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醫寶鑑 兒門 處方에 한 察

민들

상지 학교 한의과 학 소아과학교실

Abstract

Study on Treatment Options for Pediatrics Based on DongEuiB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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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apply current oriental pediatrics treatment guidelines based on 

a pediatric chapter in DongEuiBoGam.

Methods
I learned pediatrics prescription formula, indications of drugs, dosage regimen from DongEuiBoGam, and I 

classified herbs that can be used for pediatrics prescriptions based on their types, effects, tempers, flavors, toxicities, 

and attributive channels.

Results & Conclusions
I learned similarities among pediatrics prescription regimens and the herbs commonly used in pediatrics. Also, 

I found out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pediatrics. I expect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current oriental pediatric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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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光海君 2년 (1610) 許浚은 ｢內景篇｣, ｢外形篇｣, ｢雜
病篇｣, ｢湯液篇｣, ｢鍼灸篇｣ 등으로 구성된 25卷 25冊
의 東醫寶鑑을 편찬하 다. 東醫寶鑑의 의학사상

은 養生思想을 중심으로 한 ｢內景篇｣과 질병 치료 목

적의 ｢外形篇｣, ｢雜病篇｣으로 개괄된다1). 특히 ｢雜病
篇｣의 小兒門은 근대 小兒科學의 중요한 각종 병론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 당시 小兒科에 관한 지식이 상당

히 진전된 것을 볼 수 있다2).

小兒는 신체적으로 臟腑肌肉이 연약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한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성

인과 다른 小兒 특유의 生理·病理적 특징이 발현된다
3). 따라서 小兒 질병의 치료에는 성인과는 다른 방법과 

處方 방식이 필요하며, 이에 小兒에게 활용되는 處方
들의 특징과 處方 藥材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 하겠다.

東醫寶鑑 小兒門에 대해서는 小兒醫方과 東醫寶鑑
의 편제와 처방에 대한 비교 연구4)와 小兒門에 기재된 

單方의 種類와 性質을 考察한 연구5)가 있었으나, 실제 

小兒 질환에 활용될 수 있는 複合 處方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東醫寶鑑 小兒門에 수록된 處方 
분석을 통해 小兒 疾患의 특징과 治療方法, 處方 構成 
및 用藥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들을 고찰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Ⅱ. Materials and methods

東醫寶鑑 小兒門에 수록된 複合 處方은 총 372가지

로, 이 중 2회 이상 언급된 처방 100개를 대상으로 분

석하 다. 處方의 劑型과 用法 및 기재된 頻度를 조사

하고, 처방 구성 本草들의 效能을 臨床本草學6)을 근거

로 분류하 다. 또 각 本草들의 四氣, 五味, 毒性과 歸
經을 臨床本草學6)과 中藥大辭典7)을 토대로 조사하

다. 당시 小兒에게 사용된 處方과 本草 분석을 통해 小
兒의 生理·病理적 특성을 고찰하고, 시대적 흐름과 사

회 환경 변화에 따른 小兒 疾患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

았다.

Ⅲ. Results

1. 處方의 劑型
東醫寶鑑 小兒門에 2회 이상 기재된 100개의 處方 劑

型으로 散이 40% (4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湯·飮·飮子
가 26% (26개), 丸·丹·元이 25% (25개), 膏가 7% (7개), 

酒와 餠이 각각 1%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Fig. 1.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 formulation

2. 處方의 用法
東醫寶鑑 小兒門에 2회 이상 기재된 100개의 處方 

用法은 內服藥이 92% (92개)로 가장 많았고, 外用藥이 

7% (7개) 으며, 痘瘡에 사용되는 胡荽酒는 內服과 外
用 모두 가능한 처방으로 소개되었다 (Fig. 2).

Fig. 2.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 usage

3. 處方 頻度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 중에는 保元湯①

이 총 18회로 

가장 많이 기재되었고, (六味) 地黃元②
이 14회,  消毒飮

이 12회, 導赤散이 10회, 瀉靑丸이 9회, 猪眉膏와 抱龍
① 保元湯 : 人蔘 黃芪 甘草

② 地黃元 :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牧丹皮 白茯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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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이 각 8회, 犀角地黃湯이 7회, 通心飮, 益黃散 (Ⅰ), 

參蘇飮, 內托散, 異功散이 각 6회, 蘇合香元, 六一散, 

淸凉飮子, 水楊湯, 木香散이 각 5회 기재되어 당시 小
兒에게 多發했던 질환과 治療法을 추측해볼 수 있었

다. 이 밖에도 4회 기재된 처방이 12개, 3회 기재된 처

방이 21개, 2회 기재된 처방이 49개 다 (Table 1).

4. 小兒門에 處方이 인용된 東醫寶鑑 篇名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 중 東醫寶鑑의 다른 篇에서 

인용된 처방은 총 20개로, 이 중 五臟門에서 인용된 처

방 (7개)이 가장 많았고, 傷寒門 (4개), 火門 (3개), 氣門 
(2개), 血門 (2개), 暑門 (1개), 大便門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3).

Frequency number Prescription

18  1 保元湯

14 1 (六味) 地黃元

12 1 消毒飮

10 1 赤散

9 1 瀉靑丸

8 2 猪眉膏 抱龍丸

7 1 犀角地黃湯 

6 5 通心飮 益黃散 (Ⅰ) 參 飮 內托散 異功散

5 5 合香元 六一散 淸凉飮子 水楊湯 木香散

4 12 紫霜丸 瀉白散 凉驚丸 大靑膏 人蔘羌活散 十全丹 解毒防風湯 加味四聖散 胡荽酒 猪心龍腦膏 人齒散 辟穢散

3 21
宣風散 (Ι) (錢氏) 白朮散 (黃芪) 益黃散 (Ⅱ) 使君子丸 五疳保童元 連膽丸 蘆薈丸 玉露散 理中湯 三豆飮 四聖散 

升麻葛根湯 加味六一散 化毒湯 護眼膏 四齒散 定中湯 加減紅綿散 蟬 湯 百祥丸 加味宣風散

2 49

惺惺散 辰砂膏 益黃散 錢氏安神丸 猪乳膏 鎭驚散 生犀散 瀉黃散 阿膠散 星香散 利驚丸 醒脾散 蟬蝎散 (至聖) 

來復丹 雙金丸 保命丹 消疳丸 五福化毒丹 至聖丸 月蟾丸 袋丸 肥兒丸 梨漿飮 白餠子 黃連阿膠元 大連翹飮 

秘傳稀痘湯 鼠粘子湯 四苓散 加味敗毒散 神解湯 紫草飮 絲瓜湯 固眞湯 獨聖散 四糞散 宣風散 (Ⅱ) 陶散 

加味犀角消毒飮 神功散 四物湯 凉膈散 四君子湯 再甦散 敗草散 硝膽膏 棗變百祥丸 調解散 蔥白湯

Total 100

Table 1. Usage Frequency of Prescription

Frequency number Herbs

48 1 甘草

20 1 人蔘

16 1 陳皮

14 1 白茯苓

13 1 朱砂

12 1 防風

11 2 麝香 川芎

10 3 木香 白朮 生薑

9 2 當歸 黃連 

8 5 桔梗 薄荷 白芍藥 全蠍 黃芪

7 4 蟬  柴胡 紫草 枳殼

6 14 葛根 南星 蘆薈 大棗 木通 使君子 龍腦 牛蒡子 赤茯苓 地骨皮 天麻 靑皮 荊芥 芒硝

5 10 半夏 白附子 升麻 前胡 靑黛 梔子 黃芩 厚朴 丁香 訶子

4 9 糯米 檳榔 犀角 連翹 赤芍藥 草龍膽 蔥白 滑石 石膏

3 16 羌活 大黃 麻黃 麥門冬 蕪荑 生地黃 蝦蟆 神麴 雄黃 肉荳蔲 紫 葉 竹葉 天竹黃 杏仁 胡黃蓮 黑丑

2 30
藿香 輕粉 瞿麥 金箔 綠豆 大戟 獨活 燈心 麥芽 牧丹皮 白殭蠶 蓬朮 肉桂 山査 山藥 細辛 熟地黃 阿膠 夜明砂 

五靈脂 牛黃 乳香 硫黃 猪膽汁 赤石脂 蒼朮 天花粉 澤瀉 巴豆 琥珀

1 56

甘松 降眞香 粳米 乾薑 桂枝 大腹皮 代赭石 馬兜鈴 白檀香 白荳蔲 白礬 白鱓頭 白芷 蜂蜜 硼砂 絲瓜 砂仁 

山茱萸 三稜 桑白皮 生梨 合油 安息香 楊柳 蓮肉 五倍子 烏梅肉 烏蛇肉 牛膽汁 熊膽 銀箔 猪苓 赤 豆 地龍 

秦艽 珍珠 車前子 苦練根 穿山甲 天漿子 靑蒿 硝石 沈香 太陰玄精石 蓽撥 香附子 玄蔘 葫  胡荽 紅花 黃柏 

黃土 黑豆 丁香皮 附子 川烏

Table 2. Usage Frequency of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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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東醫寶鑑 小兒門에 기재된 處方에는 총 169가지의 

本草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현재에는 韓藥 處方에 

활용되지 않는 糞蛆, 小便, 人齒, 猫齒, 狗齒, 猪齒, 童
男糞, 黑猫糞, 黑犬糞, 黑猪糞, 新瓦, 爛草를 제외한 

157가지 本草를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하 다.

가장 많이 활용된 本草는 甘草 (48회) 고, 이어 人
蔘 (20회)과 陳皮 (16회), 白茯苓 (14회), 朱砂 (13회), 

防風 (12회), 麝香 (11회), 川芎 (11회)이 그 뒤를 이었

다. 또 木香, 白朮, 生薑이 각 10회, 當歸, 黃連이 각 

9회, 桔梗, 薄荷, 白芍藥, 全蠍, 黃芪가 각 8회, 蟬退, 

柴胡, 紫草, 枳殼이 각 7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6.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類型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157개의 本草 중에

는 植物類가 74.5% (117개)로 가장 많았고, 動物類가 

12.7% (20개), 鑛物類가 10.8% (17개), 菌類가 1.9% (3

개) 다 (Fig. 4).

7.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效能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을 臨床本

草學6)을 근거로 效能별로 분류하 다. 淸熱藥類 
(13.4%)와 補益藥類 (12.7%)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

내었는데, 淸熱藥類 중에서는 淸熱解毒藥과 淸熱燥濕
藥이, 補益藥類 중에서는 補氣藥과 補血藥이 많이 사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淸熱藥과 補益藥에 이어 解表藥類 (10.2%), 利水藥
類 (6.4%), 理氣藥類 (5.7%), 溫熱藥類 (4.5%), 化痰止
解平喘藥類 (4.5%), 瀉下藥類 (3.8%), 理血藥類 (3.2%), 

芳香化濕藥類 (2.5%), 開竅藥類 (2.5%), 平肝息風止痙
藥類 (2.5%), 安神藥類 (2.5%), 止瀉藥類 (2.5%), 外用
藥類 (2.5%), 破氣藥類 (1.9%)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5).

Fig. 3. The chapter name of quoted prescription

    

Fig. 4. The types of prescription herbs

Fig. 5. The effects of prescription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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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藥性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의 藥性 (四

氣)을 臨床本草學6)과 中藥大辭典7)을 근거로 조사하

다. 溫性이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寒性 (35.7%), 

平性 (17.8%), 凉性 (7.0%), 熱性 (3.8%)의 순으로 나타

났다 (Fig. 6).

Fig. 6. Classification of tempers

9.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藥味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의 藥味 (五

味) 중에는 辛味가 4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苦味 
(40.8%)와 甘味 (35.7%), 酸味 (7.6%), 鹹味 (7.6%), 淡
味 (5.1%), 澁味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7).

Fig. 7. Classification of flavors

10.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毒性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은 無毒 

(81.5%)한 경우가 대다수 고, 有毒한 藥 (12.1%) 중에

는 大毒 (3.8%)한 것도 있었다 (Fig. 8).

Fig. 8. Classification of toxicities

11.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歸經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활용된 本草 중에는 肝經

으로 歸經하는 藥材 (42.7%)가 가장 많았고, 이어 脾經 
(41.4%), 胃經 (38.2%), 肺經 (37.6%), 膀胱經 (34.4%), 

膽經 (33.8%) 心經 (28.0%), 腎經 (21.0%), 大腸經 
(19.1%), 小腸經 (3.2%), 三焦經 (1.3%), 心包經 (1.3%)

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9).

Fig. 9. Classification of attributive channels

Ⅳ. Discussion

조선 전기 1610년에 간행된 東醫寶鑑은 그 때까

지의 누적된 의학지식을 총망라한 당시 최고의 의서임

은 물론, 후대에 지대한 향을 끼쳤고 의학발전의 독

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중요한 醫書이다. 

東醫寶鑑은 醫學에 대한 이론과 학문의 체계가 뚜

렷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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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雜病篇｣ 小兒門은 成人과는 다른 小兒의 특

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총론적인 성격

을 가진 부분과 診斷法, 그리고 病證을 중심으로 엮었

으며 鄕藥으로 疾病을 치료하고자 한 單方과 鍼灸를 

싣고 있다4). 특히 小兒科 역을 독립적으로 편제하여 

현대 韓方 小兒科學의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 다는 점

에서 韓方 小兒科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의학서적이며 

현대에까지 이론과 실질적 임상 면에서도 탁월한 의서

인 東醫寶鑑 小兒門에 수록된 處方의 분석을 통해 小
兒 疾患의 특징과 治療方法, 處方 構成 및 用藥法을 살

펴봄으로써 小兒의 生理·病理적 특성을 고찰하고, 시대

적 흐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小兒 疾患의 차이 및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고찰하여 임상에 응용하

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東醫寶鑑 小兒門에 수록된 複合 處方은 총 372가지

로, 이 중 2회 이상 언급된 처방 100개를 대상으로 분

석하 다. 處方의 劑型과 用法 및 기재된 頻度를 조사

하고, 처방 구성 本草들의 效能을 臨床本草學6)을 토대

로 분류하 다. 또 각 본초들의 藥性 (四氣), 藥味 (五
味), 毒性과 歸經을 臨床本草學6)과 中藥大辭典7)에 근

거하여 조사하 다 (Table 3).

韓藥은 치료 목표에 따라 적합한 劑型의 種類를 선

택하여 사용하는데, 多用되는 類型으로 煎湯을 통한 

湯劑, 藥材를 粉末로 만든 散劑, 粉末로 만든 藥材를 

劑型化한 丸劑 등이 있다9).

東醫寶鑑 小兒門에 2회 이상 기재된 100개의 處方 
劑型 중에는 散이 40% (4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湯·
飮·飮子가 26% (26개), 丸·丹·元이 25% (25개), 膏가 

7% (7개), 酒와 餠이 각각 1%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散劑는 저장, 휴대, 복용이 간편하고 효과도 비교적 

빠르며 가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약물이나 물에 용해

되지 않는 약물 등의 경우에 모두 散劑로 만들어서 내

복하거나 外治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 

또한 煎湯하는 시간이 필요 없으며 丸劑보다 흡수가 

빨라 응급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병리적 특성 상 發病하기 쉽고 變化가 신속한 小兒에

게 다른 劑型에 비해 적용이 쉬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處方 用法으로는 內服藥이 92% (92개)로 가장 많았

고, 外用藥이 7% (7개) 으며, 內服과 外用이 모두 가

능한 처방으로 痘瘡에 사용되는 胡荽酒가 있었다. 한

의학적 치료법의 개발로 다양한 치료 수단이 시대에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의학 

임상에서 內治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11), 小兒
의 경우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韓藥을 투여하기 위한 

다양한 方法과 劑型의 연구 뿐 아니라 효과적인 外治
法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處方 중에는 保元湯이 총 18회로 가장 많이 기재되

었고, (六味) 地黃元이 14회, 消毒飮이 12회, 導赤散이 

10회, 瀉靑丸이 9회, 猪眉膏와 抱龍丸이 각 8회, 犀角
地黃湯이 7회, 通心飮, 益黃散 (Ⅰ), 參蘇飮, 內托散, 異
功散이 각 6회, 蘇合香元, 六一散, 淸凉飮子, 水楊湯, 

木香散 이 각 5회 기재되어 당시 小兒에게 多發했던 

질환과 治療法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4회 

기재된 처방이 12개, 3회 기재된 처방이 21개, 2회 기

재된 처방이 49개 다.

保元湯은 人蔘 黃芪 甘草 生薑으로 구성된 처방12)

으로, 東醫寶鑑 小兒門에서는 주로 慢驚風과 痘疹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大補元氣하는 人蔘과 補氣升
陽하는 黃芪가 배합되어 우수한 補氣 작용을 하는 처

방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주로 痘疹, 痘瘡 등의 外科 疾
患과 嬰兒驚怯, 慢驚風, 驚搐 등의 小兒科 疾患에 활

용된다13).

六味地黃元은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牧丹皮 白
茯苓으로 구성되어12), 東醫寶鑑 小兒門에서는 주로 虛
症의 경련성 질환, 腎虛로 인한 發熱이나 解顱, 五遲, 

五軟와 같은 발달 지연 등에 활용되었다. 이는 腎虛로 

인한 諸症狀을 治療하는 가장 代表的인 處方으로, 宋
代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에 最初로 收錄되어 腎怯失
音 顖開不合 神不足 目中白睛多 面色㿠白 등을 치료

하는 처방이다14).

또 痘瘡 치료에 활용된 消毒飮③
과 猪眉膏④

, 夜啼와 

驚搐, 發熱, 痘瘡 치료에 사용된 導赤散⑤
과 抱龍丸⑥

, 

경련성 질환과 顖塡顖陷, 痘後瞖膜 등에 활용된 瀉靑
丸⑦

, 피부 질환과 痘瘡 치료에 활용된 犀角地黃湯⑧
 등 

③ 牛蒡子 荊芥穗 甘草 防風

④ 龍腦 猪尾血

⑤ 生地黃 木通 甘草 靑竹葉

⑥ 牛膽南星 天竹黃 雄黃 朱砂 麝香

⑦ 當歸 草龍膽 川芎 梔子 大黃 羌活 防風

⑧ 生地黃 赤芍藥 犀角 牧丹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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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 小兒門에서 多頻度로 언급된 처방들로 보아, 

朝鮮시대의 小兒에게는 痙攣性 질환과 熱性 질환, 痘
瘡, 피부 질환 등이 많았으며 또 해당 질환의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痘, 痲, 驚, 疳이 소아과 4대 질병이었으나, 현대에 이르

러 감염증과 양장애는 감소하고 오히려 바이러스 감

염, 알레르기성 질환, 비만, 심신장애 등의 문제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2), 시대 흐름에 따른 질환의 변화에 적합

한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 중 東醫寶鑑의 다른 篇에서 

인용된 처방은 총 20개로, 이 중 五臟門에서 인용된 처

방 (7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傷寒門 (4개), 火門 (3개), 

氣門 (2개), 血門 (2개), 暑門 (1개), 大便門 (1개)의 순으

로 나타났다.

東醫寶鑑은 五臟六腑의 虛實을 중심으로 하는 五
臟辨證을 임상치료의 기본 이론으로 채택하여, 사상적

으로 藏象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15), 小兒 疾患에

서도 五臟門의 처방을 활용하여 五臟六腑의 虛實에 

따라 치료를 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또 小兒는 衛
外기능의 未固로 六淫의 邪氣를 받기 쉬워 급성 호흡

기 감염으로 인한 感冒, 咳嗽, 哮喘, 肺炎 등이 많으며, 

열성 질환이 성인에 비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열성

병의 발현이 높으므로2), 傷寒門과 火門에서 인용한 처

방들이 小兒에게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小兒門에 기재된 處方에는 총 169가지의 

本草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현재에는 韓藥 處方에 

활용되지 않는 糞蛆, 小便, 人齒, 猫齒, 狗齒, 猪齒, 童
男糞, 黑猫糞, 黑犬糞, 黑猪糞, 新瓦, 爛草를 제외한 

157가지 本草를 사용 횟수에 따라 정리하 다.

가장 많이 활용된 本草는 甘草 (48회) 고, 이어 人
蔘 (20회)과 陳皮 (16회), 白茯苓 (14회), 朱砂 (13회), 

防風 (12회), 麝香 (11회), 川芎 (11회)이 그 뒤를 이었

다. 또 木香, 白朮, 生薑이 각 10회, 當歸, 黃連이 각 

9회, 桔梗, 薄荷, 白芍藥, 全蠍, 黃芪가 각 8회, 蟬退, 

柴胡, 紫草, 枳殼이 각 7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甘草는 甘, 平, 無毒하고 脾 胃 肺 三經에 작용하여 

補脾益氣 潤肺止咳 緩急止痛 淸熱解毒의 효능이 있으

므로6), 小兒의 질병 치료에 있어 脾, 胃, 肺의 부족함을 

補하면서 諸藥을 조화시켜 약물의 烈性을 완화시키려

는 목적으로 多用된 것으로 보인다. 

人蔘은 甘, 微苦, 溫, 無毒하고 脾 肺 二經에 작용하

여 大補元氣 補脾益氣 生津止渴 寧神益智하는 효능이 

있어6), 대사와 성장이 왕성한 반면 臟腑機能이 미성숙

하여 氣血이 부족해지기 쉬운 小兒에 있어 後天之本
인 脾胃를 補하면서 元氣를 充實하게 하고 津液을 自
和하려는 목적으로 多用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韓藥材에는 植物, 動物, 鑛物 등이 있으나 그 가운

데에서도 植物이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데6), 東醫寶鑑 
小兒門의 處方에 활용된 157개의 本草 중에도 역시 植
物類가 74.5% (117개)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動物類가 

12.7% (20개), 鑛物類가 10.8% (17개), 菌類가 1.9% (3

개)로 조사되었다.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을 效能별로 분류해본 결과 

淸熱藥類 (13.4%)와 補益藥類 (12.7%)가 가장 많은 비

율을 나타내었고, 淸熱藥類 중에서는 淸熱解毒藥과 淸
熱燥濕藥이, 補益藥類 중에서는 補氣藥과 補血藥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淸熱藥과 補益藥에 이어 解表藥類 (10.2%), 利水藥
類 (6.4%), 理氣藥類 (5.7%), 溫熱藥類 (4.5%), 化痰止解
平喘藥類 (4.5%), 瀉下藥類 (3.8%), 理血藥類 (3.2%), 芳
香化濕藥類 (2.5%), 開竅藥類 (2.5%), 平肝息風止痙藥
類 (2.5%), 安神藥類 (2.5%), 止瀉藥類 (2.5%), 外用藥類 
(2.5%), 破氣藥類 (1.9%)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小兒의 病은 熱로 因한 것이 대부분으로, 發熱은 하

나의 症候이며 또한 病邪와 身體의 正氣가 相爭하는 

現象으로 小兒科 疾患에서는 흔히 發熱의 症候가 나

타난다16). 따라서 處方에 활용된 本草 역시 淸熱을 목

적으로 하는 藥類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小兒
는 臟腑가 脆弱하고 筋骨皮肉이 堅固하지 못하여 氣
血의 循環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므로2), 치료에도 補益
藥을 많이 활용하 고, 특히 그 중에서도 補氣와 補血
을 목적으로 하는 藥類를 多用하 음을 알 수 있었다. 

本草들을 藥性 (四氣)에 따라 분류한 결과, 溫性의 

藥材가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寒性 (35.7%), 平性 
(17.8%), 凉性 (7.0%), 熱性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幼幼新書에서는 “然小兒純陽 病則熱多冷少 其
藥宜少冷於大人爲得 其有用溫藥處 當以意減損之.”라 

하여 小兒의 약은 大人에 비해서 약간 차가워야 마땅

하며 溫藥을 쓰는 경우는 때에 따라 줄여야 한다고 하

는데17), 東醫寶鑑 小兒門 처방에서는 큰 차이는 아

니었으나 오히려 溫性藥을 사용한 비율이 寒性藥보다 

많았다. 이는 小兒에게 熱病이 많지만 臟腑가 薄弱하

고 正氣가 쉽게 상해 熱病이 寒證으로 轉化하며 특히 

원래 陽虛한 경우에는 더 陰寒內盛의 證이 나타나기 

쉬우므로2), 寒性의 藥을 사용하면서도 溫性의 藥을 適
材適所에 활용하여 臟腑의 生理機能에 무리가 되지 



東醫寶鑑 小兒門 處方에 대한 考察 63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本草의 藥味 (五味)에 따른 분류에서는 辛味가 

4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苦味 (40.8%)와 甘味 
(35.7%), 酸味 (7.6%), 鹹味 (7.6%), 淡味 (5.1%), 澁味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辛味는 辛辣 혹은 辛凉한 滋味를 말하는 것으로 發
散, 行氣, 潤養하는 작용을 하므로 체내에 들어가서 發
散, 利竅, 潤燥, 開腠理, 上昇, 發汗, 健胃, 食慾을 증진

시킨다10). 소아는 臟腑가 未成熟하고 肌膚가 薄弱하여 

外邪에 대한 防禦機能이 弱하며, 溫度變化에 잘 적응

하지 못하여 外邪에 感染되기 쉬우므로2), 辛味로서 風
을 發散시키고 熱을 消散시키려는 목적으로 多用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辛味는 能散, 能行하여 表裏의 鬱結
된 氣를 풀어주고 燥結된 것을 潤之시키는 작용이 있

어18) 脾肺가 虛해지기 쉬운 소아에게 있어 肺의 宣發
機能과 脾의 運化機能에 도움이 되므로 사용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苦味는 能泄, 能燥, 能堅의 작용이 있어 체내

에서 沈靜, 淸熱, 降泄, 堅脆, 燥濕, 消腫, 解毒, 消火, 

養血, 補陰, 瀉火, 瀉下 작용을 나타내는데, 흔히 熱性
病, 大便不通, 濕盛中滿, 咳嗽嘔逆, 痿軟 등의 證을 치

료할 목적으로 많이 응용된다10). 즉, 陰的인 味에 해당

하는 苦味를 통해 陽氣가 偏盛하여 化熱化火하지 않

도록 제어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甘味는 能補, 能和, 能緩하는 작용이 있어 흔

히 虛證이나 혹은 藥性을 조화시키거나 疼痛을 완화시

킴으로써 救急하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응용되며, 潤
腸, 發生, 上行, 補氣, 補陽, 解毒, 緩和, 止渴生津하는 

효능을 나타낸다10). 小兒는 精, 血, 津液의 양물질 요

구량이 많은데 비하여 脾胃 運化 기능은 왕성하지 못

하여 상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기 쉬우므로2), 滋補, 和
中의 목적으로 甘味의 藥材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일반적으로 小兒는 맛에 대한 기호가 분명하여 甘
味를 선호하는 반면 苦味나 辛味, 酸味 등의 자극적인 

맛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다9). 하지만 小兒에게 치

료 목적으로 投與되는 한약에 있어 甘味보다는 자극적

인 맛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 한약 

특유의 맛과 향을 부드럽게 하여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劑型이나 服藥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은 無毒 (81.5%)한 경우가 대

다수 고, 有毒한 藥 (12.1%) 중에는 大毒 (3.8%)한 것

도 있었다. 醫方類聚 小兒門에서는 小兒의 胃氣가 

아직 갖춰지지 못하여 연약한 이유로 小兒에게 성질이 

중하거나 강한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 으며

19), 小兒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즉각적이지

만 스스로 표현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시 보호자 임

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 확인이 쉽지 않다
20). 따라서 약물 사용에 더욱 세심함을 기울여 脾胃에 

부담을 주고 독성이 높은 약재를 피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기간 신중하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處方에 활용된 本草들을 歸經에 따라 분류한 결과, 

肝經으로 歸經하는 藥材 (42.7%)가 가장 많았고, 이어 

脾經 (41.4%), 胃經 (38.2%), 肺經 (37.6%), 膀胱經 
(34.4%), 膽經 (33.8%) 心經 (28.0%), 腎經 (21.0%), 大
腸經 (19.1%), 小腸經 (3.2%), 三焦經 (1.3%), 心包經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小兒는 ‘脾常不足’, ‘肺常不足’, ‘肝常有餘’한 臟腑論
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21). 즉, 小兒는 臟腑가 柔嫩하

여 脾氣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水穀精微의 腐熟運化機
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脾常不足’이라 하 고, 肺
가 연약하여 쉽게 外邪에 감촉되고 손상을 받기 쉽기

에 ‘肺常不足’이라 하 으며, 肝은 風木의 臟腑로 小兒
란 木의 方萌과 같은 것이니 純陽之體로 發育生長이 

쾌속하고, 病理的인 증상을 보이면 抽風의 증상이 나

오기 쉽기에 ‘肝常有餘’라 하 다22).

이처럼 小兒의 肝常有餘, 脾常不足이라는 생리·병
리적 특징으로 인해 小兒科 역에서는 전통적으로 胎
驚癎風, 急驚, 慢驚 등 小兒에게만 나타나는 신경계 질

환이 중요시되어 왔다4). 小兒期에는 痙攣의 원인이 될 

만한 因子들이 많고, 腦가 發達過程에 있어 解剖學的
으로나 機能的으로 아직 未熟한 상태이므로 痙攣이 發
生하기 쉽기 때문에 神經系 症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3). 이에 東醫寶鑑 小兒門 처방에도 肝과 관련한 本草
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小兒疾病의 유병률과 비교해 보면 이 등24)의 

연구에서 한방병원을 내원하는 소아 외래환자의 주소

증에서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 고, 손 등25)의 연구에서도 한방병원 소아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주소증으로 호흡기계 질환과 소화

기계 질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전에도 肝
常有餘, 肺常不足, 脾常不足으로 疾病이 發生한다고 

하여 이를 治療하기 위해서 활용한 本草들이 肝經, 脾
經, 胃經, 肺經으로 歸經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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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에서도 소화기계, 호흡기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유사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반면, 현재 韓方 小兒科에 肝系 질환을 주소로 내원

하는 경우가 감소한 이유는 경제 및 위생 상태의 개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질병양상이 변화하면서 소아 간담

도 질환 자체가 감소하 을 뿐 아니라26), 한의학적으로 

肝系 疾患으로 분류되는 경련성 질환의 발생 시 양방 

응급처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요

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사회의 변

화와 의학의 발전에 따라, 한방 소아청소년과에 기대

하는 질환의 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한의학

적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연구

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小兒는 臟腑嬌嫩, 形氣未充하여 아직 未熟한 形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생리·병리적 특징

을 가지며,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景
岳全書의 “寧醫十丈夫 莫醫一婦人 寧醫十婦人 莫醫
一小兒 此甚言小兒之難也”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아과

의 의료는 특수한 의료의 성질을 잘 이해해야 하며 아

울러 소아 의료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小兒科 疾患을 독립적인 하나

의 의료 역으로 분리하여 小兒 특유의 病證과 治療
法을 자세하게 다룬 東醫寶鑑 小兒門에 수록된 處方
들을 조사함으로써 그 傾向性과 處方 內用을 파악해 

보고, 小兒 疾患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診斷과 治療
가 어려운 小兒科 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

이 되고자 하 다. 앞으로도 小兒 疾患의 處方과 治療
法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방 치료기술

의 개발로 이어져 韓方 小兒科의 치료 역이 확대되기

를 기대해 본다.

Ⅴ. Conclusion

1. 處方 劑型으로 散이 40% (40개)로 가장 많았고, 이

어 湯·飮·飮子가 26% (26개), 丸·丹·元이 25% (25

개), 膏가 7% (7개), 酒와 餠이 각각 1% (1개)의 순으

로 나타났다.

2. 處方 用法은 內服藥이 92% (92개)로 가장 많았고, 

外用藥이 7% (7개) 으며, 內服과 外用을 兼하는 

처방이 1% (1개) 다.

3. 處方 중에는 保元湯이 총 18회로 가장 많이 기재되

었고, 이어 (六味) 地黃元 (14회), 消毒飮 (12회), 導
赤散 (10회), 瀉靑丸 (9회), 猪眉膏와 抱龍丸 (8회), 

犀角地黃湯 (7회), 通心飮, 益黃散 (Ⅰ), 參蘇飮, 內
托散, 異功散 (각 6회), 蘇合香元, 六一散, 淸凉飮子, 

水楊湯, 木香散 (각 5회) 순으로 나타났다. 

4. 引用 處方 중에는 東醫寶鑑 五臟門에서 인용한 處
方 (7개)이 가장 많았고, 傷寒門 (4개), 火門 (3개), 

氣門 (2개), 血門 (2개), 暑門 (1개), 大便門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5. 小兒門 處方 本草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甘草 
(48회) 고, 이어 人蔘 (20회)과 陳皮 (16회), 白茯苓 
(14회), 朱砂 (13회), 防風 (12회), 麝香 (11회), 川芎 
(11회)이 그 뒤를 이었다.

6. 本草 類型에서는 植物類가 74.5% (117개)로 가장 

많았고, 動物類가 12.7% (20개), 鑛物類가 10.8% 

(17개), 菌類가 1.9% (3개)로 나타났다.

7. 效能별 분류에서 淸熱藥類 (13.4%)와 補益藥類 
(12.7%)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淸熱藥類 
중에서는 淸熱解毒藥과 淸熱燥濕藥이, 補益藥類 
중에서는 補氣藥과 補血藥이 많이 사용되었다.

8. 藥性별 분류에서 溫性이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寒性 (35.7%), 平性 (17.8%), 凉性 (7.0%), 熱性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9. 藥味별 분류에서  辛味가 4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苦味 (40.8%)와 甘味 (35.7%), 酸味 (7.6%), 鹹味 
(7.6%), 淡味 (5.1%), 澁味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毒性별 분류에서 無毒 (81.5%)한 경우가 대다수

고, 有毒한 藥 (12.1%) 중에는 大毒 (3.8%)한 것도 

있었다.

11. 歸經별 분류에서 肝經으로 歸經하는 藥材 (42.7%)가 

가장 많았고, 이어 脾經 (41.4%), 胃經 (38.2%), 肺經 
(37.6%), 膀胱經 (34.4%), 膽經 (33.8%), 心經 (28.0%), 

腎經 (21.0%), 大腸經 (19.1%), 小腸經 (3.2%), 三焦經 
(1.3%), 心包經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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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方名 目 構成 用法
記載
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惺惺散
變蒸候 人蔘 白朮 白茯苓 桔梗 川芎 白芍藥 天花粉 

甘草 細辛 薄荷 生薑
內服 2 水煎服

兒門

感冒風寒

紫霜丸

變蒸候

代赭石 赤石脂 巴豆 杏仁 內服 4
月內兒服麻子大一粒, 乳汁化下, 

百日內服 豆大

癲癎

積癖

吐瀉

辰砂膏
噤口撮口臍風證

辰砂 玄明粉 硼砂 馬牙草 全蠍 珍珠 麝香 內服 2
每取一豆許, 薄荷湯調下, 或乳汁調, 

塗乳頭上, 令兒吮之胎驚癎風

宣風散 (Ⅰ) 噤口撮口臍風證 全蠍 麝香 內服 3 每取半字, 以金銀器煎湯調下

通心飮

噤口撮口臍風證

連翹 木通 瞿麥 梔子仁 黃芩 甘草 燈心 

麥門冬
內服 6 煎服

夜啼

急驚風

諸熱-潮熱

諸熱-壯熱

滯頤

合香元

客忤中惡

白朮 木香 沈香 麝香 丁香 安息香 白檀香 

朱砂 犀角 訶子皮 香附子 蓽撥 合油 乳香 

龍腦

內服 5
每取二三丸, 井華水或溫水, 溫酒, 

薑湯化服
氣門

驚風大抵 熱論虛實 

證別  治有後先

天弔驚風

禳法

益黃散
夜啼

黃芪 人蔘 陳皮 白芍藥 甘草 白茯苓 黃連 內服 2 水煎, 時時服 兒門
慢驚風

赤散

夜啼

生地黃 木通 甘草 靑竹葉 內服 10 煎服 五臟門

五臟所主虛實證-心主驚

五臟所主虛實證-腎主虛

驚搐之證有五

諸熱-心熱

痘瘡治法

痘瘡諸證-驚搐

痘瘡諸證-尿澁

錢氏安神丸
夜啼 麥門冬 馬牙草 白茯苓 山藥 寒水石 甘草 

朱砂 龍腦
內服 2 每服一丸, 砂糖水化下

兒門

急驚風

猪乳膏
夜啼

琥珀 防風 朱砂 外用 2 爲末, 猪乳汁調一字, 抹兒口中
胎驚癎風

鎭驚散
夜啼

朱砂 牛黃 麝香 內服 2 細硏, 猪乳汁調稀, 抹入口, 令嚥下
胎驚癎風

抱龍丸

夜啼

牛膽南星 天竹黃 雄黃 朱砂 麝香 內服 7
 溫水化下, 百日內兒一丸作三次服, 

五歲兒一二丸服

急驚風

諸熱-痰熱

痰涎喘嗽

發熱三朝

痘瘡諸證-痰喘

痘後雜病

生犀散
五臟所主虛實證-心主驚

犀角 地骨皮 赤芍藥 柴胡 葛根 甘草 薄荷葉 內服 2 水煎服之
諸熱-骨蒸熱

瀉靑丸

五臟所主虛實證-肝主風

當歸 草龍膽 川芎 梔子 大黃 羌活 防風 內服 9 每一丸, 竹葉湯同砂糖溫水化下 五臟門

驚搐之證有五

急驚風

諸熱-肝熱

顖塡顖陷

痘瘡諸證-驚搐

痘後諸疾-痘後瞖膜

Table 3. 100 Prescriptions of Pediatrics Chapter in DongEuiB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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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方名 目 構成 用法
記載
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六味) 地黃元

五臟所主虛實證-肝主風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牧丹皮 白茯苓 內服 14 溫酒, 鹽湯, 空心, 呑下五七十丸 五臟門

五臟所主虛實證-腎主虛

驚搐之證有五

慢驚風-驚風治驗

諸熱-腎熱

解顱

語遲行遲

諸瘡-紅絲瘤

瀉黃散
五臟所主虛實證-脾主困

梔子 藿香 甘草 石膏 防風 內服 2 蜜酒拌, 微炒, 水煎服 五臟門
諸熱-脾熱

(錢氏) 白朮散

五臟所主虛實證-脾主困

葛根 人蔘 白朮 白茯苓 木香 藿香 甘草 內服 3 每二錢, 水煎任意服 兒門慢驚風

吐瀉

瀉白散

五臟所主虛實證-肺主喘

桑白皮 地骨皮 甘草 內服 4 水煎服 五臟門
諸熱-肺熱

痰涎喘嗽

龜背龜胸

益黃散 (Ⅰ)

五臟所主虛實證-肺主喘

陳皮 靑皮 訶子肉 甘草 丁香 內服 6 每二錢或三錢, 水煎服 五臟門
驚搐之證有五

慢驚風-驚風治驗

吐瀉

(黃芪) 益黃散 

(Ⅱ)

慢驚風

黃芪 人蔘 陳皮 白芍藥 甘草 白茯苓 黃連 內服 3 水煎, 時時服 兒門慢驚風

吐瀉

阿膠散 五臟所主虛實證-肺主喘 阿膠珠 牛蒡子 糯米 馬兜鈴 甘草 杏仁 內服 2 水煎服 五臟門

保元湯

五臟所主虛實證-五臟相乘

人蔘 黃芪 甘草 生薑 內服 18 水煎服

兒門

出痘三朝-出痘時吉凶證

起脹三朝

貫膿三朝-貫膿時吉凶證

收靨三朝

通治

辨痘形色善惡

辨痘虛實

痘瘡諸證-泄瀉

痘瘡諸證-煩渴

痘瘡諸證-自汗

痘瘡諸證-寒戰

痘瘡諸證-倒靨

痘後雜病

星香散

驚風大抵熱論虛實證別

治有後先 南星 木香 橘紅 全蠍 生薑 內服 2 水煎, 頻灌

急慢驚風通治

凉驚丸
驚搐之證有五

黃連 草龍膽 防風 請  龍腦 牛黃 麝香 內服 4 每取一二十丸, 金銀泡湯下
急驚風

大靑膏

搐搦瘈瘲輕重

白附子 天麻 靑黛 烏蛇肉 全蠍 朱砂 天竹黃 

麝香
內服 4

月內兒粳米大, 半歲兒半皂子大, 

一歲兒一皂子大, 以薄荷, 

竹葉煎湯化下

急驚風

吐瀉

感冒風寒

參 飮

搐搦瘈瘲輕重

人蔘 紫 葉 前胡 半夏 葛根 赤茯苓 陳皮 

桔梗 枳殼 甘草 生薑 大棗
內服 6 水煎服 傷寒門

感冒風寒

發熱三朝

痘瘡諸症-腰腹痛

痘瘡諸症-痒痛



68 Study on Treatment Options for Pediatrics Based on DongEuiBoGam

處方名 目 構成 用法
記載
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人蔘羌活散

搐搦瘈瘲輕重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人蔘 赤茯苓 

川芎 甘草 天麻 地骨皮 薄荷葉
內服 4 水煎服

兒門

諸熱-風寒熱

諸熱-壯熱

感冒風寒

利驚丸 急驚風 黑丑 天竹黃 靑黛 輕粉 內服 2 一歲兒用一丸, 薄荷湯化下

醒脾散 慢驚風
人蔘 白朮 白茯苓 白附子 白殭蠶 天麻 木香 

甘草 全蠍 生薑 大棗
內服 2 水煎, 漸漸服, 不可 服

蟬蝎散 慢驚風 全蠍 蟬  南星 甘草 生薑 大棗 內服 2 水煎服

(至聖) 來復丹
慢驚風

硫黃 硝石 五靈脂 陳皮 靑皮 太陰玄精石 內服 2 空心, 米飮下三十丸, 或五十丸 傷寒門
癲癎

雙金丸
慢驚風

硫黃 赤石脂 半夏 南星 白附子 川烏 內服 2 生薑米飮調灌之. 惟多服乃效

兒門

吐瀉

使君子丸

慢驚風-驚風治驗

使君子 厚朴 訶子皮 甘草 陳皮 內服 3
每一丸, 米飮化下. 三歲以下服半丸, 

乳汁化下
諸疳-冷疳

諸疳-疳痢

保命丹
急慢驚風通治 全蠍 防風 南星 蟬  白殭蠶 天麻 琥珀 

白附子 辰砂 麝香 粳米 金箔
內服 2 乳汁或薄荷湯化下一丸

痰涎喘嗽

五疳保童元

五藏疳 黃連 白鱔頭 草龍膽 五倍子 靑皮 夜明砂 

苦練根 雄黃 麝香 靑黛 天漿子 熊膽 蘆薈 

胡黃蓮  蟾頭

內服 3 一歲兒米飮下一二丸諸疳-諸疳通治藥

吐瀉

連膽丸

五藏疳

黃連 天花粉 烏梅肉 蓮肉 杏仁 牛膽汁 內服 3 每十五丸, 烏梅薑蜜煎湯下諸疳-疳渴

諸疳-疳勞

消疳丸

五藏疳 蒼朮 陳皮 厚朴 枳殼 檳榔 神麴 山査肉 麥芽 

三稜 蓬朮 砂仁 茯苓 黃連 胡黃蓮 蕪荑 

使君子 蘆薈

內服 2 米飮化下一丸
諸疳-諸疳通治藥

五福化毒丹
諸疳-熱疳 玄蔘 桔梗 人蔘 赤茯苓 馬牙草 靑黛 甘草 

麝香 金箔 銀箔
內服 2

一歲兒一丸分四服, 薄荷水化下. 

雀目, 陳粟米泔水化下諸瘡

至聖丸
諸疳-冷疳 木香 厚朴 使君子 陳皮 肉荳蔲 丁香 丁香皮 

神麴
內服 2 米飮下七丸, 至十丸十五丸

諸疳-疳瀉

蘆薈丸
諸疳-脊疳

草龍膽 黃連 蕪荑 蘆薈 內服 3 一歲兒十丸, 二歲兒二十丸, 米飮下
諸疳-疳瘡

月蟾丸
諸疳-無辜疳

蝦蟆 便 糞蛆 麝香 內服 2 每三十丸, 米飮下
諸疳-疳瘡

十全丹

諸疳-無辜疳

陳皮 靑皮 蓬朮 川芎 五靈脂 白荳蔲 檳榔 

蘆薈 木香 使君子 蝦蟆 猪膽汁
內服 4 米飮下二三十丸

諸疳-丁奚疳

諸疳-哺露疳

腹痛腹脹

袋丸
諸疳-丁奚疳

夜明砂 蕪荑 使君子 蘆薈 人蔘 白茯苓 甘草 內服 2

每一丸, 用絹袋盛之, 

次用精猪肉二兩同煮, 候肉爛熟 ... 

只用肉和汁 兒食之諸疳-哺露疳

肥兒丸
諸疳-諸疳通治藥 胡黃蓮 使君子肉 人蔘 黃連 神麴 麥芽 

山査肉 白朮 白茯苓 甘草 蘆薈
內服 2 米飮下二三十丸

積癖

六一散

諸熱

滑石 甘草 內服 5
每三錢, 溫蜜水調服. 欲冷飮 , 

井水調下
暑門

吐瀉

泄痢

痘瘡諸證-煩渴

梨漿飮
諸熱-潮熱 靑蒿 柴胡 人蔘 黃芩 前胡 秦艽 甘草 生利 

薄荷葉 生地黃 
內服 2 水煎服 兒門

諸熱-瘧熱

淸凉飮子

諸熱-實熱

大黃 當歸 赤芍藥 甘草 薄荷葉 內服 5 水煎服 火門

丹毒

收靨三朝

痘瘡諸證-尿澁

痘瘡諸證-便秘

白餠子
積癖

滑石 輕粉 白附子 南星 巴豆 內服 2
三歲以下一二餠, 三歲以上三五餠, 

葱白湯下 兒門吐瀉

玉露散 吐瀉 石膏 寒水石 甘草 內服 3 或半錢或一錢, 溫水涼水任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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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方名 目 構成 用法
記載
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理中湯

吐瀉

人蔘 白朮 乾薑 甘草 內服 3 水煎服 傷寒門腹痛腹脹

痘瘡諸證-嘔吐

黃連阿膠元
泄痢

黃連 赤茯苓 阿膠 內服 2 空心, 米飮下三五十丸 大便門
痘後諸疾-痘後痢疾

犀角地黃湯

丹毒

生地黃 赤芍藥 犀角 牧丹皮 內服 7 水煎服 血門

諸瘡

解毒

痘瘡諸證-失血

痘瘡諸證-護眼

痘後諸疾-痘後痢疾

附癍疹

大連翹飮
諸瘡 甘草 柴胡 黃芩 荊芥 連翹 車前子 瞿麥 滑石 

牛蒡子 赤芍藥 梔子 木通 當歸 防風 蟬  

竹葉 燈心

內服 2 水煎服

兒門

痘瘡諸證-尿澁

秘傳稀痘湯
稀痘方

葫 外用 2
陰乾 ... 燒湯一盆, 洗未出痘 孩兒, 

渾身頭面上下痘瘡諸證-滅瘢

三豆飮

痘瘡豫防法

赤 豆 黑豆 綠豆 甘草 內服 3 水煮熟, 逐日飮汁, 喫豆任意服解毒

痘後雜病

鼠粘子湯
痘瘡治法 地骨皮 柴胡 連翹 黃芩 黃芪 牛蒡子 當歸 

甘草
內服 2 水煎服

出痘三朝

解毒防風湯

痘瘡治法

防風 地骨皮 黃芪 白芍藥 枳殼 荊芥穗 

牛蒡子
內服 4 水煎服

出痘三朝

貫膿三朝

痘瘡諸症-聲音

四苓散
痘瘡治法

澤瀉 赤茯苓 白朮 猪苓 內服 2
每二錢, 白湯調下, 或剉作一貼, 

水煎服
傷寒門

出痘三朝-出痘時吉凶證

消毒飮

痘瘡治法

牛蒡子 荊芥穗 甘草 防風 內服 12 水煎服

兒門

出痘三朝

收靨三朝

解毒

痘瘡諸證-咽喉痛

痘瘡諸證-痒痛

痘瘡諸證-護眼

痘後雜病

痘後諸疾-痘後癰癤

四聖散

痘瘡治法

紫草茸 木通 枳殼 甘草 內服 3 每一錢, 水煎服出痘三朝

痘瘡諸證-倒靨

升麻葛根湯

發熱三朝

葛根 白芍藥 升麻 甘草 生薑 蔥白 內服 3 煎服 傷寒門痘瘡諸證-腰腹痛

附癍疹

加味敗毒散
發熱三朝 柴胡 前胡 羌活 獨活 防風 荊芥 薄荷 枳殼 

桔梗 川芎 天麻 地骨皮 紫草 蟬  紫 葉 

麻黃 蔥白

內服 2 煎服

兒門

附癍疹

加味六一散

發熱三朝

滑石 甘草 辰砂 龍腦 內服 3

春秋以燈心煎湯調下, 

夏月以新汲水調下,

三五歲兒服一錢, 十歲服二錢.

解毒

痘瘡諸證-黑陷

神解湯
發熱三朝

柴胡 葛根 麻黃 白茯苓 升麻 防風 甘草 內服 2 水煎服
痘瘡諸證-腰腹痛

化毒湯
出痘三朝

紫草茸 升麻 甘草 糯米 內服 3 煎服
出痘三朝-出痘時吉凶證

猪眉膏
出痘三朝

龍腦 猪尾血 內服 8
淡酒或紫草飮化下 

熱盛則新汲水化下貫膿三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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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收靨三朝

通治

解毒

痘瘡諸證-咽喉痛

痘瘡諸證-黑陷

加味四聖散

出痘三朝
紫草茸 木通 木香 黃芪 川芎 人蔘 甘草 蟬  

糯米
內服 4 水煎服痘瘡諸證-倒靨

痘瘡諸證-黑陷

紫草飮
出痘三朝

紫草 內服 2
以百沸湯一大椀沃之, 以物盖定 ... 

候溫, 服半合或一合辨痘形色善惡

絲瓜湯
出痘三朝

絲瓜 內服 2
(連皮子)燒存性, 爲末, 

砂糖溫水調下半匙許解毒

護眼膏

出痘三朝

黃柏 甘草 紅花 綠豆 外用 3 從耳前至于兩眼四畔, 厚塗之痘瘡諸證-護眼

痘後諸疾-痘後瞖膜

胡荽酒

出痘三朝

胡荽 淸酒
內服

外用
4

外用: 噴一身令遍, 勿噴頭面, 

以衣溫覆

內服:以胡荽酒, 化下 合香元

禳法

痘瘡諸證-黑陷

水楊湯

起脹三朝

楊柳 外用 5 乘熱洗浴

通治

浴法

痘瘡諸證-痒痛

痘瘡諸證-斑爛

固眞湯
起脹三朝 黃芪 人蔘 白朮 白茯苓 白芍藥 木香 陳皮 

訶子皮 肉荳蔲 甘草 糯米
內服 2 水煎服

痘瘡諸證-泄瀉

內托散

起脹三朝

人蔘 黃芪 當歸 厚朴 桔梗 肉桂 川芎 防風 

白芷 甘草 白芍藥
內服 6

每三錢, 溫酒調服. 不飮酒 , 

木香湯調下

貫膿三朝

痘瘡諸證-聲音

痘瘡諸證-痒痛

痘瘡諸證-斑爛

痘瘡諸證-倒靨

四齒散

起脹三朝

人齒 猫齒 狗齒 猪齒 內服 3

每取五分, 熱酒調下. 

一二歲兒服二三分, 

五六歲兒服四五分

解毒

痘瘡諸證-黑陷

獨聖散
起脹三朝

穿山甲 (前足, 嘴) 內服 2 木香煎湯, 入酒 許, 調五分服
痘瘡諸證-黑陷

定中湯

貫膿三朝

黃土 朱砂 雄黃 內服 3  加砂糖, 溫服痘瘡諸證-嘔吐

痘瘡諸證-煩渴

猪心龍腦膏

收靨三朝

龍腦 猪心血 內服 4
每服一丸, 井華水化下. 心煩狂躁, 

紫草湯化下, 黑陷, 溫淡酒化下
痘瘡諸證-驚搐

痘瘡諸證-黑陷

異功散

收靨三朝

木香 當歸 桂皮 白朮 白茯苓 陳皮 厚朴 人蔘 

肉荳蔲 丁香 附子 半夏 生薑 大棗
內服 6 水煎服

收靨三朝

辨痘虛實

辨痘陰陽證

痘瘡諸證-泄瀉

痘瘡諸證-寒戰

四糞散
收靨三朝

男兒糞 黑猫糞 黑犬糞 黑猪糞 內服 2 每用一錢, 蜜水調下
痘瘡諸證-黑陷

宣風散 (Ⅱ)
收靨三朝

黑丑 陳皮 甘草 檳榔 內服 2
二三歲兒服五分, 四五歲已上兒一錢, 

蜜湯下痘瘡諸證-黑陷

陶散
收靨三朝

新瓦 外用 2
絹包裹, 撲患處. 若乾痂 積, 

內有窨膿, 以鴨卵淸調付
痘瘡諸證-斑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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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方名 目 構成 用法
記載
回數

服用法 / 外用法
處方構成 
收 編名

加味犀角消毒

飮

解毒 牛蒡子 甘草 防風 升麻 荊芥穗 麥門冬 犀角 

桔梗
內服 2 水煎服

痘瘡諸證-咽喉痛

人齒散

解毒

人齒 內服 4 淡酒調下痘瘡諸證-腹脹

痘瘡諸證-黑陷

神功散
解毒

川芎 當歸 升麻 甘草 朱砂 內服 2

每服以朱砂一錢, 米末一錢, 

煉蜜二匙, 好酒二匙, 百沸湯一 鍾, 

共一處調勻, 用茶匙喂盡痘瘡諸證-嘔吐

四物湯
辨痘形色善惡

當歸 白芍藥 川芎 熟地黃 內服 2 水煎服 血門
辨痘虛實

凉膈散
辨痘虛實 連翹 大黃 芒硝 甘草 薄荷 黃芩 梔子 靑竹葉 

蜂蜜
內服 2 同煎至半, 入硝去滓服 火門

辨痘瘡陰陽證

四君子湯
辨痘虛實

人蔘 白茯苓 白朮 甘草 內服 2 水煎服 氣門
痘瘡諸證-痒痛

辟穢散

禳法

蒼朮 細辛 甘松 川芎 乳香 降眞香 外用 4 烈火焚之(焚辟穢散熏之)

兒門

痘瘡諸證-斑爛

痘瘡諸證-倒靨

痘瘡諸證-黑陷

再甦散
禳法

白礬 地龍 內服 2
每取五分, 以 猪尾血一橡斗許, 

同新汲水調下痘瘡諸證-黑陷

加減紅綿散
痘瘡諸證-腰腹痛 麻黃 荊芥穗 全蠍 天麻 薄荷 紫草茸 蟬  

蔥白
內服 3 煎服

痘瘡諸證-驚搐

蟬 湯
痘瘡諸證-腰腹痛

蟬  甘草 內服 3 水煎服, 或爲末, 每一錢, 白湯調下
痘瘡諸證-痒痛

木香散

痘瘡諸證-泄瀉
木香 丁香 桂枝 陳皮 半夏 赤茯苓 人蔘 

訶子皮 大腹皮 前胡 甘草 生薑
內服 5 水煎服痘瘡諸證-煩渴

痘瘡諸證-腹脹

敗草散
痘瘡諸證-痒痛

爛草 外用 2
糝之. 若渾身瘡爛, 則攤於席上, 

令坐臥其上痘瘡諸證-斑爛

硝膽膏
痘瘡諸證-痒痛

芒硝 猪膽汁 外用 2 塗之
痘瘡諸證-斑爛

百祥丸
痘瘡諸證-咬牙

紅芽大戟 內服 3 每一二十丸, 硏脂麻湯下
痘瘡諸證-黑陷

加味宣風散
痘瘡諸證-咬牙

黑丑 陳皮 甘草 檳榔 靑皮 內服 3
二三歲兒服五分, 四五歲已上兒一錢, 

蜜湯下痘瘡諸證-黑陷

棗變百祥丸
痘瘡諸證-便秘

紅芽大戟 大棗 內服 2 每一二十丸, 硏脂麻湯下
痘瘡諸證-黑陷

調解散 痘瘡諸證-倒靨
靑皮 陳皮 桔梗 枳殼 當歸 紫 葉 半夏 川芎 

紫草茸 木通 葛根 甘草 人蔘 生薑 大棗
內服 2 水煎服

蔥白湯 附癍疹 生葱 (白根連鬚) 內服 2 水煎, 取汁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