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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 Reports treated by Mahwang-Haeangin-Gamcho 
-Seokg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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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is paper, two cases which showed the meaningful results on the patients' chief 
complaints were analyzed. The patients were treated with the Mahwang-Haengin-Gamcho-
seokgo-tang herbal medication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Methods: The patients were diagnosed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In  case 1, the change of menstruation cycle was noted and pre-menstrual 
discomforts were measured with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MDQ). In case 2,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 (QLQAKA) was used to estimate the 
quality of the patient's life.
Results: All the symptoms were improved after the Mahwang-Haengin-Gamcho-seokgo-
tang treatment. In case 1, the menstruation cycle decreased to 30 days average. MDQ score 
decreased 143 to 103.  In case 2, the change of the QLQAKA score as 1.647 average point is 
considered as a meaningful improvement. 
Conclusion: With great difference to a 'Symptom-Medicine' diagnostic system, the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seeks the pathologic pattern through the patient's 
whole life. More studies and multiple cases based on the diagnostic system are needed to 
prove this possibility later.

Key Words : Mahwang-Haengin-Gamcho-seokgo-tang,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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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傷寒論은 후한시대 장중경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한의학 임상 최고(最古) 서적이다. 
그 역사만큼 傷寒論은 다양한 판본들이 존
재해 왔고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도 후대 의
가들에 의해 첨삭되고 변형되어 현재까지는 
일관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傷寒論과 황제내경은 저작연대나 서술체계 
측면에서 통합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
금까지의 傷寒論 서적 및 연구들은 대부분 
내경의 시각에서 傷寒論을 해석하고 이론화 
해 온 것이 사실이다1). 최근의 한 연구에서
는 이러한 傷寒論 저작 시기나 판본의 원류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
히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임이 강조되기도 
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宋代 교정의서국 
교정 이전의 판본으로 原初本에 가장 흡사
하다고 밝혀진 『康平本 傷寒論』3)의 조문
을 증례 진단에 활용하였다. 

『傷寒論』 六經에 대한 이론은 臟腑學
說, 經絡學說 등의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
어 왔는데4), 최근에는 太陽病, 少陽病, 陽明
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을 각각 독립적
인 병으로 보고 提綱과 條文을 통해 병의 원
인을 밝히는 辨病診斷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5).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는 먼저 提綱에 
근거하여 병리 패턴을 구분하고, 조문의 내
용이 병이 발생되는 정황과 일치하면서 반
복된 병리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진단 방식이다. 條文의 병리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환자의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병의 근

본 원인을 추적해가면 처방은 자연스레 도
출된다. 이는 단순히 증상위주의 처방도출
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병리 패턴을 파악하
는 방식이므로, 환자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辨病診斷體系
의 진단방식을 이용하여 傷寒論 太陽病에 
등장하는 麻杏甘石湯을 처방하여 유의한 효
과를 보인 두 증례를 분석하고, 辨病診斷 방
식이 갖는 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麻杏甘石湯의 기존 국내 연구로는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염증유발인자 cyto-
kine IL-6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의미한 효과
를 밝힌 분자생물학적 실험 연구가 보고되
었고6), 진통, 해열, 소다, 거담 및 적출 장관 
운동성에 작용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동물
실험 연구7)가 있었다. 대부분의 麻杏甘石湯
과 관련된 연구는 기관지 천식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8)가 주를 
이루었으며, 천식 외에도 비만의 억제작용
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9)10)도 보고된 바 있
다. 한편 최근에는 실험적 연구의 틀을 깨고 
조문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처방의 작용
원리를 설명한 문헌학적 연구11)가 있었으
나, 傷寒論 조문을 임상 증례를 통해 구체적
으로 고찰한 논문은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주소증이 각각 다른 두 환자를 대상
으로 傷寒論 辨病診斷 방식으로 진단하고, 
동일한 처방인 麻杏甘石湯을 투여하여 주소
증 및 부증이 호전된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증례는 환자진료 기록을 중심
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
서’와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사
전 서면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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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례 1

1. 환자 기본정보 : 여성 / 34  / 한의사

2. 주소증(C/C) : 월경주기 이상 

3. 부증 : 두통, 근육통(어깨, 허리)/ 소화
불량

4. 현병력(History)

1994년 초경 이후 최소 30일 최대 78일의 
주기를 갖는 불규칙한 양상이다.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
는 상태였으나, 최근 1년 사이 주기가 60일, 

78일 등으로 불규칙하게 길어져 치료를 위
해 내원하였다. 두통, 어깨통증, 소화불량 
등의 부증은 컨디션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므로 특별히 치료대상이라고 생각하
지 않았다.

5. 가족력 : 없음

6. 과거력 : 없음.

7.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8.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식욕이 좋은 편, 최근 2달 간 체
중감량 목표로 식사량을 1/2로 줄였다.
2) 消化 :  과식하는 경우 더부룩함을 느

낀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시 잘 체한다.
3) 口部 : 특별한 문제는 없음.

4) 汗出 : 땀이 잘 나지 않는 편, 최근 반
신욕을 시작하였으나 땀을 낸 후 개운함 
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
다.
5) 大便 : 소화가 안 될 때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다. 
6) 小便 : 1일 6-7회
7) 寒熱 : 추위에 예민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8) 頭面 : 긴장성 두통이 잦다. 비 오는 

날처럼 습한 날에 뒷목과 어깨 근육통이 
자주 발생한다.
9) 呼吸 :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지 

않은 냄새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
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크게 숨을 쉴 
때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10) 胸部 :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 
소화가 안 될 때 특히 가슴이 답답하다.
11) 腹部 : 과식 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때가 많다.
12) 睡眠 :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서 잘 깨고, 생각이 많거
나 할 일이 많을 때 잠을 푹 못자고 자주 
깬다.
13) 身體 : 뒷목과 어깨 근육통이 자주 발
생한다. 다리가 잘 붓는다. 
14) 性慾 : 특별한 문제는 없다.
15) 感情 :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편이
다.
16) 婦人 : 생리주기 불규칙. 평균 주기 45
일 이상으로 생리주기가 긴 편이다.

9.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1) 辨病 診斷 : ◯正 大陽之爲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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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提綱
大陽病 脉浮 頭項强痛 而惡寒

Symptoms worsen with Excessive activity, 

Headache,  upper back pain and

 cold stimulation

條文
No. 63 汗出而喘 無大熱 dyspnea during activities

with no high fever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1 and 2. 

太陽病은 제강인 脈浮, 頭項强痛, 而惡寒 
이라는 정황이 환자의 주소증이 발병, 심화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傷寒論의 고문자학적 해석
12)에 따르면 脈浮는 혈액의 움직임이 일정 
기준점을 넘어선 양상을 말하는데, 환자의 
주소증인 월경주기가 길어지는 시점을 확인
해보았을 때 항상 체력적으로 과로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도 쉬는 것
이 익숙지 않아 외출을 자주하고, 자는 시간
이 아까워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일이 
잦다고 하였다. 이처럼 체력적 무리가 이어
지는 때는 어김없이 뒷목이나 어깨 근육통
이 발생하고, 월경 시작 전에는 특히 어깨 
근육통과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으므
로 머리와 뒷목의 긴장 및 통증을 의미하는 
頭項强痛과 연결 지을 수 있었다. 또한 환자
는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남들과 비
교하여 추위를 예민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월경 전에는 유독 평소보다 추위를 탄다고 
하여 추위에 민감해진다는 의미의 惡寒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환자의 주
소증이 심화되는 상황이 脈浮, 頭項强痛, 而
惡寒이 심화되는 양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

여 太陽病으로 진단하였다.
(2) 條文 診斷 : 63. 發汗後, 喘家不可更

行圭支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
杏仁甘艸石膏湯3).

 환자는 땀을 내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
에서 항상 두통이 발생하고 소화기능이 떨
어지며 부종이 심해지는 등 전반적인 몸 기
능이 확연하게 저하된다고 하였다. 체력적 
과로가 심해지면 몸살이 나고 두통이 잦아
지는 등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껴왔다
고 한다. 비가 오는 날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어김없이 두통이 발생하고 어깨 근육통이 
심화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이 나기보
다는 추위에 더욱 민감해지는 양상이었다. 

땀을 흘리는 활동 시 몸 상태를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 호흡 문제를 추론할 수 있었고, 

이를 汗出而喘의 정황으로 판단하였다. 

환자는 호흡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인식
하지 못하였는데, 계단을 오르거나 체력 소
모가 많을 때 유독 어지럼증과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호흡이 원활하
지 않다는 것에 비중을 둘 수 있었다. 진단 
요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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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도구
(1) 월경 주기는 생리가 시작한 날부터 다

음 생리가 시작한 날까지의 간격으로 계산
하였다. 

(2) 월경증상척도 MDQ (menstrual dis-
tress questionnaire)13)

월경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서 
Moos(1968)의 월경증후군 측정도구인 
MDQ(Menstual Distress Questionnaire)를 
김정은(1995)이 수정․보완한 것을 이용하
였다. MDQ는 통증, 집중력, 행동변화, 자율
신경계 반응, 수분정체, 부정 정서, 각성, 조
절, 기타 위장관계 변화 영역으로 분류되어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없
다 1점, 약하게 있다 2점, 증상이 있으나 활
동에 지장 없다 3점, 활동에 방해된 다 4점, 

활동할 수 없다 5점으로 최저 47에서 최고 
235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증후군이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수치등급척도(numerical rating scale, 
이하 NRS)14) 

  환자가 호소하는 부가적 증상인 두통과 
어깨통증에 있어서, 주관적인 불편함을 객
관화시키기 위한 척도로 NRS를 사용하였
다. 가장 심한 단계를 10, 불편감이 없는 상
태를 0으로 하여 변화 상태를 표시하였다. 

10. 치료적 중재

1) 치료기간 
2015.07.25 ~ 2016.01.01.(5개월)

2) 처방구성 및 복용방법
1일 2회 ,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처방구성 및 용량은  Table 2 와 같다. 

Herbal name Daily dose(g)

麻黃 EphedraeHerba  12

杏仁 Armeniacae Semen 6

甘草 Glycyrrhizae Radix 6

石膏 Gypsum Fibrosum 24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150days.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Mawhang-Haengin-Gamcho-Seokgo-Tang in 

case 115)

11. 치료경과 

1) 초진
①초진 이전 2014년5월부터 2015년 7월

까지 총 9회의 월경 주기 평균값은 50.3일이
었다.

②월경증상척도(MDQ)는 235점 중 143

점으로 월경 전 신체 증상에 불쾌감이 있었
다.

2) 35일 후 재진
①처방 복용 직후부터 기관지 쪽에 지글

지글 거리는 주관적 느낌이 들었고, 이내 가
슴 쪽에 박하사탕을 먹는 느낌처럼 시원해
지면서 코와 가슴의 호흡이 뻥 뚫리기 시작
하였다. 환자는 평소에 호흡의 불편함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 복용 후 호흡이
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32일 만에 월경이 시작되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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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월경주기는 평균 45일인 것을 참고
하면 32일은 정상주기로 돌아온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었다. 향후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③ 월경증상척도(MDQ)는 235점 중 115

점으로 초진 시에 비해 28점이 감소하여 호
소하던 신체적 불편감이 줄어들었음을 확인
하였다. 

④두통, 어깨 통증이 NRS 9-> 3으로 현
저하게 줄었고, 칙칙하던 얼굴색이 맑아졌
다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다고 하였다. 

 ⑤ 1일 2회 약 복용 5일 정도까지는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있었다. 또 늦은 시간에 약 
복용 시에는 새벽 3시쯤 잠에서 깨고 항진
되는 느낌이 있었다.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되어 오후 6시 이전에 약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65일 후 재진
① 28일 만에 월경이 시작되었다. 麻杏甘

石湯 복용 이후 2주기 평균 주기가 30일이 
되었다. 

②월경증상척도(MDQ)는 235점 중 103

점으로 초진 시에 비해 40점이 감소하여 호
소하던 신체적 불편감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③두통, 어깨 통증이 NRS 9-> 1로 크게 
줄었다. 쉽게 지치고 멍해지는 증상이 있었
는데 麻杏甘石湯 복용후 피로감이 덜하고 
깨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피로도나 
신체 근육통이 줄어들면서 짜증이 자주 나

던 것이 덜나게 되었다. 

④평소에 바람이 얼굴 쪽으로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에어컨 바람에 덜 예민
해지고 잘 견딜 수 있게 되어 신기했다고 하
였다.

 ⑤약 복용 후 가슴 두근거림 증상은 없
어졌으며, 6시 이전에 복용하면서부터는 밤
에 깨는 증상이 사라졌다.

 4) 5개월 후 재진
① 2016년8월부터 2017년1월까지 5회 평

균 월경주기가 30-35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월경 전 불편감도 크지 않다.

② 두통, 어깨 근육통은 치료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5) 1년 6개월 후 follow up
①가슴 답답함 증상에 대해 인식하면서 

증상에 따라 약 복용을 조절하고 있다. 최근 
겨울이 되면서 가슴 답답함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하여 麻杏甘石湯을 복용 중이다.

②평균 월경주기는 평균 30-35일로 유지
되고 있으며 월경 전 불편감도 크지 않다.

③ 두통, 어깨 근육통은 치료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④적절한 운동으로 폐 기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⑤소화 불량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본 증례 환자의 월경주기 이상과 관련된 
전체적인 치료경과를 CARE guideline 항목
들을 포함하여 도식화하면 Figur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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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1. 환자 기본정보 : 여성/ 40세 / 한의사

2. 주소증(C/C) : 호흡곤란

3. 부증 : 뒷목, 어깨, 허리 근육통 / 변비

4. 현병력(History)

찬바람을 쐬면 숨이 차고, 미세먼지를 몸
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기 상태에 민감
하다. 3-4년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이 서서
히 발생하였고, 추운 겨울에 증상이 심화되
고 따뜻한 기후의 해외로 여행을 가면 증상
이 없어지는 패턴이다. 뜸 매연이 가득한 환
경에의 노출을 줄이면서부터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였지만 업무상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증상을 악화시킨다. 한
의원에서 처방을 조제하여 복용해보았으나 
특별히 증상에서 호전 된 것이 없었다.

5. 가족력 : 없음

6. 과거력 : 없음.

7.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최근 내과의원
에서 호흡기능 검사 시행 후 천식진단을 받
았다. 내복약(항히스타민제, 진해 거담제)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계지가갈근탕, 맥문동탕 등의 한약처방
을 복용하였으나, 복용기간이 짧았고 증상
에도 특별한 호전은 보이지 않았다.  



J of KMediACS ― Vol. 8, No. 1, 2016

- 74 -

8.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좋은 편. 단맛을 좋아하고, 하
루 2잔 커피를 꼭 마셔야 정신이 개운한 
느낌이 든다.

2) 消化 : 좋은 편. 숨찰 때는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을 해야 함. 트림이 안 나오면 
답답하다.

3) 口部 : 특별한 문제는 없다.

4) 汗出 : 보통이나 땀을 낼만한 일이 많
지 않다. 유연성이 좋은 편이나 힘을 쓰
는 것을 싫어한다. 땀을 낸 후 불편감이
나 힘든 것은 별로 없다.

5) 大便 : 변비 경향. 바이오 요거트 등을 
항상 수시로 챙겨 먹는다.

6) 小便 : 1일 7-8회 특별한 이상은 없다.

7) 寒熱 : 이른 여름까지도 난방을 하고 
잘 정도로 추위에 매우 민감하다. 

8) 頭面 : 과거에는 두통이 잦았으나, 최
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
면서 나아졌다.

9) 呼吸 :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함을 느낀다. 

10) 胸部 : 평소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 먼
지, 안개 등으로 인해 외부의 시야가 흐
리면 호흡에 특히 민감해진다. 

11) 腹部 : 특별한 문제는 없음.

12) 睡眠 : 잘 자는 편이다. 팟캐스트를 시
끄럽게 들으면서 잔다.

13) 身體 :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몸 여기저
기가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픈 증상이 10

년째 지속되고 있다.

업무(침환자 치료)로 인해 자주 어깨가 
아프고, 허리 등 근육통이 잦아서 부항, 

돌뜸 등의 치료를 매일 해야 몸이 안정을 
찾는다고 하였다.

14) 性慾 : 특별한 문제는 없음.

15) 感情 : 짜증을 잘 내는 편이다. 영화, 

그림, 음식에 쉽게 취하고, 사람들과 대화
를 즐긴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
을 할 수 있고 속을 잘 드러내는 편이다. 

16) 婦人 : 생리주기 규칙적이며, 생리통, 

생리양상 등 모든 면에서 정상을 유지하
는 편이다.

9.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1) 辨病 診斷 : 大陽之爲病   
환자는 천식이 발생할 당시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체력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일을 많
이 한 날은 신체 곳곳에 근육통이 발생하고, 

특히 뒷목과 어깨가 아파온다고 하였다. 이
러한 정황으로 脈浮, 頭項强痛을 진단하였
다. 또 환자는 평소에도 추위에 대한 민감도
가 높고, 여름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때 가슴 답답함과 숨 찬 증상이 심해지는 양
상이므로 惡寒이 증상 심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천식 증상이 脈浮, 頭項强痛, 而惡
寒의 상황에서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太陽病으로 辨病 診斷하였다.

(2) 條文 診斷 : 63조 發汗後, 喘家不可更
行圭支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
仁甘艸石膏湯3).

 汗出은 땀을 내고 몸을 많이 활용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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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
Daily 

dose(g)

麻黃 EphedraeHerba 12

杏仁 Armeniacae Semen 6

甘草 Glycyrrhizae Radix 6

石膏 Gypsum Fibrosum 24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32days.

Table 3.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Mawhang-Haengin-GamchoSeokgo-Tang in 

case 215).

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는 호흡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환자는 도
리어 숨이 가빠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업무
량이 증가되고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숨이 가빠오고, 이것이 천식유발 전
에 지속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汗出而喘의 
정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환자는 여름에도 난방을 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민감한 편이었는
데, 최근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몸을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몸이 더욱 추위
에 민감해지고 차가워지는 양상이었다. 따
뜻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거나 여름철에는 
증상이 없어지고 겨울이 되면 오히려 활동
량이 줄어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모
습이 보였는데, 이러한 정황을 無大熱로 판
단하였다. 진단 요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평가방법
(1) 한국 성인 천식환자의 삶의 질 평가(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 이하 QLQAKA)16)

  QLQAKA는 성인 천식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증상, 활동, 정서, 환
경요인에 대한 반응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총 1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1

점~5점까지의 5가지 척도로 되어 있다. 합
산 최고점수는 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평가는 17

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이전 평
균값과의 차이가 0.5점 이상인 경우에 의미 
있는 결과로, 1.0점 이상일 경우에 큰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인정한다.

(2) 수치등급척도(numerical rating scale, 

이하 NRS)14) 

 부증인 어깨, 허리 근육통에 대하여 환자
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NRS를 사용하였다. 가장 심한 단계를 
10, 불편감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여 변화 
상태를 표시하였다. 

10. 치료적 중재

1) 치료기간 2014년 10월 ~ 2014년 11월
2) 처방구성 및 복용방법
1일 2회 ,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처방 구성 및 용량은  Table 3 와 같다. 

11. 치료경과

1) 초진
① 천식환자 삶의 질 평가(QLQAKA)는 

85점 중 50점으로 호흡곤란으로 인해 겪는 
불편감이 큰 상태였다. 

②어깨, 허리 등 근육통이 NRS 9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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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2) 15일 후 재진
① 천식환자 삶의 질 평가지표

(QLQAKA)는 85점 중 64점으로 초진 시에 
비해 14점 증가하였다. 

처방 복용 후 3일째부터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②복용 15일 후 어깨, 허리 근육통 NRS

가 9->5로 감소하였다.

③처방 복용 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늦은 시간에 
복용하면 밤에 잠에서 깨는 것 같다고 하였
다.

3) 32일 후 재진
① 천식환자 삶의 질 평가지표

(QLQAKA)는 85점 중 78점으로 초진 시에 
비해 28점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되었다. 

②어깨, 허리 근육통에 대한 NRS가 9->1 
로 불편감이 거의 없어졌다.
③ 6시 이후에는 약 복용을 하지 않으면

서부터는 밤에 깨지 않고 잘 잤다.

④적절한 운동으로 폐 기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4) 2년 후 follow up
천식 발병 이듬해인 2015년 겨울에는 천

식 증상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
리, 호흡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약을 계속 복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麻杏甘石湯만 2년 째 꾸준히 
복용 중이다.

 본 증례 환자의 호흡곤란증과 관련된 전
체적인 치료경과를 CARE guideline 항목들
을 포함하여 도식화하면 Figure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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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후한시대 장중경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한의학 최고(最古) 서적 傷寒論을 
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辨病診斷體系에 대하여 소개하고 辨
病診斷방식이 갖는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
았다. 증례 진단에 활용한 판본은  康平本 
傷寒論으로,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
치지 않은 原初本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장 원본에 가까운 판본의 조문을 현
대인의 병리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연구는, 

傷寒論 저술 당시 저자가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傷寒論의 提綱과 條文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辨病診斷 硏究들이 
진행되고 있다.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는 먼
저 提綱에 근거하여  병리 패턴을 구분하고, 

條文의 내용이 병이 발생되는 정황과 일치
하면서 반복된 병리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진단 방식이다. 辨病診斷 방식은 
단순히 증상위주의 처방도출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병리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이므
로, 질병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辨病診斷體系의 진단방식
을 이용하여 太陽病 63번 조문으로 진단하
고, 麻杏甘石湯을 처방하여 주소증의 호전
을 보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麻杏甘
石湯의 기존 국내 연구로는 인간 기관지 상
피세포에서 염증유발인자 cytokine IL-6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한 분자생물학

적 실험 연구6)와 진통, 해열, 소다, 거담 및 
적출 장관의 운동성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
고한 동물실험 연구7)가 있었다. 麻杏甘石湯
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기관지 천식에 작
용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
가 주를 이루었으며, 傷寒論 麻杏甘石湯 조
문을 임상 증례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고
찰한 논문은 드물었다. 

증례 1의 환자는 평균 월경 주기가 45일 
이상으로 정상 범위인 28-30일에서 많이 벗
어난 상태이며, 초경 이후 정상주기였던 적
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월경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
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로 인
해 태아 착상을 위해 증식, 분화되었던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
반적으로는 28일을 정상 주기로 본다17)18).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생식력 및 건강상
태를 정상적인 월경의 여부로 판단하였고, 
불임으로도 이어 질 수 있는 무월경을 예견
하는 증상으로서 월경후기와 월경 량의 감
소를 제시하고 있다19). 월경후기는 월경간
격이 40일 이상의 상태가 2주기 이상 연속
되는 것을 말하며, 기능적인 원인으로 과도
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다고 하
였다7)20). 

변병 진단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太
陽病은 제강인 脈浮, 頭項强痛, 而惡寒이 환
자의 주소증이 발병,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傷寒論의 고문
자학적 해석12)에 따르면 脈浮는 혈액의 움
직임이 일정 기준점을 넘어선 양상, 頭項强
痛은 머리와 뒷목의 긴장 및 통증을 의미하
며 惡寒은 추위에 민감해진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증례 1의 환자는 월경 주기가 길어



J of KMediACS ― Vol. 8, No. 1, 2016

- 78 -

진 시점에 정상일 때와 비교하여 해외여행
이나 운동 등으로 활동량이 늘어난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頭項强痛, 惡寒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항상 동반 되는 증상들
이므로 太陽病 제강과 주소증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는 땀을 내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
에서 항상 두통이 발생하고 소화기능이 떨어
지며 부종이 심해지는 등 전반적인 몸 기능
이 확연하게 저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喘이
라는 증상 때문이라는 것을 진료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麻杏甘石湯을 복용하면서 
기관지 쪽에 지글지글거리는 반응이 오면서 
점점 호흡이 원활하게 열려가는 것을 느꼈
고,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의 호흡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과
적으로 처방 복용 후 길어졌던 월경주기가 
정상 주기로 돌아오고 부가적 증상이었던 만
성 두통과 어깨 통증이 소실되었다. 

환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용을 전공하기 위해 하루 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하였는데, 20살 이후 
무용을 그만두면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
다고 한다. 그 후로 점점 조금만 무리를 해
도 몸살이 나고 체력적으로 과로할 때 두통
이 잦아지는 등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
껴왔다고 하였다. 비가 오는 날처럼 습한 환
경에서는 어김없이 두통이 발생하고 어깨 
근육통이 심화 되었는데, 천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만성두통에 관한 연구21)를 보더라
도 호흡과 만성 두통과의 연관성은 매우 높
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전반적인 신체 문제
가 근본적으로 호흡의 문제에 기인함을 추
론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에게서 드러나는 

두통, 월경주기 이상 등의 드러나는 증상보
다 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추론적 접근은 
진단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증례 2의 환자는 3-4년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이 서서히 발생하여 천식으로 진단 받
았다. 천식은 발작적인 호흡곤란, 천명음, 
지속적 기침, 기관지 과민반응 그리고 가역
적인 기류 제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22) 한의학에서는 변증
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데, 치료 후에도 환
경적 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증상이 재
발하는 경우가 많다23). 본 증례의 환자는 한
약과 양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에도 증상
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한론 변병 진단을 
통해 太陽病 63조 麻杏甘石湯을 복용하면
서부터 증상에 큰 호전이 있었다. 

환자는 천식이 발생할 당시 이전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체력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일을 많
이 한 날은 특히 어깨와 허리가 아파온다고 
하였고, 추위에 대한 민감도, 여름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때 가슴 답답함과 숨
이 차는 등 호흡곤란이 심화되는 정황이 뚜
렷하였다. 이에 太陽病 汗出而喘 無大熱의 
조문과 연결 지을 수 있었다. 단지 汗出, 喘,  

無大熱이 드러난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정
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소증이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 확인되어야 제강 및 조문의 내
용이 질병의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히스토리 속에서 병리적 패턴을 
파악하고 근본적 원인을 추적해가는 변병진
단방식24)은, ‘천식에는 麻杏甘石湯’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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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위주의 빈용 처방과는 사유구조나 진단
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크다. 본 논문에서 증
례 2의 환자는 숨이 차면서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주 증상으로 드러났으나, 증례 1의 
환자는 본인이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처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려진 증상
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근본적 치료
를 위해서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증상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는 드러나는 증상들을 나타
나게 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가려진 부
분에 대한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시
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에 고대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병의 발생 시점과 
삶에서 병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 행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심
도 있는 진단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麻杏甘石湯은 麻黃, 杏仁, 甘草, 石膏의 
네 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으로 『康平本 
傷寒論』太陽病 63조 ‘發汗後, 喘家不可更
行圭支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
仁甘艸石膏湯.’과 太陽病 결흉 162조 ‘喘家, 
下後, 不可更行圭支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艸石膏湯.에 등장한다. 한
의대 상한론 공식지정 교과서25)에서는 麻杏
甘石湯에 대하여 ‘喘과 汗은 太陽中風證과 
혼동하기 쉬워 桂枝湯을 오용하지 않도록 
不可更行桂枝湯을 조문에 기록해 놓았다. 
無大熱은 熱邪가 內陷하였으므로 肌表에는 
오히려 大熱이 없으므로 寒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淸鮮肺熱하기 위해 
麻杏甘石湯을 쓴다.’고 하였다. 동일한 형태
의 조문이 왜 太陽病과 結胸에 따로 존재 하
는가에 관해서는 發汗法과 下法으로 誤治 

과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汗出而喘, 無大
熱” 이라는 동일한 증상이 열사가 폐를 핍박
하여 폐기가 폐색된 기전으로 동일하기에 
麻杏甘石湯을 처방한다고 하였다10).

辨病診斷體系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太
陽病과 太陽病 結胸은 각각 병이 만들어지
는 기전에 차이가 존재하고, 치료의 방향성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의 병리기전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汗出而喘 
無大熱이 선행증후로 작용하여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麻杏甘石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
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다만 63조와 
162조의 麻杏甘石湯 조문은 14자주 조문으
로, 15자주와는 저술 연대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1)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마황의 주성분인 ephedrine은 주로 교감
신경 자극을 통한 심혈관계, 기관지와 장의 
평활근 등에 효과가 나타내는데26), 일각에
서는 비만 등의 증상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으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진단을 통해 마황제의 사용에 안전을 기해
야 한다. 본 연구의 두 환자는 1년 6개월, 2
년 동안 麻杏甘石湯을 꾸준히 복용해오면
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주소증과 부증이 개
선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진단과정
의 정확도가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증례 1과 2에서 환자는 주소증 이외에도 
부 증상인 신체 근육통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왔는데, 麻杏甘石湯 복용 후 부증이 호
전되는 효과를 함께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증례 1의 환자는 평소 월경주기가 길어
지는 것보다 오히려 두통과 어깨 근육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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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더 큰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증례 2의 환자도 10년간 어깨
와 허리 근육통으로 힘들었다고 하여 부증
에 의한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부증은 두 증례의 환자의 호흡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호흡과 두통21), 

근육통과의 관계 등은 인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부증은 질병의 원인 
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체에서 
병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함께 작용하는 신
체 전반적인 증상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원
인으로 작용하는 증상을 알아낼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증례 1과 2의 환자들은 근육통증
에 빈용 되는 다른 처방들을 복용해보았고, 

침이나 뜸 등의 물리적인 치료도 받아 보았
으나 麻杏甘石湯을 복용하면서 호전된 것과 
비교하면 근본적 치료 효과는 얻을 수 없었
다. 다시 말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해결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인체 전반의 부
가적인 증상들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傷寒論 辨病 診斷이 가진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일 것이다. 

두 증례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傷
寒論의 조문이 단순히 증상을 기록해 놓은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한 인간에게서 
병이 발생되어가는 병리적 패턴을 기록한 
것임을 향후 추가적인 증례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해 가야 할 것이다. 

결  론

麻杏甘石湯 투여 후, 증례 1, 2의 환자 모
두 주소증과 제반증상에 호전을 보였다. 

증례 1에서 탕약 복용 후 월경주기의 변
화는 평균 30-35일로 줄어들어 정상주기가 
되었다. 월경증상 척도인 Menstrual Distress 

Qestionnaire(MDQ)는 143점에서 103점으
로 초진 시에 비해 40점이 감소하여 생리 전 
전반적인 신체 증상의 불편감이 해소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부증이었던 두통과 어깨 근
육통으로 인한 불편감은 Numerical Rating 

Scale(NRS) 9->1로 크게 감소하였다.

증례 2에서 환자의 주소증이었던 천식에 
대한 평가는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 (QLQAKA)로 하였
고, 초진 시와 비교하여 평균값  1.647의 차
이로 증가하여 증상 불편감이 감소하였다. 

부증이었던 어깨와 허리 근육통으로 인한 
불편감은 30일 만에 Numerical Rating 

Scale(NRS) 9에서 1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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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MDQ) 한글 번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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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 (QLQAKA)

1. 지난 2주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매우 심하게 답답하였다. ② 심한 편이었다. ③ 약간 답답했다.   ④ 거의 답답하지 않았다. ⑤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

2.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발작이 있을까봐 자주 근심 하셨습니까? (     )   

① 항상 근심스러웠다. ② 자주 근심스러웠다. ③ 가끔 근심스러웠다.    ④ 드물게 근심스러웠다. ⑤ 

전혀 근심스럽지 않았다.

3.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숨찬 증상이 자주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숨이 찼다. ② 자주 숨이 찼다. ③ 가끔 숨이 찼다.    ④ 드물게 숨이 찼다. ⑤ 전혀 숨이 차지 

않았다. 

4. 지난 2주간 담배연기,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증상이 유발되거나 자리를 피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없었다. 

5. 지난 2주간 숨쉴때 가슴에서 쌕쌕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쌕쌕거렸다. ② 자주 쌕쌕거렸다. ③ 가끔 쌕쌕거렸다.   ④ 드물게 쌕쌕거렸다. ⑤ 전혀 없었

다. 

6. 지난 2주간 기침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     )   

① 매우 심했다. ② 심했다. ③ 약간 기침을 했다.    ④ 기침은 별로 없었다. ⑤ 기침은 전혀 없었다.

 

7.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없었다. 

8. 지난 2주간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차서 밤에 잠을 못자거나 새벽에 잠을 깬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  

   )   

① 매일 잠을 제대로 못잤다. ② 자주 잠을 못잤다. ③ 가끔 잠을 못잤다.    ④ 잠을 못잔 일은 별로 

없었다. ⑤ 전혀 그런적이 없었다. 

9. 지난 2주간 날씨, 공해 때문에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외출을 못했던 적이 있

었습니까? (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없었다. 

10.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약이 잘 안들을까봐 자주 걱정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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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상 두려웠다. ② 자주 두려웠다. ③ 가끔 두려웠다.    ④ 별로 두렵지 않았다. ⑤ 전혀 두렵지 않

았다. 

11. 지난 2주간 가래를 뱉어내거나, 목구멍에 가래가 끼어있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2. 지난 2주간 실내의 먼지, 탁한 공기 때문에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증상이 악화되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3.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힘든 일상 활동(운동, 달리기, 등산하기, 빨리 걷기, 급

하게 일하기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할 수 없었다. ② 거의 할 수 없었다.  ③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④ 대부분 할 수 있었다. 

⑤ 전혀 제약이 없었다. 

14.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가벼운 일상활동(산책하기, 계단/언덕오르기, 집안청소, 

빨래, 식사준비, 시장보기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할 수 없었다. ② 거의 할 수 없었다.  ③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④ 대부분 할 수 있었다. 

⑤ 전혀 제약이 없었다.

15.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사교활동(가족 또는 친구와 웃고 떠들기, 노래방에서 

노래 하기, 회식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할 수 없었다. ② 거의 할 수 없었다.  ③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④ 대부분 할 수 있었다. 

⑤ 전혀 제약이 없었다.

16. 지난 2주간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직장활동(가내작업장, 농사짓기포함) 이나 학교  생활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할 수 없었다 ② 거의 할 수 없었다 ③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④ 대부분 할 수 있었다 ⑤ 

전혀 제약이 없었다

17. 지난 2주간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이 전 

체적으로 얼마나 제약받았다고 생각합니까? (     )   

① 전혀 할 수 없었다. ② 거의 할수 없었다.  ③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④ 대부분 할 수 있었다. ⑤ 

전혀 제약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