 인한 水濕內停 등을 주된 병인·병기로 인식하고 있다2). 여드
름은 문헌에 따라 변증 분류와 제시된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風熱型, 濕熱型, 痰瘀型, 衝任不調型, 脾失健運型, 氣血鬱滯
型 등으로 변증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37).
    여드름의 일차 원인은 피지선의 증대 및 활성화로 인한 피지의 
과다분비와 각화과정의 이상으로 인한 각화세포의 이각화증 혹은 
과각화증이며, 이로 인해 피지와 keratin, cell debris와 함께 모낭 
내에 저류하여 면포가 형성된다. 여기에 P. acnes 등의 세균이 증
식하여 염증성 병변으로 진행되면 구진, 농포, 결절 등을 만들며, 
치유된 후에도 작은 소와에서 깊은 구나 비후성 반흔, 혹은 켈로이
드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영구적인 반흔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부장벽기능의 이상으로 경피수분손실이 증가하여 모낭 표
피세포의 과증식 및 과각화증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잘못된 세안 및 화
장,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짜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1).
    현재 국소 도포제 중 확실한 피지 분비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피지 분비의 조절, 각화과정 이상의 교정, P. 
acnes로 대표되는 세균에 대한 억제 기능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질세포의 이상각화 교정에 효과가 있는 
Retinoids, P. acnes로 대표되는 세균들에 대한 억제작용을 하는 
clindamycin, erythromycin등 항생제, benzoic acid와 
hydrogen peroxide로 분해되어 강력한 살균효과, benzoyl 
peroxide, 낭종 등 염증성 병변이나 켈로이드성 여드름에 스테로이
드 주입 등이 여드름에 사용되고 있다5). 이들 치료는 피부자극 및 
염증반응을 유발하거나, 내성균주의 출현 위험으로 인해 대체약물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드름에 관한 연구로는 최 등9)이 RAW 264.7 cell에 대해 顚
倒散의 항염증 및 항균효과를 시험한 결과, P. acnes에 대한 항균 
효능은 없으나 항염증 효과가 있으므로 염증 상태의 여드름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두 등11)은 실험군에게 1일 2회 
어성초 수용액을 15-20분간 도포한 결과, 대조군에 의하여 비염증
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보고하였다. 
정 등12)은 여드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약 함유 기능성 비누에 
대한 pilot study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
(KAGS) 수치를 낮춘 반면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탈락한 1인과 건
조감을 호소한 3인이 사례를 통해 적용 범위를 지성 피부의 여드름
으로 제한하거나 보습성을 강화하는 성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
고하였다. 유 등8)은 여드름의 침구치료에 대해 한의학문헌과 
pubmed, NDSL, KISS를 검색하여 얻은 10편의 문헌을 고찰한 결
과 大腸經, 胃經, 膀胱經, 脾經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合曲, 曲池, 
足三里, 三陰交, 肺兪등 다용된 혈자리를 보고하였다.

    또한 박 등38)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한의학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증례보고의 경우 내복약 복합 추
출물만을 사용하였으며, 3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RCT)에서
는 외용제로 樺皮, 苦蔘, 魚腥草의 단일 생약 추출물을 사용하였
고, 3편의 전후연구에서는 외용제로 顚倒散, 산성수, 한약 추출물 
함유 비누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39)은 1996년부터 
2014년 까지 공개된 항염증 및 여드름 치료 효과를 적시한 특허자
료 72종의 구성 약물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다빈도 순으로 보면 黃
芩(13회), 魚腥草 · 黃柏(각 8회), 黃連(7회), 甘草 · 苦蔘(6회), 白
芷(5회), 蘆薈 · 當歸 · 紅蔘 · 川芎 · 仙鶴草 · 連翹 · 芍藥 · 金銀
花 · 肉桂(각 3회), 槐花 · 三白草 · 茶葉 · 知母 · 蒼耳子 · 天門
冬 · 梔子 · 麥門冬 · 五味子 · 黃芪 · 枸杞子 · 大黃 · 馬齒莧 · 
茄子 · 熟地黃 · 蘇葉 · 防風 · 升麻 · 皂莢 · 大薊(각 2회) 순이라 
보고하였으며, 이들을 처방내의 역할에 의거하여 君臣佐使에 따라 
분류한 결과 黃芩, 黃柏, 黃連, 苦蔘, 蘆薈, 連翹, 金銀花 등 淸熱
解毒하는 약물들이 君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여드름 외용제에 대한 한의학문헌을 고찰한 논문은 없었는데, 
이에 저자는 한의학문헌에서 여드름에 외용제를 주치로 갖는 처방
들을 찾아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宋代 이전의 외용제는 3개가 검색되었는데, 鸕鶿屎, 鷹屎
와 같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豬腦와 같은 동물의 부산물과 같이 주
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한 처방들이 검색되었다. 
『劉涓子鬼遺方』16)에 수록된 鸕鶿屎膏는 鸕鶿屎 단일 약물을 돼지
기름과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외대비요의 赤膏
는 부인의 粉滓에 사용되었는데, 朱砂, 水銀, 雄黃 등 금속제 약재
들을 다량으로 사용하였다. 澡豆는 일종의 비누로서, 14종의 약재
를 사용하여 丸으로 만든 후 사용하였다(Table 3). 
    宋代에서는 11종의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이에 따라 외용제
에 사용되는 약물뿐만 아니라 제법, 용법 역시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杏仁膏, 白蘞膏, 礬石散등의 처방은 약물을 가루낸 후 鷄子
白과 섞어서 저녁에 바른 후 아침(明旦)에 淸酒나 井華水에 씻어내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白芷膏의 제조법은 매우 특이한데, 
“사향과 熊脂를 제외한 약물들을 그릇에 넣고 술을 넣고 하룻밤을 
재운다. 이후 熊脂를 넣고 섞은 뒤 文火에서 끓이면 白芷黄色膏이 
만들어진다. 이를 고른 천으로 거른 뒤 麝香을 넣고 고루 흔든 뒤 
瓷盒에 넣는다. 잘때마다 澡豆와 따뜻한 물로 씻은 뒤 몸에 바른
다.”라 하여 숙성을 시킨 뒤 膏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외용으로 사용된 처방 중 보료를 제외한 단일약물을 사용한 
처방은 杏仁을 사용한 杏仁膏, 萱草花를 사용한 萱草膏, 莬絲苗를 
사용한 莬絲汁塗方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처방들은 복합약물제
제였다. 이중 『聖濟總錄』19)의 紅膏는 외대비요에서 언급한 赤膏와 
유사하게 朱砂, 雄黃등 금속제 약재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Table 4).
    元代에는 두 가지 외용제가 검색되었는데, 瑩肌如玉散는 消腫
排膿하는 皂角刺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처방으로, 약물들을 분말로 
만들어 糯米, 綠豆, 皂角末과 섞어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硫
黃膏는 처음으로 硫黃을 외용제로 사용한 처방인데, 여러 약물들을 
갈아서 麻油, 黃蠟과 섞어 볶은 후 약액을 취해 얼굴에 바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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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였다(Table 5). 
    明代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 중 4개는 가루로 만든 후 乳汁, 
蜂蜜이나 金酒와 섞어서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1개는 膏로 만
들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환처에 비비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개
는 丸으로 만들어서 씻을 때 사용하였다. 이 중 防風散은 輕粉을 
포함한 5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인데, 약재들을 가루로 만든 후 
저녁에 얼굴에 바른 후, 아침에 荊芥湯으로 씻어내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Table 6). 
    淸代에 외용제로 사용된 처방 중 4개는 가루로 만들거나 丸으
로 만들어서 세면할 때 사용하였으며, 3개는 가루로 만들어 저녁에 
萝卜汁, 絲瓜汁이나 물과 함께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Table 
7). 즉 외용제의 사용 방법에는 宋代 이전부터 膏劑, 丸劑등 기본
적인 제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宋代의 발효법
을 이용한 白芷膏, 元代의 여러 약물들을 麻油, 黃蠟와 섞여 열을 
가하여 이용하는 硫黃膏, 明代의 저녁에 약재들을 바른 후 아침에 
荊芥湯으로 씻어내는 防風散, 淸代의 약재를 가루낸 후 萝卜汁, 絲
瓜汁등 다양한 보조수단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시대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
용 순으로 살펴보면 白芷(12회), 白芨(8회),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蔞, 甘松, 白蘞,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綠豆(이
상 5회), 硫黃, 藁本,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殭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零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
奈, 獨活, 蔓荊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石, 雄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이 2회 이상 출현
하였다(Table 1). 
    이중 白芷는 가장 다빈도로 출현한 약물로서, 문헌으로 출간된 
연구결과는 없지만 여드름 치료효과를 적시한 특허자료에 5회 포함
되어 현대에도 다빈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白芨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용되었으나, 현대 연구에서는 여드름에 외용제
로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 이 외에도 發散風寒의 효능을 갖는 防
風, 荊芥, 藁本, 細辛 및 發散風熱의 효능을 갖는 升麻, 菊花 등의 
약물이 다빈도로 검색되었으며, 化痰止咳平喘의 효능을 갖는 瓜蔞, 
杏仁, 白附子 역시 다용되었다. 또한 輕粉, 硫黃, 硃砂, 滑石등의 
광물성 약재가 빈도가 높았으며, 임상연구에서 大黃과 硫黃을 사용
한 顚倒散의 연구 등 광석류 약물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허자료에 다빈도 구성약물 중 광물성 약재는 없었다. 여드름 치료 
효과를 적시한 특허자료 중 黃芩, 黃連, 黃柏은 각각 13회, 8회, 7
회에 사용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黃芩과 黃柏은 1회씩 사용
되었으며, 淸熱藥 중에서는 白蘞이 다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31개 처방의 구성약재들은 현재에도 대부분 사용
되는 약재이지만, 식물성 약재인 三奈, 山奈와 광물성 약재인 輕
粉, 硫黃, 白石脂는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약재이며, 그 중 
三奈와 白石脂는 한국약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약재이다. 

결    론

    여드름에 외용제로 사용되는 한의문헌을 조사하여 宋代 이전

엔 3편, 宋代엔 11편, 元代엔 2편, 明代엔 7편, 淸代엔 7편의 처방
을 검색하였다. 宋代 이전엔 가루를 내어 섞어서 膏劑, 丸劑를 만
드는 기본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발효법
과 같은 독특한 제조과정이 있었으며, 시간에 따라 사용하거나 萝
卜汁, 絲瓜汁과 같은 다양한 보조수단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31개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본초를 빈용 순으로 살펴
보면 白芷(12회), 白芨(8회), 丁香, 防風(이상 7회), 瓜蔞, 甘松, 白
蘞, 杏仁, 白附子, 輕粉(이상 6회), 皂角刺, 綠豆(이상 5회), 硫黃, 
藁本, 細辛, 升麻, 楮實子, 糯米. 白殭蠶(이상 4회), 密陀僧, 荊芥, 
菊花, 零陵香, 三奈, 砂仁, 麝香(이상 3회), 皂莢, 山奈, 獨活, 蔓荊
子, 牽牛子, 羌活, 大棗, 藿香, 川芎, 白朮, 白茯苓, 梔子, 硃砂, 滑
石, 雄黃, 白石脂, 牛黃(이상 2회)이 2회 이상 출현하였다. 이 중 
白芨을 비롯한 藁本, 菊花, 瓜蔞, 杏仁, 白附子 등은 높은 출현빈
도에도 불구하고 실험연구나 특허자료에 사용된 경우가 없거나 미
비하여 향후 비임상단계의 효능적 평가를 통해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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