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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for Adult Acne treated by Daes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with Extrusion therapy

Hyeong-Seop Kim*

Yang-gam Health Care Center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case report is to report the effect of Daesiho-tang on adult 
acne by Shanghanlun provisions with extrusion therapy.
Methods :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Taeyang-byung Gyeolhyung and treated by Daesiho-tang with extrusion 
therapy. The result of administrations were evaluated by Korean Acne Grading 
System(KAGS), Korean Skindex-29, and change of clinical symptoms.
Results : After administration of Daesiho-tang for 150 days with weelky extrusion therapy , 
KAGS improved from grade 4 to grade 1, Skindex-29 improved from 67.93 to 15.51, and 
patient was very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No serius treatment-related adverse events were 
reported.
Limitations : This case is only one case that the level of evidence is weak. Two 
interventions were used together and the duration of photo was uneven.
Conclusions :  The patient almost recovered from acne treated by Daesiho-tang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with extrusion therapy. This is the first 
case report that suggests ‘熱結在裏’ on the number 136 provision of Shanghanlun means 
fever that is always present in chronic skin lesions.
Key words : Acne, Daesiho-tang(大柴胡湯), Extrusion therapy,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hanghanlun,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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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

의 만성염증질환으로 면포, 구진, 고름물집, 

결절, 거짓낭(pseudocyst)등 다양한 병터가 
나타나며, 활동병터의 후유증으로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
부질환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85 %에서 관
찰되지만, 최근에는 25세 이후까지 지속되
거나 새로 발생하는 성인기 여드름이 증가
하고 있으며1) 발생율이 33.6%에 이른다2). 

장기간 지속되면 환자는 스스로의 외모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이 심해져 대인관계를 
회피하므로써, 사회공포증이나 우울증 같
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발전할 위험성도 있
어3)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에 여
드름은 성인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피부 질
환이다.

여드름의 현대 의학적 중재 방법으로는 
레티노이드, 항생제, α,β-hydroxyl acid 등의 
국소 치료제, isotretinoin, 호르몬 등의 경구 
약제 투여가 있고4),이 외에도 필링, 광선치
료, 광역동 치료, IPL, 고주파 치료 등이 있
는데 그 중에서 압출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3).

한의학적 중재 방법으로는 내복 한약과 침, 

뜸, 부항을 비롯해 약침, 외용제, 미세다륜침
(MTS)등이 있는데, 이들 중 여드름을 만성적
인 내과적 전신질환의 관점에서 치료하는 가
장 주된 수단은 한약이라고 할 수 있다5).

大柴胡湯은 『傷寒論』에 처음 기재된 처
방으로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고혈압, 고지
혈증, 담석증, 만성 간염 등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국내 최대 한의학 논문 DB인 OASIS 

(www.oasis.kiom.re.kr)에서 ‘대시호탕’, ‘大
柴胡湯’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한 결
과, 총 1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하지만 
뇌경색 후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 투
여한 이7)의 연구,  급성신우신염 환자에 투
여한 문8)의 연구 단 2건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실험연구나 문헌연구에 해당하여 실제 
임상에서 大柴胡湯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부
족했다. 여드름에 大柴胡湯을 투여한 논문
은 김9)은의 연구가 유일한데 한약 투여 이
외의 다른 중재들이 혼용되어, 大柴胡湯의 
효과에 집중한 연구가 아니며, 약재 구성이 
본 연구와 달라서 大柴胡湯에 대한 실제 임
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성인 여드름  환자를 『傷
寒論』辨病診斷體系10)에 따라 진단하여 大
柴胡湯 투여와 압출치료를 중재 도구로 활
용하여 유의미한 호전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남성 / 26세 / 175cm / 67kg / 미혼 / 의료인

3. 주소증(C/C) : 여드름

4. 발병일(O/S)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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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병력(P/I)

1) 상기 주소로 피부과 외래진료( 

Roaccutane Soft Cap. 10mg, 항생제 및 
Cleocin-T Topical Solution 1%)를 받아도 
큰 호전이 없었고, 건조해짐. 피지선 파괴
술을 권유받았으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더 
이상 피부과 외래는 방문하지 않음

2) 부모님이 모두 심한 여드름 환자셨고, 아
버님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드름 환자라 본인도 그러할 것이
라 생각하여 치료를 거의 포기한 상태

3) 최근 다시 여드름에 효과가 좋다는 한약
(防風通聖散, 荊芥連翹湯 등)을 복용하였
으나 별무 호전

6. 가족력 : 부모님 두 분 모두 심한 여드름
을 앓으심

7. 과거력

1) 2010년 심방중격결손으로 인한 개흉술
2) 2014년(두항부),  2016년(복부) 2차례 피

지낭종 제거 수술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①먹을 것을 좋아해서 좋은 편. 평소 억제

하려고 노력함
②술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주소가 발생
2) 消化 : 잘 되는 편
3) 口部
①건강에 좋다고 하여 한 때 물을 많이 챙겨 

마신 적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로 찾지는 않음

②물을 덜 마시면 몸에 열이 오르는 경향
4) 汗出 : 잘 안 나는 편. 운동을 하면 조금 나

지만, 많이 하지 않기에 잘 나지 않음
5) 大便 
① 2일 1회. 변비 경향. 시원하게 배출하지

는 못 함
②변을 잘 못 보면 주소가 악화됨
6) 小便 
①1일 6~8회
②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 가는 편이라 시원

한 편은 아니나 불편하지는 않음
7) 寒熱
①추운 것도 싫어하지만, 더운 것 모두 싫

어함
②겨울에는 코끝과 손발이 차가워져서 잘 

따뜻해지지 않음
③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신, 특히 두면부에

서 열이 남
8) 頭面
①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頭項强痛을 

호소함 
②두면부에 상열감이 늘 존재함
9) 呼吸 
①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굳으며 한숨

을 많이 쉼
②평상시 편도비대, 가래가 있고 환절기에

는 비염으로 인해 호흡이 편치 않음
10) 胸部 
①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댐. 

②어깨가 굽어있어 있음
11) 腹部 : 가스 찰 때가 자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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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Greater yang disease 大陽病*

Symptoms worsen with excessive 

activity, headache accompanied by 

rigidity and pain of the nape and cold 

stimulation.

Alternating chills and

fever continuously
復往來寒熱**

Sensitive to temperature changes, the 

patient walk up and down between hot 

and cold places.

Heat binding in the interior 热結在裏**
Fever is always present in chronic skin 

lesions.

*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 If the terminology is not included i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t is interpreted as close to original intention as possible by the Korean Medicine expert.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12) 睡眠 : 별무
13) 身體
①뒷목이 항시 굳어서 통증이 있음
②간혹 피지낭종이 발생함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1 참고)

(1) 臨床 所見
 2014년 처음 발병 후부터 지속적으로 중증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로 환자의 
가족력, 임상양상 나이를 고려해  25세 이후
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성인기 여드름으로 
진단함.

 여드름 발생 전, 열이 나고 열이 나지 않으
면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으나 살아오며 거
의 두면부에 열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

여, 열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임을 확
인함.

(2) 辨病 診斷 : ⑮正大陽之爲病 結胷
①脉浮 : 발병시점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
기인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및 학원
을 다니느라 과도하게 활동을 하고 있음. 졸
업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
며 두면부 열감 및 주소증이 악화됨
② 頭項强痛 : 과도한 활동 및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頭項强痛이 동반됨.

③惡寒 : 온도가 낮아지면 손, 발이 차가워
지고, 겨울철에 주소가 악화됨

 위 脉浮, 頭項强痛, 惡寒을 근거로 하여 大
陽病으로 진단(Table.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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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Description
1 Papules*  ≤10
2 Papules 11 - 30
3 Papules ≥ 31, nodules** ≤10

4
Nodules 11 - 20

±  mild ongoing scars

5
Nodules 21 – 30 

± moderate ongoing scars

6

Nodules ≥ 31

± severe ongoing scars

± sinus tract
* Papule : acne which is < 5mm

** Nodule : acne which is > 5mm

Table 20. Korean Acne Grading System12)

(3) 條文 診斷
 136. 傷寒十餘日, 热結在裏, 復徃来寒
热者, 與大柴胡湯. 但結胷, 無大热, 惟頭微
汗出者, 大陷胷湯主之12).
 

① 热結在裏
  주소증이 발생하기 전의 필요충분조건이 
‘熱’인데, 환자는 ‘걸려있다’는 표현이 적절
할 만큼 늘 열이 존재하여 주소증이 해결되
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열이 발생하는 
장소가 피부부위인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질환을 앓은 만큼 압출 및 자극을 많이 받아 
갈라진 땅 같이 보이는 피부였다. 이에 ‘만
성화된 피부 병변에 지속적으로 나는 열’로 
환자의 상태를 정리할 수 있다. 

 

②復徃来寒热
  환자는 주소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에 취약했는데,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차가운 환경에 있으면 추위를 느껴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덥
고 갑갑하다고 다시 차가운 곳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계속함
으로써 열이 더 나고 주소증이 악화됨을 확
인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①임상사진 및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
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12)

  치료 전후 촬영한 임상 사진 및 환자의 상
태를 근거로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
(KAGS)에 따라 평가하였다. 촬영은 오른쪽 

뺨, 왼쪽 뺨, 이마, 얼굴 전체의 4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했고, 카메라는 GALAXY 

S7(SM-G930S)를 사용하였다. 

②Skindex-29를 통한 삶의 질 평가

  여드름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Skindex-29를 사용하였다. Skindex-29

는 Chren13) 등에 의해서 고안된 설문지를 번
역하였으며, 안14) 등에 정리된 한국어판 
Skindex-29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은 기능
적, 감정적,  증상적의 세 가지 척도로 나뉘
어져 있으며 0 (영향 없음)에서 100 (항상 영
향을 받음)까지의 선형 척도(linear scale)로 
총 2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
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
서는 각 척도별 및 총점의 평균값을 구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한국어판 Skindex-29 총점의 Cronbach’s α 

coefficient는 0.926로 내적 합치도가 비교적 
높은 신뢰성 있는 설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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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 (g)

柴胡   Bupleuri Radix Bupleurum falcatum 24

黃芩  Scutellariae Radix Scutellaria baicalensis 9

芍藥  Paeoniae Radix Paeonia lactiflora 9

半夏  Pinelliae Rhizoma Pinellia ternata 9

枳實 Aaurantii Immaturus Fructus Poncirus trifoliata 12

生薑  Zingiberis Rhizoma Zingiber officinale 15

大棗  Jujubae Fructus Zizyphus jujuba var. inermis 9

*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 120cc t.i.d Total 150 days

Table 3.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Daesiho-tang(大柴胡湯)15)

③임상적 증상 변화 양상 평가

  KAGS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이거나 구체
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
화양상을 기록하여 평가하였다. 환자가 호
소하는 증상인 구진, 결절, 반흔, 붉기, 두면
부 열감, 변비 경향을 지표로 Severe(+++), 

Moderate(++), Mild(+), Trace(±), 

Eliminate(-)의 다섯 단계로 판단하였다.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Table.3)

  『傷寒論 比較』15)에 기재된 용량에 따라 
大柴胡湯을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
록 하였다.

2) 압출 치료

  환부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26G 

needle(26G x 13mm, 화진메디칼)과 여드름 
압출기를 사용하여 면포와 고름을 제거하였
다. 주 1회의 빈도로 계획하였으나, 치료도
중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총 18회 시행하
였다.

3) 생활 지도
  음주와 기름기 많은 자극적인 음식을 절제
하고, 마스크 팩 및 화장품으로 보습하며, 

주1회 스크럽 제품으로 조심히 페이스 스크
럽 할 것을 지도하였다. 또한 열감이 느껴질 
때마다 미스트 등으로 식혀줄 것을 지도하
였다. 화장품은 여드름용을 따로 쓰지는 않
았으며, 외용제의 사용 또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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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17년 3월 16일 - 2017년 8월 17

일

2) 경과
(1) 초진일
① KAGS 4등급, Skindex-29 67.93점
②구진 38개, 결절 31개, 반흔 Severe(+++),  

붉기 Moderate(++), 두면부 열감 
Severe(+++), 변비경향 Moderate(++)

③지금까지 늘 두면부는 열감이 존재했음. 

특히 겨울이라 온도가 내려가면 손발이 
차가워지는데 반대로 두면부는 뜨거워
짐

④겨울에 가장 피부가 힘들고 여드름의 개
수와 정도가 많음

⑤보일러로 난방을 틀고 있는데, 켜면 더워
서 더 열이 나고 끄면 추워서 자기 힘듦. 

겨울을 힘들어 함
⑥최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더 열이 

남.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음

(2) 7일 후 재진(大柴胡湯 복용 2일)

① KAGS 3등급, Skindex-29 45점
②구진 31개, 결절 9개, 반흔 Severe(+++), 

붉기 Mild(+), 두면부 열감 
Moderate(++), 변비경향 Tarace(±)

③ 약을 복용하면 이상하게 땀이 나게 됨. 

원래 땀이 잘 안 나던 몸이라 신기하게 
생각함. 땀이 나면 열이 내려가면서 온도
가 내려감. 조금만 덥거나 움직이거나 긴
장하면 땀이 남. 땀나는 게 기분이 좋음

④복용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열이 나
는 빈도와 여드름의 정도가 준 것 같음. 

아직 붉은 기는 많이 줄지 않음
⑤여전히 겨울철 온도 조절은 힘듦. 난방을 

키면 답답하고, 끄면 추워서 어찌할 줄을 
모름. 깨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잘 때 조
절을 못 함

⑥이전에 복용했던 약들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음

(3) 111일후 재진 (大柴胡湯 복용 106일)

① KAGS 1등급 Skindex-29 23.34점
②구진 10개, 결절 0개, 반흔 Moderate(++), 

붉기 Trace(±), 두면부 열감 Mild(+), 변
비경향 Trace(±)

③운동을 시작했는데, 예전에 운동할 때 흘
렸던 양보다 훨씬 더 땀이 심하게 남. 예
전에는 땀날 정도로 운동하지도 않았고, 

해도 나기 직전까지 체온이 오를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땀이 줄줄 흐
름. 열이 오르는 횟수가 줄어듦

④붉은 기가 가라앉은 느낌이 남. 예전에는 
여드름이 생길 만한 상황에 덜 생김을 느
낌. 흉터 피부에 살이 좀 차오르는 것 같
기도 함을 느낌

⑤계절이 바뀌어 온도조절에 대한 부분은 
편해짐

⑥가끔 바빠서 압출치료에 소홀하여 약만 
복용할 때가 있는데, 단독 시행시 효과가 
떨어짐을 호소.

 

(4) 155일 후 재진 (大柴胡湯 복용 150일)

① KAGS 1등급, Skindex-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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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of Skindex-29Figure 1. Change of KAGS 

②구진 9개, 결절 0개, 반흔 Mild(+), 붉기
Eliminate(-), 두면부 열감 Trace(±), 변비
경향 Eliminate(-)

③운동을 할 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당황
스러울 때 등 열이 오를 상황이 되면 땀이 
남.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땀이 확 날 때 더 컨디션이 좋음
④아직도 가끔씩 나기는 하지만 약 복용 전

보다 훨씬 개수와 빈도가 줄어듦. 붉은 
기도 많이 안남

⑤여전히 여름이라 온도조절로 힘들어하지
는 않음

⑥이렇게 좋아진 적이 처음이라 만족하는 
중.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

  이와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KAGS, Skindex-29와 임상적 증상의 변화는 
Figure.1, Figure.2, Table.4와 같다. 임상 사
진은 부위별로 Figure.3-6에 나타나 있는데,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순으로 2017.3.16., 2017.3.24., 2017.07.04., 

2017.08.16.의 날짜이다.

13. 치료 관련 주요 연대표

  환자의 주소증, 현병력, 진단 요점, 복약 경
과 등을 요약하여 치료적 중재, 연대표, 치
료적 중재에 대한 순응도, 의사와 환자의 경
과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을 도식화 하면 다
음(Figure.7)과 같다.

14. 연구 윤리 규정 

  본 증례보고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
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등 서면 동의
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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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22 7.6 8.17

Papule 38 31 10 9

Nodule 14 9 - -

Scars +++ +++ ++ +
Redness ++ + ± -

Fever in face +++ ++ + ±

Constipation + ± ± -

Symptom : Severe(+++), Moderate(++), Mild(+), Trace(±), Eliminate(-)

Table 4. Change of Clinical Symptoms

Figure 6. Change of face (front view)Figure 4. Change of forehead

Figure 3. Change of left cheek Figure 5. Change of right ch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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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고 찰

여드름은 털피지샘에 발생하는 만성 염
증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사춘기에 발병하여 
성인기에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25세 이상 성인에서 발병하는 성
인 여드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5), 25세 
이상의 성인 중 33.6%가 현재 여드름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되어2) 그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 환자의 57%가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았고, 70%의 환자가 
수치심을, 63%의 환자가 불안을, 67%의 환
자가 자신감 결여를 느낀다고 하여16) 여드

름은 단순한 피부병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
는데 외모에 관심이 더 많은 어리거나 젊은 
나이의 환자보다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더 
삶의 질의 손상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17). 

자신과 같은 여드름을 앓는 동료가 많은 어
린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여드름의 발생이 
삶의 질의 손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반면, 

비교적 여드름의 발생이 드문 30-40대 환자
들은  여드름의 발생이 삶의 질의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피부
상태 때문에 느끼시는 가장 불편한 점은 무
엇입니까?"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하여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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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드름 환자 중 8명이 "성인임에도 발생
한 여드름"이란 답을 한 것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17). 따라서 성인 여드름에 대해 새롭
게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의학적으로 초기 경증의 여드름에
는 레티노이드나 azelaic acid 등 국소 도포
제를 도포하고 중증도 이상의 염증성 병변
의 보이는 여드름은 국소도포와 함께 항생
제 경구 투여로 치료한다. 치료에 잘 반응하
지 않는 심상성 여드름, 거대면포, 응괴성 
여드름에는 isotretinoin 을 경구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결절성 병변에는 병변 내 주
사，수술 등의 물리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
다고 알려져 있다3). 이외에 필링, 광선치료, 

광역동 치료, IPL, 고주파 치료 등이 있다.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는 침, 뜸, 부항, 

약침 등 다양한 중재가 있지만, 여드름이 만
성적인 내과적 전신질환에서 한약이 가장 
주된 수단이다5).

압출치료는 여드름 병변에 대한 외과적 
치 료로서 특수하게 고안된 면포 압출기를 
이용하여 면포를 압출하거나 농포와 낭종을 
절개하여 내용물을 배출시켜 병변의 빠른 
치료를 유도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기
에3) 여드름 치료에서 활용도가 높다. 따라
서 앞으로의 여드름 치료에 압출치료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고, 본 연
구에서도 활용하였다.

大柴胡湯은  『傷寒論』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柴胡, 黃芩, 半夏, 芍藥, 枳實, 生
薑, 大棗의 7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최
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고혈압, 고지혈

증, 담석증, 만성 간염 등에 대한 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6), 실제 임상에서 적용
한 사례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에는 약재구성상 大黃이 첨
가되어 있는데, 이는 ‘一方加大黃二兩, 若不
可 恐不爲大柴胡湯’이라는 문구11) 때문이
다. 하지만 해당 문구는 『康平傷寒論』에
서는 방주로 적혀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
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康平傷寒
論』원본 재현에 충실하기 위해 大黃을 제
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용량은 『傷寒
論 比較』15)를 따랐다.

본 증례 보고에서는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에서 연구 중인 辨病診斷體系10)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였다. 환자의 경우 학
업으로 인해 과도한 활동을 하면서 주소가 
발생했고, 頭項强痛이 평생의 문제인 점과 
환절기, 겨울철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근
거로 大陽病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두면부 열감에 의해 주소가 발생
ㆍ악화되고, 열감이 없으면 주소가 완화되
어 ‘熱’이 진단의 핵심이 되었다. 환자는 살
아오면서 두면부 열감을 거의 느끼지 않은 
적이 없으므로 ‘늘 걸려있다’는 표현이 적합
했고, 이런 현상을 ‘結’ 로 나타낼 수 있다. 

‘裏’는 ‘옷의 안쪽’을 의미하는 글자로 지
금까지 ‘안, 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글
자18)이다. 이에 따른다면 大柴胡湯 조문의 
‘熱結在裏’는 속에 열이 난다는 의미가 되는
데,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형이하학적으로 
기록한 『傷寒論』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裏를 형이하학적이고 실
질적인 현상으로 규정해야하는데, 문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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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金文에서 裏는 里와 같은 형태로 많
이 쓰였으므로, 里를 통해 裏의 의미를 추측
할 수 있다. 하18)에 따르면 里는 田과 土로 
이루어져 ‘마을’의 의미를 뜻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의 의미 역시 질병과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질적인 의미로 나타내주
지 못한다. 이에 본 저자는 里가 田과 土로 
결합한 글자가 아니라, 甲과 土로 결합한 글
자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甲은 田
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小篆에서부터 자
형을 변화시켜 지금의 甲이 되었다는 하18)

의 의견과, 金文에 나타난 글자의 여러 형태
를 보면19)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다.

甲은 갑골문에서 ‘가죽이 갈라진 모습’을 
뜻하고, 土는 갑골문에서 땅 위에 뭉쳐 세워 
놓은 흙의 모습을 뜻한다18). 이대로라면 里 
(裏)는 ‘땅 위의 흙이 갈라진 모습’을 나타낸
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체에 적용하
면, 긁거나 압출을 하여 피가 나는 등의 원
인으로 오랜 기간 자극을 받아서 딱딱해지
고 갈라진 ‘만성화된 피부 병변’을 뜻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환자 또한 열이 나타나는 장소가 두면
부 피부인데, 이미 오래기간 앓아온 여드름
으로 인해 많은 압출 및 자극이 있어 두꺼워
지고 갈라져 상처가 많은 피부였다. 이를 
‘裏’로 가정한다면 ‘熱結在裏’는 ‘만성화된 
피부 병변에 늘 걸려있는 열’로 정의할 수 
있고, 환자의 상황과 일치한다. 또한 表ㆍ裏
는 피부병변을 뜻한다는 기존의 학회에서 
임상관찰을 통해 제기된 의견과도 흐름이 
같게 된다.

이런 피부는 건조함에 취약하기 마련인

데 땀으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갈라진 땅
에 물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나타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 한 명이 독자적으로 가
정한 의견이므로 향후 문자학적, 서지학적, 

사회문화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는 주소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운 환경이면 따뜻한 곳으로, 더
운 환경이면 시원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행
동패턴을 보였고, 이는 온도 조절이 비교적 
힘든 겨울에 더 심해졌다. 이런 현상을 ‘復
往來寒熱’ 로 규정할 수 있다. 환자가 왜 이
런 행동을 하는 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더 본
질적인 문제는 ‘건조함’을 견디지 못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미 만성 피부 병변으로 
갈라져 건조해져 있는 피부인데 겨울철 자
체의 건조함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불 자
극 자체가 주는 건조함이 환자가 이겨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향후연구가 더 필
요할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136번 조문 大柴胡湯을  
120cc씩 1일 3회, 150일간 투여했고 주 1회
의 빈도로 총 18회의 압출치료를 병행하였
다. 화농이 심한 곳은 여드름 흉터로 진행되
기 쉬워 압출하지 않았다.

환자지도로는 음주와 기름기 많은 자극
적인 음식을 절제하고, 마스크 팩 및 화장품
으로 보습하며, 주 1회 스크럽 제품으로 조
심히 페이스 스크럽할 것을 지도하였다. 또
한 열감이 느껴질 때마다 미스트 등으로 식
혀줄 것을 지도하였다. 화장품은 여드름용 
제품을 따로 쓰지는 않았으며, 외용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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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한 없었다.

그 결과 KAGS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호전이 있었고 Skindex-29가 67.93에서 
15.51로 줄어 전반적인 삶의 질도 개선되어 
환자 역시 치료에 큰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구진, 결절, 붉기, 두면부 열감, 변비 증상 등
의 환자 제반 증상에도 개선이 있었지만, 흉
터는 큰 개선이 없었다.

치료 종료 후 1개월 간 증상이 심해지지 
않아 별무 처치하였으나, 스트레스를 받거
나음주 등으로 두면부 열이 다시 발생하여 
여드름이 재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
해 여드름 치료에서 치료 종류 후에도 환자
지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치료과정에서 환자는 그 전에는 잘 나지 
않던 땀이 남으로써 열이 내려감을 느낀다
고 호소하였고, 이와 함께 주소증의 호전이 
있었다. 이는 향후 大柴胡湯의 작용기전을 
연구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 잘 보고되지 않
았던 大柴胡湯를 실제 임상에서 투여하여 
14년간 호전되지 않던 성인 여드름을 호전
시켰으나, 단일 증례 연구이므로 大陽病 結
胸으로 진단된 여드름 환자에게 大柴胡湯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
의가 있고, 그 이상의 확장적인 해석은 불가
능하다. 상기 서술한 문자학적 내용 역시 이
러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먼저 두 
가지 중재를 병용하여 개별적 중재의 효과
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치료 

중간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압출치료에 소
홀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압출
치료를 병행했을 때보다 피부가 덜 좋았다
고 환자가 호소했다. 이는 여드름 치료에 있
어서 한약 단일 중재보다 압출치료를 병용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냄을 뜻하므로 향
후 연구에서 중재를 선택할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의 개인 사정 때
문에 내원 전후 변화 사진 촬영의 시기가 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결 론

성인 남성 여드름 환자에게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 『傷寒論』
辨病診斷體系9)를 한의학적 진단 도구로 활
용하여 大陽病 結胸으로 진단하고, 136번 
조문의 大柴胡湯을 150일간 투여하며 압출
치료를 병행한 결과, 유의미한 호전 반응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 大柴胡湯을 150日分 투약하여 KAGS

가 Grade 4에서 Grade 1로, Skindex-29가 
67.93에서 15.52로 줄어 여드름 증상 및 삶
의 질 개선에 현저한 호전이 있었다. 구진, 

결절, 붉기, 두면부 열감, 변비 증상도 호전
되었으나, 흉터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본 증례에서는『傷寒論』136條의 ‘熱
結在裏’ 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만성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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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늘 걸려있는 열’로 해석하여 大柴胡湯
을 투여하였으며, 본 증례 환자의 호전경과
를 고찰할 때 ‘熱結在裏’에 대한 임상적 진
단 및 해석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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