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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처방과 훈증요법을 병행한 여드름 치험 6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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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rbal steam therapy on acne vulgaris.

  Methods : 6 patients with acne vulgaris were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therapy (herbal medicine and 

acupunture) including herbal steam therapy. We evaluated the effect by Korean Acne Grading System(KAGS) and 

Pictures.

  Results : After treatment, the KAGS Grade of all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therapy including herbal 

steam therapy is 1. Based on this, we could find that korean medicine therapy including herbal steam therapy is 

effective and available to ameliorate for the symptoms of acne vulgaris.

  Conclusions : This clinical cases study shows us that korean medicine therapy including herbal steam therapy 

seem to be effective to improve symptoms of acne vulgaris.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identify herbal steam 

therapy is beneficial to acne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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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드름은 피부부속기의 염증성 질환으로 면포, 홍

반성 구진, 농포 등을 형성하며 주로 피지 분비가 많

은 안면부, 목, 등, 가슴 등에 호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여드름은 염증성 질환으로 생명에 위

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이 

건선 환자의 삶의 질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는 것으

로 보아 다른 피부질환에 비해 삶의 질은 불량할 것

을 판단된다2). 그 발생 원인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다양한 병태생리적 인자가 제시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Propionibacterium acnes 

세균의 증식에 따른 염증 유발과 과다한 피지분비의 

증가, 모낭상피의 과각화 등이 있다3). 서양의학에서는 

이에 따른 치료제로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항

생제나 레티노이드제, 또는 호르몬제 등을 활용한다4). 

  여드름에 대한 최근 한방 실험 및 임상 논문으로 

노 등5)이 苦蔘 추출물이 모발성장 촉진 및 면포 억제

에 미치는 향을, 백 등6) 역시 苦蔘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수가 여드름에 미치는 효과를, 홍 등7)은 淸上防

風湯加味가 면포에 미치는 향을, 김 등8)은 面疱散

의 면포질환 치험 8례를, 서 등9)은 산성수 도포가 면

포에 미치는 향을, 오 등10)은 黃連解毒湯加味方 발

효한약으로 치료한 임상례를 발표하여 그 효과를 보

고하고 있다. 이상의 제시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여드름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치료에 대해 여러 연구

가 진행된 것은 알 수 있으나, 훈증요법을 병행한 임

상보고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

들은 荊芥, 防風, 羌活, 獨活, 連翹, 金銀花, 牛蒡子 등 

7가지 약재를 활용한 훈증요법을 여드름 환자들에게 

병행하 을 경우 여드름 치료에 있어 좋은 효과를 관

찰하 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치료방법

1. 연구대상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여드름으로 본원

을 내원한 환자 중, 식이지도를 겸하면서 침 치료와 

한약 복용, 그리고 外治用解毒散을 활용한 훈증요법

을 병행하여 치료한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하 다.

2. 평가방법

  내원 주기에 따라 임상 사진을 기록함과 동시에, 염

증 부위의 발적과 평소 발현되는 구진 및 여드름의 

양은 진료자의 시각적인 기준에 의해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 (Korean Acne Grading System, 이하 

KAGS) 중 KAGS-2에 따라 평가하 다(Table 1)11).

3. 치료방법

1) 침구치료

  Stainless steel needles(0.25×30㎜)을 사용하여 

GV20(百會), CV12(中脘) 2穴과 양측의 ST25(天樞), 

LI4(合谷), LR3(太衝) 6穴을 直刺하는 방법을 1주 1회 

또는 2회 내원하여 시행하 다.

2) 外治用解毒散을 활용한 훈증요법

  훈증요법을 내원 환자들에게 1일 1회 시행하도록 

하 는데, 훈증기는 발한해독 스팀기 SBC-4200를 이

용하여 1회당 30분간 시행하도록 하 고, 한약재 荊

芥, 防風, 羌活, 獨活, 連翹, 金銀花, 牛蒡子 등 7가지 

약재를 각 60g씩 총 420g을 분말로 갈아 外治用解毒

散으로 처방하 고, 14g을 1회 분량으로 지정하여 사

용하도록 지시하 다. 外治用解毒散 1회 분량을 일회

용 부직포에 넣어 발한해독스팀기 SBC-4200 내부에 

설치된 거름망에 넣으면, 미리 내부에 넣어둔 물이 끓

으면서 한약재 성분을 머금은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수증기를 환자들의 안면부에 

Corresponding author : Tae-wook Kim, Haneulmaeum Korean 

Medical Clinic, 10F 712, Jungang-daero, Busanjin-gu, Busan, 

South Korea.

(Tel: +82-51-816-8575, E-mail: wook0712@lycos.co.kr)

∙Recieved 2016/4/4  ∙Revised 2016/4/28  ∙Accepted 2016/5/5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9권 제2호(2016년 5월)

132

훈증시킴으로써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활용하 다. 본 

훈증요법은 환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각자의 집에서 매일 또는 격일로 상기 제시된 용량과 

시간만큼 시행하도록 지시하 다.

3) 약물치료

  ① 증례1과 증례2

환자의 체간 측정과 함께 望聞問切을 통해 사상

변증을 감별하 고 그에 따른 사상처방인 荊防

敗毒散 20첩(生地黃 80g, 柴胡 80g, 前胡 80g, 

地骨皮 80g, 赤茯苓 80g, 車前子 80g, 羌活 

80g, 獨活 80g, 防風 80g, 荊芥 80g. 총 800g)

을 전탕하여 하루 2번씩 30일 복용을 원칙으로 

하 다.

  ② 증례3

환자의 체간 측정과 함께 望聞問切을 통해 사상

변증을 감별하 고 그에 따른 사상처방인 荊防

瀉白散 20첩(生地黃 240g, 茯苓 160g, 澤瀉 

160g, 石膏 80g, 知母 80g, 羌活 80g, 獨活 

80g, 荊芥 80g, 防風 80g. 총 1040g)을 전탕하

여 하루 2번씩 30일 복용을 원칙으로 하 다.

  ③ 증례4과 증례5

환자의 체간 측정과 함께 望聞問切을 통해 사상

변증을 감별하 고 그에 따른 사상처방인  川芎

桂枝湯 20첩(桂枝 240g, 白芍藥 160g, 川芎 

80g, 蒼朮 80g, 陳皮 80, 甘草 80g, 生薑 80g, 

大棗 80g. 총 880g)을 전탕하여 하루 2번씩 30

일 복용을 원칙으로 하 다.

  ④ 증례6

환자의 체간 측정과 함께 望聞問切을 통해 사상

변증을 감별하 고 그에 따른 사상처방인  葛根

解肌湯 20첩(葛根 240g, 黃芩 120g, 藁本 120g, 

桔梗 80g, 升麻 80g, 白芷 80g. 총 720g)을 전탕

하여 하루 2번씩 30일 복용을 원칙으로 하 다.

III. 증  례

1. 증례1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본

원에 내원하기 1년 전인 2013년에 이마에서 시작한 

여드름이 2014년 1월부터는 얼굴 전체로 발생하면서 

팔에도 함께 병발한 16세 남학생 환자 다. 본원 내

원 전 타피부과에서 압출과 같은 시술 및 관리를 받

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내원 당시 여드름의 부위가 다소 딱딱한 편이었으며 

화농성으로 올라온 부위도 상당 수 존재하 다(Fig. 

1, 2).

1) 성명 : 이OO, M/내원 당시 15세

2) KAGS-2 : Grade 4

3) 발병일 : 2013년 여름

4) 초진일 : 2014년 6월 10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비염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양측 부모 모두 여드름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음

6) 치료기간 : 2014년 6월 10일 ~ 2015년 2월 10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8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전반적인 

호전 상태를 보 으며 2015년 10월 전화상으로 

follow up 해본 결과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호

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훈증요법의 경우 현재

까지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KAGS-2, Grade 4 

→ Grade 1).

2. 증례2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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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발병한 여드름으로 여러 피부과에서 압출 

시술을 비롯해 레이져시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항

생소염제 복용 등 많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되는 

재발과 이에 따른 큰 호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례 다(Fig. 3, 4).

1) 성명 : 김OO, M/내원 당시 24세

2) KAGS-2 : Grade 3

3) 발병일 : 2006년

4) 초진일 : 2014년 7월 28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2014년 3월경 기흉으로 인

해 입원치료 받았음

6) 치료기간 : 2014년 7월 28일 ~ 2015년 2월 2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6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전반적인 

호전 상태를 보 으며 최근 2016년 1월말 점검 

차 내원하 을 때도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KAGS-2, Grade 3 → Grade 1).

3. 증례3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본

원에 내원하기 18개월 전부터 발생한 안면부의 발적

과 함께 여드름이 동반되면서 소양감도 함께 발생한 

사례로, 초기 발병 시에는 타피부과에서 경구용 약과 

함께 연고를 사용하 음에도 큰 호전도가 없었고, 이

후에는 타한의원에서 한약 복용과 함께 침 치료를 병

행하면서 소양감은 많이 줄은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

여 치료를 이어가게 된 사례 다(Fig. 5, 6).

1) 성명 : 김OO, M/내원 당시 18세

2) KAGS-2 : Grade 4

3) 발병일 : 2012년 12월

4) 초진일 : 2014년 5월 24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6~7세경 아토피가 있었으

나 한방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며, 2011년에 편

도선 비대로 일부 절개하는 수술을 받음

6) 치료기간 : 2014년 5월 24일 ~ 2015년 1월 29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8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7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양감은 

거의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면서 발적과 여드름

의 증상도 조금씩 호전되었으며 2015년 11월경 

전화상 follow up 해본 결과 호전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다(KAGS-2, Grade 4 → Grade 1).

4. 증례4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2013년부터 안면부에 여드름이 발병한 여학생 환자로 

본원에 아토피 치료를 위해 내원하면서 여드름도 함

께 치료되기를 원한 경우 다. 아토피의 경우 5세경 

발병하면서 8세경 치료가 되었다가 여드름이 발생하

기 시작한 2013년부터 아토피 역시 악화되었으며, 여

드름의 경우 타피부과에서 레이져시술을 3개월간 집

중하 음에도 큰 호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게 된 

사례 다(Fig. 7, 8).

1) 성명 : 박OO, F/내원 당시 16세

2) KAGS-2 : Grade 3

3) 발병일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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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진일 : 2014년 8월 2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5세경부터 아토피가 있었으

며 타한의원 치료로 8세경 좋아졌다가 2013년부

터 여드름 발생과 함께 아토피도 다시 악화

6) 치료기간 : 2014년 8월 2일 ~ 2015년 3월 7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7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여드름과 

함께 아토피 역시 호전양상을 보 으며 2015년 

4월과 11월 두 차례의 전화상 follow up 해본 

결과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KAGS-2, 

Grade 3 → Grade 1).

5. 증례5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본

원에 내원하기 3년 전부터 안면부로 발생한 여드름으

로 인해 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환자로 본원 내원 전 

타피부과에서 경구용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 으나 

큰 호전없이 지속적 호전 악화를 반복하여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 다(Fig. 9, 10).

1) 성명 : 장OO, F/내원 당시 22세

2) KAGS-2 : Grade 3

3) 발병일 : 2011년 

4) 초진일 : 2014년 9월 17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며 

생리통이 극심하여 간헐적 생리통으로 인한 진통

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늘 변비로 힘들어하 음

6) 치료기간 : 2014년 9월 17일 ~ 2015년 1월 19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4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3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화상태와 

함께 변비 경향의 대변상태가 개선되면서 안면

부 여드름 역시 호전되었다(KAGS-2, Grade 3 

→ Grade 1).

6. 증례6

  학술연구 활용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한 환자로, 고

등학생시절부터 발생한 여드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본원 내원하기 전 2개월 전부터 악화된 

경우로, 내원 전 타약국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 으나 큰 호전도가 없어 본원을 내원하여 치

료를 받은 사례 다(Fig. 11, 12).

1) 성명 : 민OO, M/내원 당시 34세

2) KAGS-2 : Grade 3

3) 발병일 : 약 1997년

4) 초진일 : 2014년 10월 4일

5) 과거력 및 가족력 : 탈모 및 비만으로 인해 양

방 치료를 받았으며 형제가 모두 여드름을 가지

고 있음

6) 치료기간 : 2014년 10월 4일 ~ 2015년 4월 7일

7) 치료경과 :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모든 한

양방 치료를 중단하 고, 본원에서 제시한 치료

법만을 활용하 으며, 약 6개월간의 치료기간 동

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여드름이 

호전되면서 약 20㎏정도 체중 감량이 이루어져 

치료 만족도가 높았으며 최근 2015년 5월 말 점

검 차 내원 시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KAGS-2, Grade 3 → Gra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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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14-6-14 Fig. 2. 2015-01-06

Fig. 3. 2014-07-30 Fig. 4. 2015-01-03

Fig. 5. 2014-05-24 Fig. 6. 2015-02-07

Fig.7. 2014-08-02 Fig. 8. 2014-12-12

Fig. 9. 2014-09-24 Fig. 10. 2015-01-26

Fig. 11. 2014-10-04 Fig. 12.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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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여드름은 피부과 역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주

로 안면부, 가슴, 등에 면포, 구진, 농포, 낭종, 결정 

등의 다양한 피부 병변을 유발시키는 모낭 피지선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정의되고 있다12). 이와 같

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피지에서 만들어진 

지방산들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산은 미생

물의 지방분해효소에 의해 피지의 지방성분들이 분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

는 대표적인 미생물로 Propionibacterium acnes라는 

혐기성 세균을 들 수 있으며, 이 세균의 지방분해효소

에 의해 생성된 지방산이 염증반응을 일으켜 구진, 결

절, 농포의 과정을 거쳐 scar을 형성하게 된다13). 이에 

따른 양방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안드로겐제제, 스테로

이드제제, 항생제 및 레티놀 투여를 활용해 피지 생성

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Benzoyl peroxide, Clindamycin, Azelaic acid, 

 Table 1. Korean Acne Grading System(KAGS1-4)

KAGS-1 KAGS-2 KAGS-3 KAGS-4

Grade 1 papules ≤ 10 papules ≤ 10 papules ≤ 10 papules ≤ 10

Grade 2 papules 11-30 papules 11-30 papules 11-20 papules 11-20

Grade 3
papules ≥ 31
nodules ≤ 5

papules ≥ 31
nodules ≤ 10

papules ≥ 21
nodules ≤ 5

papules ≥ 21
nodules ≤ 10

Grade 4
nodules 6-1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11-2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6-1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11-20
± mild

ongoing scars

Grade 5
nodules 11-3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21-3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11-30
± mild

ongoing scars

nodules 21-30
± mild

ongoing scars

Grade 6

nodules ≥ 31
±severe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 ≥ 31
±severe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 ≥ 31
±severe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 ≥ 31
±severe

ongoing scars
±sinus tracts

Sodium sulfactamide 등과 같은 국소 도포제의 과다 

사용은 진피 건조증이나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부작

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14). 또한 앞서 언급한 혐기성 

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의 단백 합성을 저

해시키는 tetracycline이나 erythromycin과 같은 항생

제를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tetracycline 

계열의 항생제는 소화기계 장애나 피부발진, 

erythromycin 계열의 항생제는 오심, 구토, 심장에 대

한 독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15).

  여드름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또한 많이 진행

되어왔는데, 박16)이 면포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여드름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하 으며, 앞서 언급

한 노 등5)이 苦蔘 추출물이 모발성장 촉진 및 면포 

억제에 미치는 향을 통해 실험적 연구 결과를, 백 

등6)은  苦蔘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수가 여드름에 미

치는 효과를 통해 한방 외용 치료제에 대한 언급을 

하 으며, 서 등9)은 산성수 도포가 면포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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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통해 외용 치료의 효과에 대해 제시하 고, 홍 

등7)은 淸上防風湯加味가 면포에 미치는 향을 통해, 

김 등8)은 面疱散의 면포질환 치험 8례를 통해, 오 등
10)은 黃連解毒湯加味方 발효한약으로 치료한 임상례

를 통해 여러 임상 연구를 발표하 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약물 치료의 효과나 피부에 직

접 바르는 외용치료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었지만, 최

근 여러 치료법에서 다용되고 있는 훈증요법을 활용

한 임상사례에 대한 보고는 존재하지 않아, 본 저자들

이 여드름 치료에 훈증요법을 병행하 을 경우 우수

한 효과를 얻어낸 사례들이 있어 본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자 하 다.

  훈증요법은 외치요법 중 하나로 한약을 피부나 호

흡기 등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방

법으로17), 이러한 외치요법의 활용범위는 淸大에 이르

러 약물이론과 침구이론의 융합과 응용을 통해 그 활

용범위가 넓어졌고 외과를 비롯해 내과, 피부과, 안이

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18). 이와 같은 훈증요법은 이미 구안와사와 같은 

안이비인후과 질환에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박 등19)

과 김 등20)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이에 착안하여 훈증

요법을 여드름과 같은 피부과 질환에 활용해봄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해보고자 하 다. 한의학에서 여드름

은 面疱 또는 痤瘡이라 하는데, 이러한 面疱의 발생원

인 중 외적인 요인으로 風, 熱, 濕을 언급하고 있다21). 

이에 風, 熱, 濕을 제거할 수 있는 외용약제들을 활용

하고자 하 다. 첫 번째는 發散을 목적으로 하는 解表

藥 중 風熱을 제거하는 發散風熱藥에 속하는 牛蒡子

로, 疏散風熱의 기능으로 風熱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

는 상용약이고 宣肺透疹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痲

疹 또는 風熱로 인한 瘙痒에도 사용되며 解毒利咽의 

효능으로 熱毒으로 인한 瘡腫을 치료하는 要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 다. 두 번째 역시 解表藥

에서 선택하 는데 風寒을 제거하는 發散風寒藥 중 

荊芥, 防風, 羌活을 활용하고자 하 다. 荊芥는 방향

성을 가지고 있는 약재로, 風邪를 發散시키는데 뛰어

나 風寒과 風熱을 疏散하는 表症의 약으로 사용되고 

있어, 荊芥는 防風이나 羌活 등과 배합하여 風寒表症

을 치료하는데 응용되기도 하며, 連翹와 金銀花 등과 

배합하여 風熱表症을 치료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약재도 解表藥 중 

發散風寒藥에 해당되는 防風과 羌活을 선택하 는데, 

防風 또한 解表藥 중 發散風寒藥에 속하는 약재로 風

邪를 祛하여 治風에 통용하는 要藥에 해당되어 祛風

解表의 효능이 뛰어난 약재로 활용된다. 결국 荊芥와 

防風은 모두 散風解表의 작용을 한다. 네 번째 약재인 

羌活 또한 解表藥 중 發散風寒藥에 속하여 表의 風寒

濕邪를 發散시키는 효능이 좋아 기본적으로 表症이 

風寒에 속하면서 濕을 겸할 때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濕 또한 제거하기 위해 祛風濕藥헤 해당하는 獨活을 

다섯 번째 약재로 선택하 는데, 獨活은 고대에 羌活

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으며, 기본적으

로 羌活과 함께 祛風 및 除濕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 

風寒濕을 發散시켜 解表의 효능으로 대개 강활과 配

伍하여 응용되고 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약재로

는 淸熱과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解毒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淸熱藥 중 淸熱解毒藥에 속하는 連翹

와 金銀花를 선택하 다. 金銀花는 기본적으로 淸熱시

키면서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보통 熱毒瘡癰을 치료

하는 要藥으로 정의되고 肺經의 邪熱을 善散하여 風

熱表症을 치료한다. 이러한 金銀花와 함께 連翹 또한 

淸熱解毒 작용이 양호하여 瘡毒을 解毒하는 기능으로 

內外를 막론하고 각종 熱毒諸症을 치료하는데 빈번하

게 응용되고 있다22). 이를 바탕으로 한약재 荊芥, 防

風, 羌活, 獨活, 連翹, 金銀花, 牛蒡子 등 7가지 약재

를 각 60g씩 총 420g을 분말로 갈아 外治用解毒散으

로 명명하여 1회 분량을 14g으로 지정하여 총 30일분

씩 처방하 고, 훈증요법 시행 시 활용한 훈증기는 발

한해독스팀기 SBC-4200를 이용하 다. 발한해독스팀

기 SBC-4200 내부에 설치된 홈에 미리 물을 채워놓

고, 앞서 언급한 外治用解毒散 1회 분량을 일회용 부

직포에 넣어 발한해독스팀기 SBC-4200 내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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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홈 위에 만들어진 거름망에 넣고 전원을 켜면, 미

리 내부에 넣어둔 물이 끓으면서 外治用解毒散 한약

재 성분을 머금은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생성된 수증기를 여드름이 발병된 안면부

에 훈증시킴으로써 여드름 치료에 활용하도록 하 다. 

상기의 발핸해독스팀기는 환자들이 개벽적으로 구비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에서 매일 또는 격일로 위에 제

시된 용량과 시간만큼 시행하도록 지시하 다. 

  이에 따른 치료효과 평가시스템은 KAGS를 활용하

는데, 이는 한국인의 여드름 특징을 반 하여 만들

어진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으로, 한국인의 임상, 역학, 

피부색 등을 고려한 한국인 여드름 실정에 맞게 2004

년도에 국내 5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및 발표

한 시스템이다. 구진(papules), 결절(nodules), 진행성 

반흔(ongoing scar), 수와 누(sinus tract)의 유무에 따

라 Grade 1에서 Grade 6까지 분류하여 그 중등도를 

평가하고 있다11). 이들 중 KAGS-2가 3차 기관에 내

원한 환자들의 특성을 가장 잘 반 한 것으로 보고10), 

이를 기준으로 각 사례들의 치료 전과 후의 중등도 

등급을 측정하 다. 이에 추가하여 환자 동의 하에 촬

된 내원 주기별 임상 사진을 치료 효과 측정을 위

해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증례1의 경우에는 본원 내원하기 1년 전부터 시작

된 여드름이 겨울이 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하 고, 이

에 타피부과에서 압출과 같은 시술 및 관리를 받았음

에도 큰 호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게 된 사례 다. 

내원 당시 환부가 다소 딱딱하고 화농성 염증의 부위

도 상당 수 존재한 사례로 KAGS-2로 측정한 결과 

Grade 4에 해당한 경우 다. 처음 내원 당시 체간 측

정 결과 少陽人 체형으로 판단되었으며 기본 소견으

로는 평소 땀이 거의 없으며(無汗) 간헐적 頭痛과 함

께 가끔씩 가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추위를 많

이 타는(惡寒) 체질로 少陽人 少陽傷風證으로 진단하

고 이에 荊防敗毒散을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용하

면서 침 치료와 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8개월간의 치료기간 동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

용하면서 전반적인 호전 상태를 보 으며(KAGS-2, 

Grade 4 → Grade 1), 치료 종료 8개월 후에 follow 

up 해본 결과 큰 악화 없이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

었다.

  증례2의 경우도 본원을 내원하기 6~7년 전부터 타

피부과에서 압출 시술을 비롯한 레이저시술, 스테로

이드 요법 등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

복되는 여드름으로 양방 치료를 중단하고 본원에 내

원하게 된 사례 다. 내원 당시 구진과 결절이 다수 

보 으며 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흉터 또한 다수 보여 

KAGS-2로 측정한 결과 Grade 3에 해당하는 경우

다. 처음 내원 당시 체간 측정 결과 少陽人 체형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례1과 유사하게 평소 땀이 거의 없으

며(無汗) 간헐적으로 頭痛과 함께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얼굴이 다소 희면서 더위보다 추위를 많

이 타는(惡寒) 체질로, 증례2 또한 少陽人 少陽傷風證

으로 진단하여 荊防敗毒散을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

용하면서 침 치료와 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6개월간의 치료기간 동안 6개월 분량의 한

약을 복용하면서 전반적 호전 상태를 보 고

(KAGS-2, Grade 3 → Grade 1), 치료 종결 후 1년

이 지난 최근 피부 점검 차 내원하 을 때도 호전 상

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3의 경우는 본원 내원하기 18개월 전부터 발생

한 발적과 함께 심한 여드름이 발생하 고 이와 함께 

소양감도 함께 발생하여 내원 당시 긁은 상처 또한 

산재해있던 사례 다. 본 사례 역시 타피부과에서 경

구용 약을 비롯해 연고 치료를 병행하 음에도 큰 호

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 고 내원 당시 KAGS-2

로 측정한 결과 다소 높은 등급인 Grade 4에 해당한 

경우 다. 처음 내원 당시 체간 측정 결과 少陽人 체

형으로 판단되었으며, 간헐적 생기는 상열감과 함께 

口乾 및 脣乾, 喜冷飮, 피부 건조감, 그리고 다소 便秘

의 경향이 있어 少陽人 胸膈熱證으로 진단하여 荊防

瀉白散을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용하면서 침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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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8개월간의 

치료기간 동안 7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양

감은 거의 없어졌으며 발적 및 여드름의 증상도 조금

씩 호전되었고(KAGS-2, Grade 4 → Grade 1), 치료 

종료 후 10개월 뒤 전화상 follow up 해본 결과 악화 

없이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4의 경우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

으나 아토피와 함께 내원 하기 1년전부터 여드름 

역시 심해져 아토피 치료와 함께 병행하기를 원한 사

례로, 내원 당시 타피부과에서 레이져시술을 받았으

나 큰 호전도가 없던 환자 다. 내원 당시 안면부에 

여드름이 많은 상태 으며 KAGS-2로 측정한 결과 

Grade 3에 해당한 경우 다. 처음 내원 당시 체간 측

정 결과 少陰人 체형으로 판단되었으며, 평소 손과 발

이 차며(手足冷)과 몸에는 땀이 거의 없지만(無汗) 손

과 발에는 땀이 늘 있었으며(手足汗出) 이와 함께 늘 

추위를 타면서(惡寒) 몸에는 열감을 느끼고(發熱) 있

어 少陰人 鬱狂證으로 진단하 고, 이에 川芎桂枝湯

을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용하면서 침 치료와 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7개월간의 치료기

간 동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아토피가 

호전되면서 여드름 역시 호전양상을 보 으며

(KAGS-2, Grade 3 → Grade 1), 치료 종료 후 8개

월 뒤 전화상 follow up 해본 결과 아토피와 여드름 

모두 악화 없이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증례5의 경우는 본원에 내원하기 3년전부터 안면부

에 발생한 여드름으로 다소 스트레스가 높은 사례

고, 증례5 역시 타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

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게 된 경우 다. 내원 당시 

구진 양상이 많았으며 염증으로 인해 환부가 전반적 

붉은 상태로 KAGS-2로 측정한 결과 Grade 3에 해당

한 경우 다. 처음 내원 당시 체간 측정 결과 少陰人 

체형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례4와 유사하게 평소 손과 

발이 차며(手足冷)과 몸에는 땀이 거의 없지만(無汗) 

손과 발에는 땀이 늘 있고(手足汗出) 늘 추위를 타면

서(惡寒) 간혹 頭痛과 함께 늘 소화불량과 便秘를 겸

하고 있어 少陰人 鬱狂證으로 진단하여, 이 역시 川芎

桂枝湯을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용하면서 침 치료와 

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4개월간의 

치료기간 동안 3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화 

및 대변 상태가 개선되면서 여드름 역시 점차적으로 

호전된 사례 다(KAGS-2, Grade 3 → Grade 1).

  증례 6의 경우는 학생시절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성

인이 될 때까지 지속된 사례로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없으나 일반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를 꾸준힌 

사용하다가 큰 호전도가 없어 본원에 내원하게 된 사

례 다. 내원 당시 큰 구진의 양상이 많이 보여 

KAGS-2로 측정한 결과 Grade 3에 해당하는 경우

으며, 장기간 연고의 사용으로 여드름이 없는 부위의 

피부도 다소 붉은 경향을 띠고 있었다. 처음 내원 당

시 체간 측정 결과 太陰人 체형으로 판단되었으며, 평

소 더위를 많이 타며(發熱) 땀의 양이 다른 사람에 비

해 많았으며(多汗) 간헐적 頭痛의 경향도 띠고 있었

다. 또한 口乾 및 脣乾, 喜冷飮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 太陰人 肝熱證으로 진단하여 葛根解肌湯을 처방

하 고 이를 전탕하여 1일 2회씩 복용하면서 침 치료

와 함께 훈증요법을 병행하도록 하 다. 약 6개월간

의 치료기간 동안 6개월 분량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여드름이 호전됨과 동시에(KAGS-2, Grade 3 → 

Grade 1), 20kg의 체중 감량도 함께 이루어져 치료 

만족도가 높은 사례 다. 치료 종료 1개월 후 피부 점

검 차 내원 시에도 악화 없이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

고 있었다.

  이상에서 상술한 임상 6례를 살펴보면, 여드름 환

자 모두 각각 자신들의 몸 상태를 바탕으로 辨證하여 

이에 맞춰 개별적으로 처방된 한약을 1일 2회씩 복용

하는 약물치료와 함께, 1주 1회 또는 2회씩 내원하여 

GV20(百會), CV12(中脘) 2穴과 양측의 ST25(天樞), 

LI4(合谷), LR3(太衝) 6穴을 直刺하는 침 치료를 병행

하면서 내부 치료를 받았고, 이와 함께 荊芥, 防風, 羌

活, 獨活, 連翹, 金銀花, 牛蒡子 등 7가지 약재로 구성

된 外治用解毒散을 활용한 훈증요법을 매일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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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여드름 치료 호전도에 더

욱 효과를 보았다. 유효한 호전 효과를 보인 후 

follow up 해본 결과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재발의 위험성도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드름

에 대해 많은 우수한 한방 치료 사례들이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 제출된 사례의 경우 특별히 유병기간이 

다소 길거나 꾸준한 양방 및 한방치료에도 지속적 재

발을 경험한 사례들로 모아보았다. 이에 따른 본원의 

한방치료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병행된 훈증요법은 환

자가 집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소 

내원 치료가 부족하더라도 집에서 꾸준히 병행될 수 

있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또한 다소 높았던 사례들

이었다. 추가로 치료가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follow up 해본 결과에서도 간간히 훈증요법을 활용

하고 있는 사례들이었고 이에 따라 재발의 확률도 떨

어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여드름 치료에 있어 훈증요법을 병행하 을 경

우 전반적 치료의 효과는 확인하 으나, 훈증요법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에 대한 대조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도 훈증요법의 단독 치료 효

과에 대해 판단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여드름 

치료에 있어 훈증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실험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훈증요법 단독 치료에 대한 

효과의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훈증요법을 병행한 한방치료가 여드름 치료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기에 제시된 여드름 치험 

6례에 적용한 결과, 치료 전에는 모두 안면부에 전반

적인 발적 및 구진, 여드름 등이 존재하면서 KAGS-2 

측정 결과 Grade 3 또는 Grade 4의 상태를 보 으

나, 약물 치료와 침 치료를 통한 내부치료와 外治用解

毒散을 활용한 훈증요법의 외부치료를 병행한 결과 

전반적인 여드름 증상이 호전되면서 KAGS-2 측정값 

역시 6례 모두 Grade 1로 감소되는 좋은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외용치

료의 방법 중 하나인 훈증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여드

름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Dermatology. Seoul:Yumoonkak. 2001:491.

 2. Ahn BK, Lee SJ, Namkoong K, Chung YL, 

Lee SH. Quality of Life of Acne Patients. 

Korean J Dermatol. 2005;43(1):6-14.

 3. Freedberg IM, Eisen AZ, Wolff K, Austen 

KF, Goldsmith LA, Katz SI, et al. Textbook 

of Dermatology. 6th ed. New York: 

McGraw-Hill. 2003:672-3.

 4. Cunliffe WJ, Van de K, Caputo R, Cavicchini 

S, Cooper A, Fyrand OL, et al. Roaccutane 

treatment guidelines : results of international 

survey. Dermatology. 1997;194:351-7.

 5. Roh HC, Roh SS. Studies on the effect of 

Sophora flavescens extract on the hair growth 

stimulation and acne inhibitio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2;15(1):96-126.

 6. Baek SC, Jo EH, Mendgerel, Park MC. Effect 

of Sophorae Radix-Skin Lotion on Ac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1;24(1):111-20.

 7. Hong SH, Roh SS. The Study On The Effect 

Of Chungsang bangpungtang and Lonicerae 

Flos, Coicis Semen(CBTLC) On Acne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2;15(1):315-35.

 8. Kim JS, Kim GJ. The Clinical Observation of 



김기배 외 2인 : 사상체질처방과 훈증요법을 병행한 여드름 치험 6례

141

8 Cases of Acnes Disease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1;14(1):66-75.

 9. Seo HS, Hong SH. The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Spread Acidic Ionized Water on 

Acnes Diseas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3;16(1):154-8.

10. Oh CS, Kim MS, Kim I, Kim HY, Park SI, 

Choi SI, et al. Acne Treatment Cases with 

Hwangryeonhaedok-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9;22 

(3):228-36.

11. Sung KJ, Rho YS, Choi EH, Oh JJ, Lee JH, 

Kim SW, et al. Korean Acne Grading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2004;42(10):1241-7.

12. Kim HK. Statistical Study of Acne Vulgaris 

in Korea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1978;16(6):471-6.

13. Medical Education Training Center. Family 

Medicine.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1995:715-6.

14. Kim SE, Lee SH. The Effect of Semen 

cuscutae Extracts on the Acne Skin. Korean 

Journal of Aesthetic Society. 2012;10(3): 

493-501.

15. Ahn SK, Seung YO, Song JW. Acne Bible. 

Seoul:JINSOL. 2006:301-11.

16. Park HG.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ac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1990:3(1):59-72.

17.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3rd ed. 

Pa-ju:Jipmoondang. 2008:186-90, 404.

18. Moon WS, Lee BW, Ahn SW, Kim EH. A 

Historical Consideration on the External 

Treatment Theories and Disease for which 

Medicine is Efficacious.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4;10(2):1-21.

19. Park SY, Kim JS, Jeong MY, Kim JH, Choi 

JH. The Clinical Study for Peripheral Facial 

Paralysis Treated with Herbal Stream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4):131-40.

20. Kim JS, Park SY, Choi CW, Kim KS, Kim 

KO, Wei TS, et al. The Clinical Study for 

Peripheral Facial Paralysis Treated with 

Herbal Stream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15;23 

(1):151-9.

21. Kim CH. The Bibliographical Studys On The 

Acne. The KyungHee University Oriental 

Medical Journal. 1984:1-8.

22. Korean Medicine University Teaching Material 

Editing Committee. Herbalogy. Seoul: 

YoungLimSa. 2004:1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