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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宣明論方과 蘭室秘藏의 본 구성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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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rescriptions from Somunsunmyungronbang and Nansilbijang
Woo-Yong Park, Jin-Ung Baek, Byung-Wook Lee

Division of Human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Yuhagan and Idongwon and compare it to existing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 The prescriptions listed in Somunsunmyungronbang and Nansilbijang were entered into a database. Commonly used 

combination of medical herbs were researched throughout the literature.

Results : In Nansilbijang, among the combinations of 8 medical herbs, Glycyrrhizae Radix, Cimicifugae Rhizoma, Bupleuri Radix, 

Ginseng Radix, Citri Pericarpium, Atractyodis Rhizoma, Astragali Radix, Phellodendri Cortex combination was used 11 times out of the 277 

prescriptions. In Somunsunmyungronbang, combinations of 7 medical herbs: (Glycyrrhizae Radix, Platycodi Radix, Rhei Radix et Rhizoma, 

Menthae Herba, Atractylodis Rhizoma Alba, Gypsum Fibrosum, Forsythiae Fructus), (Glycyrrhizae Radix, Angelicae gigantis Radix, Paeniae 

Radix Alba, Atractylodis Rhizoma Alba, Gypsum Fibrosum, Cnidii Rhizoma, Scutellariae Radix), (Glycyrrhizae Radix, Platycodi Radix, 

Angelicae gigantis Radix, Rhei Radix et Rhizoma, Atractylodis Rhizoma Alba, Gypsum Fibrosum, Schizonepete Herba) were each used 7 

times out of the 350 prescriptions.

Conclusions : Nansilbijang shows more prescriptions applying Cimicifugae Rhizoma, Bupleuri Radix, Ginseng Radix, Citri Pericarpium, 

Atractyodis Rhizoma, Astragali Radix, Phellodendri Cortex. Prescriptions aimed to tonify qi with Ginseng Radix and Astragali Radix, to 

upraise the middle qi with Bupleuri Radix and Cimicifugae Rhizoma, and to regulate qi with Citri Pericarpium and Atractyodis Rhizoma 

were common. Somunsunmyungronbang preferred the use of Angelicae gigantis Radix, Platycodi Radix, Rhei Radix et Rhizoma, Gypsum 

Fibrosum, Schizonepete Herba, Forsythiae Fructus and Menthae Herba so its focus was on the aggressive management of febril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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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금원사대가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 육음병기를 중시하는 
하간학파의 시조 유하간과 장부 병기를 중시하는 역수학파
의 이동원의 학설은 당대 최고의 학설로 한의학 이론의 발
전을 추동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유하간과 이동

원의 저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질병관을 바탕으로 서로 비
교하여 각각의 이론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후세에 미친 

향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이론적 특징의 많은 부분이 외

부로 드러나는 구체적 지표를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고 관
념속에서 독자의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동
일한 문자열에 대한 정의가 의가 사이에 다른 경우로 나타
나 독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유하간과 이동원
의 이론이 실재 사물에 적용된 방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두 의가의 이론이 저서속의 방제에 
어떠한 형태로 반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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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의가의 사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의
가의 의견을 설명하는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 이러
한 연구는 개별처방에 대한 의가의 사용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지만, 서로 다른 의가의 학설이 
처방구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까지는 이
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 본초 조합을 이용한 의서의 방제 구성 연구의 
방법2)3)을 이용하여 두 의가의 저작 중 소문선명론방과 난
실비장에 기재된 방제에 대하여 본초조합을 분석하 다. 두 
저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석방법이 방제에 사용
된 본초의 조합을 이용하므로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의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본초의 범위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를 
회피하여 분석오류를 줄이고자 두 문헌을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 두 의가의 이론적 차이를 정량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資料 및 硏究 方法

1. 資料의 구성

 
1) 金元四大家醫學全書 중 劉河間의 素問宣明論方과 

李東垣의 蘭室秘藏에 기록된 방제를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 다. 

2) 素問宣明論方에 수록된 350개의 방제와 蘭室秘藏
에 수록된 277개의 방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는 각각 361종4), 
217종5)의 본초로 조합을 분석하 다.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방제수 350 277

본초종류 361 217
평균본초수 6.9 10.4

표 1. 수록된 방제수와 사용된 본초의 종류

2. 硏究 方法

1) 정성채, 장희욱,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유완소의 방제학설 및 임
상경험에 관한 연구-황제소문선명론방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5. 18권 4호. pp. 101-119.

2) 백진웅, 이병욱. 방약합편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권 4호. pp.55-67.

3) 신상우, 백진웅, 이병욱. 온열경위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권 5호. pp.759-764.

4) 素問宣明論方의 본초 조합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본초 목록은 
다음과 같다.
訶子, 訶子皮, 葛根, 葛花, 甘松香, 甘遂, 甘草, 蜣蜋, 䃃砂, 羌活, 
薑黃, 粳米, 巨勝子, 乾薑, 乾地黃, 乾漆, 牽牛子, 輕粉, 雞冠花, 鷄
失, 桂心, 桂枝, 桂花, 高良薑, 苦楝根, 藁本, 苦蔘, 苦葶藶, 穀精草, 
昆布, 骨碎補, 瓜蔞仁, 瓜蒂, 藿香, 款冬花, 貫衆, 槐角, 槐花, 蕎麥, 
枸杞子, 瞿麥, 蚯蚓, 韭子, 韭菜, 狗脊, 菊花, 卷柏, 龜板, 桔梗, 糯
米, 蘆薈, 漏蘆, 膩粉, 丹參, 檀香, 膽礬, 當歸, 大薊, 大戟, 大豆, 大
鯉魚, 大腹皮, 大蒜, 代赭石, 大棗, 大黃, 菟絲子, 桃仁, 獨活, 冬葵
子, 銅綠, 銅靑, 豆豉, 杜仲, 螺殼, 萊菔子, 藜蘆, 連翹, 苓苓香, 爐
甘石, 露蜂房, 鹵土, 鹿角霜, 綠豆, 鹿茸, 料炭灰, 龍骨, 硫黃, 馬牙
硝, 馬藺花, 麻黃, 蔓荊子, 芒硝, 麥門冬, 麥芽, 虻蟲, 明膠, 牡蠣, 
母丁香, 木瓜, 木槿皮, 牧丹皮, 木鱉子, 木賊, 木通, 木香, 沒藥, 無
名異, 蕪荑, 密蒙花, 密陀僧, 薄荷, 薄荷葉, 斑蝥, 半夏, 防己, 防風, 
白殭蠶, 白芥子, 白膠香, 白芨, 白麵, 白礬, 白附子, 白石英, 白鮮皮, 
柏子仁, 白芍藥, 白丁香, 白芷, 白蒺藜, 白朮, 白蘞, 碧霞石, 鼈甲, 
補骨脂, 茯苓, 伏龍肝, 覆盆子, 茯神, 蜂蜜, 鳳眼草, 附子, 粉霜, 盆
硝, 佛耳草, 硼砂, 砒霜, 砒石, 萆薢, 檳榔, 冰片, 射干, 使君子, 沙
參, 砂仁, 麝香, 蒴根, 山茱萸, 山藥, 酸棗仁, 三稜, 商陸, 桑白皮, 
生薑, 生地黃, 犀角, 黍米, 石決明, 石膏, 石斛, 石碌, 石榴皮, 石燕
子, 石菖蒲, 石灰, 錫灰, 旋覆花, 蟬蛻, 細墨, 細辛, 小薊, 蘇木, 小
茴香, 續斷, 續隨子, 水銀, 水蛭, 熟地黃, 升麻, 柴胡, 柴灰, 神麯, 
新綿灰, 信砒, 阿膠, 阿魏, 莪朮, 安息香, 艾葉, 罌粟殼, 野菊花, 陽
起石, 黎蘆, 連翹, 鉛丹, 鉛粉, 蓮子肉, 鹽, 鹽豉, 焰硝, 羚羊角, 五
加皮, 烏金石, 五靈脂, 烏龍角, 烏梅, 五味子, 五倍子, 吳茱萸, 烏梢
蛇, 萵苣子, 龍膽草, 牛蒡子, 牛膝, 禹餘糧, 雨餘石, 牛黃, 郁李仁, 
雲母, 鬱金, 熊膽, 雄黃, 雄黑豆, 源木, 遠志, 芫靑, 芫花, 威靈仙, 
蕤仁, 乳香, 肉桂, 肉豆寇, 肉蓯蓉, 銀金石, 淫羊藿, 薏苡仁, 伊芳祁, 
人蔘, 茵蔯蒿, 紫參, 紫石英, 自然銅, 紫河車, 紫菀, 芍藥, 樟腦, 猪
苓, 楮實子, 猪牙, 猪牙皂角, 赤茯苓, 赤石脂, 赤小豆, 赤芍藥, 赤何
首烏, 全蝎, 箋香, 前胡, 井泉石, 丁香, 丁香皮, 棕櫚皮, 鍾乳石, 酒, 
朱砂, 竹茹, 枳殼, 地骨皮, 知母, 枳實, 地楡, 蜘蛛, 陳米, 陳皮, 秦
艽, 車前子, 蒼朮, 川芎, 天南星, 川楝子, 天麻, 穿山甲, 川烏頭, 川
椒, 天竺黃, 川貝母, 天花粉, 甛葶藶子, 靑黛, 靑木香, 靑鹽, 靑皮, 
靑礞石, 草豆寇, 椒目, 草烏, 蜀椒, 葱白, 側柏葉, 梔子, 沈香, 太陽
石, 太陰玄精石, 澤瀉, 通草, 巴戟天, 巴豆, 巴豆皮, 蒲黃, 蓽澄茄, 
河洛石, 寒水石, 蛤粉, 蛤蚧, 海金砂, 海帶, 海桐皮, 海馬, 海藻, 海
螵蛸, 杏仁, 香附子, 玄蔘, 玄胡索, 血竭, 血餘, 荊芥, 胡桃肉, 胡桃
仁, 胡蘆巴, 胡椒, 胡黃連, 紅娘子, 紅花, 火麻仁, 滑石, 黃狗外腎, 
黃芩, 黃芪, 黃蠟, 黃連, 黃柏, 黃鶯調, 黃精, 厚朴, 黑錫, 皂角刺, 
皂莢, 葶藶子, 虼草

5) 蘭室秘藏의 본초 조합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본초 목록은 다음과 같다.
訶子, 訶子皮, 葛根, 蝎梢, 葛花, 甘松香, 甘草, 䃃砂, 羌活, 薑黃, 乾薑, 
乾地黃, 乾漆, 牽牛子, 輕粉, 桂枝, 桂花, 高良薑, 苦楝皮, 藁本, 苦蔘, 
苦葶藶, 穀精草, 昆布, 瓜蒂, 藿香, 款冬花, 槐角, 槐花, 狗膽, 瞿麥, 蚯蚓, 
狗脊, 麴, 葵花, 桔梗, 糯米, 蘭香葉, 爐甘石, 丹參, 檀香, 當歸, 當歸尾, 
大腹子, 大蒜, 大黃, 桃仁, 獨活, 銅碌, 童便, 燈心草, 蘭香葉, 萊菔子, 
綠豆, 龍骨, 硫黃, 馬勃, 麻黃, 麻黃根, 蔓荊子, 芒硝, 麥門冬, 麥芽, 虻蟲, 
麵, 茅花, 木瓜, 牧丹皮, 木律, 木通, 木香, 沒石子, 蕪荑, 薄荷, 斑蝥, 
半夏, 防己, 防風, 白殭蠶, 白葵花, 白芨, 白豆蔲, 白綿子, 白礬, 白附子, 
白石脂, 白芍藥, 白丁香, 白芷, 白蒺藜, 白朮, 白蘞, 補骨脂, 茯苓, 蜂蜜, 
附子, 佛耳草, 檳榔, 蛇床子, 砂仁, 蛇退, 麝香, 山茱萸, 山藥, 三乃子, 
三稜, 生薑, 生地黃, 石決明, 石膏, 細辛, 細挺子, 蘇木, 小椒, 小茴香, 
粟米, 水蛭, 熟地黃, 升麻, 柴胡, 神麯, 阿膠, 莪朮, 艾葉, 罌粟殼, 良薑, 
羊脛骨, 連翹, 鉛丹, 鉛粉, 蓮心, 蓮子肉, 蓮花, 鹽, 烏梅, 五味子, 五倍子, 
吳茱萸, 烏藥, 萵苣子, 龍膽草, 龍泉粉, 牛蒡子, 郁李仁, 鬱金, 雄黃, 芫
靑, 蕤仁, 乳香, 肉桂, 益智仁, 人蔘, 茵蔯蒿, 紫菀, 猪苓, 楮實子, 赤茯苓, 
赤小豆, 全蝎, 丁香, 丁香皮, 皂角刺, 皂莢, 朱砂, 中桂, 枳殼, 地骨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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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방법 개요.

1) 사용된 약물의 용량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된 본초의 
종류만을 대상으로 하여6) 특정 약물 조합이 얼마나 많은 
處方에 사용되었는지 그 頻度를 분석하 다.

2)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색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頻
用된 약물 조합만을 선택적으로 생성시켜 그 頻度를 분석
하 다. 그 이유는 검색이 불필요한 조합을 배제함으로써 
검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BookA에 사용된 처방에서 a, b, c, d, e, f, g라는 본초가 
각각 12, 13, 29, 18, 12, 25, 16회 사용되었고 기준이 25
회 이상만 계산한다면 위의 도표에서 채색된 조합에 대해
서만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a b c d e f g 
a 　 ab ac ad ae af ag 
b 　 　 bc bd be bf bg 
c 　 　 　 cd ce cf cg 
d 　 　 　 　 de df dg 
e 　 　 　 　 　 ef eg 
f 　 　 　 　 　 　 fg 
g 　 　 　 　 　 　 　

표 2. n+1 조합 생성 원리

3) 2)에서 말한 특별하게 頻用된 약물 조합만을 선택적
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약물 조합을 구성하는 약물의 수를 n개라 할 
때, n개의 藥物 조합의 頻度를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n+1의 藥物 조합의 頻度를 분석한다. 즉 n=1인 藥物 조합
의 頻度를 제일 먼저 분석하고, 여기에 藥物을 하나씩 추가
하여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n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각 藥物 조합이 각각 문헌
의 處方 속에서 사용된 頻度數 중 연구자의 기준에 부합되
는 최소 빈도수 이상 사용된 조합만을 선별한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多頻度 藥物 조합으로 선별된 조합
을 다음 단계인 n+1의 藥物 조합을 검색하는 대상으로 선

정한다. 
넷째, 셋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검색 대상으로 선정한 

n개의 약물로 이루어진 약물 조합에 새로운 약물 1개를 추
가하여 n+1개로 이루어진 약물 조합을 구성하고 그 頻度를 
분석한다.

다섯째,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할 때까지 둘째에서 다
섯째까지의 단계를 반복한다.

그림 2. 조합 생성 및 분석 과정 개요.

Ⅲ. 本論

1. 藥物 조합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수록된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수를 기준으로 난실비장
과 소문선명론방을 비교하면, 난실비장의 경우 1개의 방제
에 평균 10.4개의 본초가 사용되었으며, 소문선명론방은 평
균 6.9개의 본초가 사용되었다. 이는 소문선명론방에 기재
된 방제가 난실비장의 방제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본초 
조합으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각각의 문헌에 대한 방제
를 구성하는 본초의 수와 그에 따른 방제수를 도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知母, 枳實, 地楡, 陳皮, 秦艽, 車前子, 蒼朮, 川芎, 天南星, 川楝子, 天麻, 
天門冬, 川烏頭, 川椒, 天花粉, 靑黛, 靑箱子, 靑皮, 草豆寇, 草烏, 蜀椒, 
茺蔚子, 臭梧桐, 梔子, 澤瀉, 土瓜根, 通草, 巴豆, 萹蓄, 蒲黃, 蓽撥, 蓽澄
茄, 寒水石, 海螵蛸, 杏仁, 香附子, 玄胡索, 荊芥, 琥珀, 紅葵花, 紅娘子, 
紅花, 火麻仁, 花蕊石, 滑石, 黃芩, 黃芪, 黃連, 黃柏, 黃鹽, 厚朴

6) 法製 유무나 藥用 部位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熟地黃이나 
乾地黃처럼 法製를 거친 후의 藥物名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별개의 藥物로 취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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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난실비장과 소문선명론방의 구성 본초수에 따른 분
포도(도표의 x축은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수, y축은 
문헌별 n개 본초로 구성된 방제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n개의 본초로 구성된 방제들의 頻度 평균
과 표준편차의 합을 n+1개 조합을 생성하는 기준으로 삼았
다. 또한 蘭室秘藏은 기준 값이 10보다 적을 경우, 소문선
명론방은 7보다 적을 경우 분석을 마치도록 하 다.

2) 분석 결과

난실비장은 277개 處方 내에서 217개의 藥物이 이루고 
있는 실재하는 藥物 조합 중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
이라 추정되는 多頻度의 조합을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선택여 3,105개의 조합이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본초로 이루어진 조합은 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조합이었고 4 종류가 있었다.

소문선명론방은 350개 處方 내에서 361개의 藥物이 이
루고 있는 실재하는 藥物 조합 중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
을 것이라 추정되는 多頻度의 조합을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여 1,035개의 조합이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본초로 이루어진 조합은 7개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조합이었고 3 종류가 있었다.

각 조합을 이루는 藥物의 개수별로 頻度의 평균, 표준편
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를 충족하는 조합의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藥物 數 頻度 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조합 數
1 40.5 34.9 76 61
2 20.9 14.5 36 424
3 16.0 8.2 25 918
4 13.9 5.2 20 945
5 12.8 3.4 17 531
6 11.9 2.1 14 185
7 11.0 1.1 13 37
8 10.25 0.5 11 4

표 3. 난실비장의 각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별 頻度 평
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 충족 조합 
개수

藥物 數 頻度 평균 표준 편차 최소 頻度數 조합 數
1 19.9 16.0 36 91
2 11.2 5.5 17 231
3 8.8 2.6 12 305
4 7.8 1.3 10 259
5 7.3 0.7 8 119
6 7.1 0.5 8 27
7 7 0 7 3

표 4. 소문선명론방의 각 조합을 이루는 藥物 개수별 頻度
평균, 표준편차, 최소 頻度數, 최소 頻度數 충족 조합 
개수

그림 4. 난실비장과 소문선명론방에서 기준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본초조합의 수(x축은 본초 조합 수, 문
헌에 존재하는 y축은 n개 본초조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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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조합 빈도 조합 빈도
甘草 108 甘草 177
大黃 62 柴胡 133
當歸 57 升麻 127
白朮 56 當歸 122
人蔘 56 黃芪 96
川芎 53 羌活 89
肉桂 51 防風 82
茯苓 43 黃柏 79
黃芩 41 人蔘 74
陳皮 40 陳皮 72

　 　 黃連 72

표 5. 1개의 藥物 중 多頻度 상위 10종 藥物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조합 빈도 조합 빈도

甘草, 白朮 39 甘草, 柴胡, 111
甘草, 人蔘 38 甘草, 升麻, 99
甘草, 川芎 32 升麻, 柴胡, 91
甘草, 茯苓 28 甘草, 當歸, 88
甘草, 當歸 27 甘草, 黃芪, 81
當歸, 川芎 27 當歸, 柴胡, 80

當歸, 白芍藥 26 當歸, 升麻, 78
白朮, 茯苓 26 甘草, 防風, 66
甘草, 黃芩 24 甘草, 羌活, 65
白朮, 人蔘 24 羌活, 柴胡, 62
茯苓, 人蔘 24 當歸, 黃芪, 62
甘草, 肉桂 24 　 　

표 6. 본초의 개수가 2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본초조합 빈도

甘草, 白朮, 茯苓 21 甘草, 升麻, 柴胡 79
甘草, 白朮, 人蔘 20 甘草, 當歸, 柴胡 70
甘草, 當歸, 川芎 19 甘草, 當歸, 升麻 61

甘草, 當歸, 白芍藥 18 當歸, 升麻, 柴胡 60
甘草, 茯苓, 人蔘 18 甘草, 柴胡, 黃芪 56
甘草, 川芎, 黃芩 18 甘草, 升麻, 黃芪 54
當歸, 白朮, 川芎 18 甘草, 羌活, 柴胡 50
甘草, 白朮, 川芎 17 甘草, 當歸, 黃芪 50
甘草, 當歸, 白朮 16 甘草, 羌活, 防風 49
甘草, 白朮, 肉桂 16 甘草, 防風, 柴胡 48
白朮, 茯苓, 人蔘 16 升麻, 柴胡, 黃芪 48

표 7. 본초의 개수가 3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본초조합 빈도

甘草, 白朮, 茯苓, 人蔘 14 甘草, 當歸, 升麻, 柴胡 54
甘草, 當歸, 白朮, 川芎 14 甘草, 升麻, 柴胡, 黃芪 44
甘草, 當歸, 白芍藥, 川芎 13 甘草, 當歸, 柴胡, 黃芪 42
甘草, 當歸, 川芎, 黃芩 13 甘草, 升麻, 柴胡, 黃柏 41
當歸, 白芍藥, 白朮, 川芎 13 甘草, 羌活, 防風, 柴胡 39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12 甘草, 當歸, 升麻, 黃芪 38
甘草, 白朮, 川芎, 黃芩 12 當歸, 升麻, 柴胡, 黃芪 38
甘草, 當歸, 白芍藥, 黃芩 12 甘草, 羌活, 升麻, 柴胡 37
甘草, 當歸, 白芍藥, 人蔘 12 甘草, 防風, 升麻, 柴胡 36
甘草, 石膏, 川芎, 黃芩 11 甘草, 當歸, 升麻, 黃柏 33
甘草, 白芍藥, 白朮, 川芎 11 當歸, 升麻, 柴胡, 黃柏 33
甘草, 白朮, 石膏, 黃芩 11 甘草, 當歸, 柴胡, 黃柏 33

　 　 甘草, 升麻, 柴胡, 蒼朮 33

표 8. 본초의 개수가 4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본초조합 빈도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川芎 11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黃芪 34
甘草, 當歸, 白芍藥, 

川芎, 黃芩 10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黃柏 31

甘草, 當歸, 白朮, 
川芎, 黃芩 10 甘草, 羌活, 防風, 

升麻, 柴胡 28
甘草, 白朮, 石膏, 

川芎, 黃芩 9 甘草, 當歸, 防風, 
升麻, 柴胡 27

甘草, 白芍藥, 白朮, 
川芎, 黃芩 9 甘草, 羌活, 當歸, 

防風, 柴胡 25
甘草, 當歸, 白朮, 

石膏, 川芎 9 甘草, 羌活, 當歸, 
升麻, 柴胡 25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黃芩 9 甘草, 升麻, 柴胡, 

黃芪, 黃柏 25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9 甘草, 當歸, 升麻, 
柴胡, 蒼朮 23

當歸, 白芍藥, 白朮, 
川芎, 黃芩, 9 羌活, 當歸, 防風, 

升麻, 柴胡 23
甘草, 白芍藥, 白朮, 

石膏, 川芎 8 甘草, 當歸, 柴胡, 
人蔘, 黃芪 23

…… 8 甘草, 羌活, 升麻, 
柴胡, 黃柏 23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黃芪 23

표 9. 본초의 개수가 5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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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본초조합 빈도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川芎, 黃芩 9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黃芪, 黃柏 20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川芎 8 甘草, 羌活, 當歸, 

防風, 升麻, 柴胡 20
甘草, 當歸, 白朮, 
石膏, 川芎, 黃芩 8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黃芪 18
甘草, 桔梗, 大黃, 
白朮, 石膏, 梔子 7 甘草, 羌活, 當歸, 

防風, 柴胡, 黃芪 17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白朮, 石膏 7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陳皮, 黃芪 16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白朮, 荊芥 7 甘草, 升麻, 柴胡, 

陳皮, 黃芪, 黃柏 16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石膏, 荊芥 7 甘草, 當歸, 升麻, 

柴胡, 蒼朮, 黃芪 16
甘草, 桔梗, 當歸, 
大黃, 川芎, 黃芩 7 甘草, 當歸, 防風, 

升麻, 柴胡, 黃柏 16
甘草, 桔梗,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7 甘草, 羌活, 防風, 
升麻, 柴胡, 黃芪 16

甘草, 桔梗, 當歸, 
白朮, 石膏, 川芎 7 甘草, 羌活, 當歸, 

升麻, 柴胡, 黃柏 16
甘草, 桔梗, 當歸, 
白朮, 石膏, 荊芥 7 甘草, 羌活, 當歸, 

升麻, 柴胡, 黃芪 16
…… 7 甘草, 當歸, 升麻, 

柴胡, 蒼朮, 黃柏 16

표 10. 본초의 개수가 6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소문선명론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본초조합 빈도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川芎, 黃芩 7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黃芪, 黃柏 13
甘草, 桔梗, 大黃, 薄荷, 

白朮, 石膏, 連翹 7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陳皮, 黃芪, 黃柏 13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白朮, 石膏, 荊芥 7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陳皮, 蒼朮, 黃芪 13
　 　 甘草, 升麻, 柴胡, 陳皮, 

蒼朮, 黃芪, 黃柏 13
　 　 甘草, 羌活, 當歸, 防風, 

升麻, 柴胡, 黃芪 13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陳皮, 黃芪, 黃柏 12
　 　 甘草, 升麻, 柴胡, 人蔘, 

蒼朮, 黃芪, 黃柏 12
　 　 甘草, 當歸, 升麻, 柴胡, 

蒼朮, 黃芪, 黃柏 12
　 　 甘草, 羌活, 當歸, 防風, 

升麻, 柴胡, 黃柏 12
　 　 甘草, 羌活, 藁本, 當歸, 

防風, 升麻, 柴胡 12
　 　 甘草, 升麻,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 12

표 11. 본초의 개수가 7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난실비장
본초조합 빈도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 11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陳皮, 蒼朮, 黃芪, 黃柏 10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蒼朮, 黃芪, 黃柏 10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陳皮, 黃芪, 黃柏 10

표 12. 본초의 개수가 8개인 다빈도 본초 조합

Ⅳ. 考察

蘭室秘藏과 素問宣明論方은 금원사대가 중 李東垣과 劉
河間의 대표저작에 속하는 문헌이다. 두 문헌에 대한 그동
안의 연구에서 東垣과 河間의 학설에 대한 차이점과 특장
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실재 임상과 접한 방제의 구
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활성화되지 못하 다. 이에 두 
문헌의 방제구성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DB
를 구축하고 단미 수준의 본초의 빈도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본초의 조합을 이용하여 각각의 의가의 이론이 실재 
방제구성에도 반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 다.

검토 결과 난실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빈도의 기준으
로 삼은 조합별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이 10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 가장 많은 조합은 8개의 조합이
었고, 본초조합의 구성은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陳皮, 蒼朮, 黃芪, 黃
柏),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蒼朮, 黃芪, 黃柏), (甘
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陳皮, 黃芪, 黃柏)로 나타났다.

소문선명론방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빈도의 기준으로 삼
은 조합별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이 7 이상인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 중 가장 많은 조합은 7개의 조합이었고, 
본초조합의 구성은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川芎, 
黃芩), (甘草, 桔梗, 大黃, 薄荷, 白朮, 石膏, 連翹),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白朮, 石膏, 荊芥)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비교하면, 난실비장에서는 소문선명론방에 비
하여 升麻, 柴胡,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을 활용한 처
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李東垣이 劉河間에 비하
여 補氣하는 人蔘과 黃芪, 升陽하는 柴胡와 升麻, 利氣하는 
陳皮와 蒼朮을 많이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소문선명론방에서는 난실비장에 비하여 桔梗, 大黃, 石
膏, 荊芥, 蓮翹, 薄荷를 활용한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劉河間이 李東垣에 비하여 淸熱解毒하는 본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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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여 熱邪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적합한 방
제를 많이 기술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저서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구성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
존의 의가의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의가는 자신의 의학에 관한 이
론적 주장을 실재 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실천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제의 본초구성을 이용하여 
의가의 임상적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역시 의가의 이론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았다.

Ⅴ. 結論

본 연구에서는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에 기재된 방제
의 본초구성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저자들의 학술적 관점
을 파악하고자 하 으며, 또한 이러한 본초구성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의가들의 학술적 성향 파악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 다. 이에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蘭室秘藏은 素問宣明論方에 비하여 升麻, 柴胡, 人蔘, 陳
皮, 蒼朮, 黃芪, 黃柏을 활용한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李東垣이 劉河間에 비하여 補氣하는 人蔘과 
黃芪, 升陽하는 柴胡와 升麻, 利氣하는 陳皮와 蒼朮을 
많이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2. 素問宣明論方은 蘭室秘藏에 비하여 梗, 大黃, 石膏, 荊芥, 
蓮翹, 薄荷를 활용한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劉河間이 李東垣에 비하여 淸熱解毒하는 본초를 많이 
사용하여 熱邪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적합한 방제를 
많이 기술하 음을 알 수 있었다.

3. 방제의 본초구성을 이용하여 의가의 임상적 관점을 파악
한 결과가 기존의 문헌연구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와 동
일하 다. 이는 방제의 본초구성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이 의가의 이론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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