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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Bangyakhappyeon was classified into three tongs of prescription. When juxtaposed 

with existing publications on oriental medicine, this composition was considerably original. Due 

to its ease of searching for diseases and prescription, it has been read by not only doctors and 

researchers but also among general citizens alike.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Bangyakhappyeon 

compositi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thorough research on the prescription of Bupleuri Radix 

mixture. 

Methods : 42 prescriptions of Bupleuri Radix mixtures have been divided in to three tongs based 

on the composition of Bangyakhappyeon. Then, these prescriptions, dosage, and composition were 

researched and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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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fter analyzing the prescription of Bupleuri Radix mixture in the Uibanghwaltu 

chapter of the Bangyakhappyeon text, the following results were attained. 

1. Of the 42 prescriptions of Bupleuri Radix mixtures, jungtong constitutes the most prescription 

at 30, 8 at hatong, and 4 at sangtong.

2. 42 prescriptions are documented into 18 medical divisions and 44 disease symptoms.

3. After analyzing the prescription dosage of Bupleuri Radix mixture, the dosage of Bupleuri 

Radix was 3 puns to 4 jeons used in 14 sections. Most use was 1 jeon 14 prescriptions, 33.3% 

were recorded.

4. Invigorating vital function, catharsis, malaria, mediation method, and clearing away method 

of Bupleuri Radix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dosage.

5. The 42 prescriptions formation of using Bupleuri Radix consisted of decoction at 39 prescriptions 

(92.9%) and the others at 3 prescriptions (7.1%).

6.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component of the prescription of Bupleuri Radix mixture, 

Sosihotang, Soyosan and Bojungikgitang were used as the basic prescription. 

Conclusions : prescription of Bupleuri Radix mixture in Uibanghwaltu of Bangyakhappyeon as 

based on Sosihotang, Soyosan and Bojungikgitang, combined with various oriental medicine was 

found to treat many kinds of diseases.

 Key word : Bupleuri Radix, Bangyakhappyeon, Uibanghwaltu, prescription

Ⅰ. 緖  論

柴胡(Bupleuri Radix)는 繖形科(미나리과, 

Umbelliferae)에 속하는 多年生本草인 시호 Bupleurum 

falcatum L.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中國에서는 

柴胡(北柴胡) B. chinense DC, 혹 狹葉柴胡(南柴胡) 

B. scorzonerifolium Willd. 의 뿌리를 과 가을에 

採取하여 莖葉과 泥沙를 제거하고 건조한 것을 말

한다
1)
. 柴胡는 性이 微寒(凉)無毒하고 味는 苦辛

하며 肝과 膽으로 歸經한다. 

柴胡의 效能과 主治는 네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柴胡는 解表淸熱의 效能이 있어 外感表證의 

發熱과 陽證의 寒熱往來, 口苦, 目眩 等을 치료

한다. 둘째, 疏肝泄氣의 작용으로 肝鬱  각종 원

인으로 인한 氣滯로 발생하는 脇痛, 月經不調, 乳

房脹痛 等에 사용한다. 셋째, 升擧陽氣하여 氣虛下

陷으로 인한 久泄脫肛, 子宮脫垂 등을 치료한다. 

넷째, 瘧熱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어 瘧疾로 인한 

寒熱을 治療하는 藥으로 쓰 다2). 

柴胡는 주로 Saponin과 정유를 주성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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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 Saponin은 saikosaponin A, B, C, D

가 있고, 정유 성분으로는 bupleurmol, eugenol 등

이 있다. 약리작용은 해열작용, 진정진통작용, 소

염작용, 청지질강하작용, 간기능보호작용, 이담

작용, 항궤양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3)
. 柴胡

는 부작용이 지만 다량으로 경구 투여할 경우 

기면 상이나 작업능률 하가 나타나고 식욕감퇴

와 복부창만감 등과 같은 증상이 수반되기도 하

고, 柴胡 주사액을 근육주사 하는 경우 allergy 반

응과 쇼크를 유발하기도 한다
4)
. 한 柴胡의 물추

출물의 ether 분획과 n-BuOH 분획은 벤조알 피

 등으로 유발한 돌연변이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5)
. 

柴胡處方에 한 연구로는 박 등의
6)
 “柴胡抑肝

湯의 抗stress效能에 한 硏究”, 서 등의
7)
 “柴胡

桂枝湯加味方 투여로 호 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가 있고 柴胡單味에 한 연구로는 이 등의
8)
 

“柴胡추출물이 고지방식이를 여한 흰쥐의 청

지질  항산화계에 미치는 影響”, 홍 등의
9)
 “시

호가 우울증 모델 白鼠의 catecholamine에 미치는 

향”等이 있으며 柴胡약침에 한 연구는 구 등

의
10)
 “柴胡藥鍼이 생쥐의 Adjuvant 誘發 關節炎에 

미치는 향”, 문 등의
11)
 “시호 약침의 부종 억제

능  항알 르기 활성 검토”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柴胡의 文獻硏究는 정 등의
12)
 東

醫寶鑑을 주로 정리한 “柴胡가 君藥으로 配伍

된 處方의 時代別 病證  主治에 한 察”이 

있다.

方藥合編은 黃度淵의 醫方活套을 모태로 그

의 아들인 黃泌秀가 損益本草를 合編하여 1885

년에 간행하 다
13)
. 이 책은 기존 韓醫學 서 과

는 달리 處方을 上中下 三統으로 分類하여 기재하

고 重訂方藥合編, 證脈方藥合編｝等의 增補

를 거쳐 지 까지 리 이용되고 있다
14)
. 方藥合

編｝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醫方活套 上中下統

에 모두 52方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에 한 硏究

는 아직까지 보고 된 바 없다. 한 方藥合編에 

수록된 方劑에 한 수많은 硏究 가운데 本書의 

독창 인 構成을 토 로 작성된 자료는 드물다. 

이에 筆 는 方藥合編｝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

된 方劑를 調査하여 方劑의 出處, 構成, 注治  

柴胡의 使用量, 效能 등을 分析하고 方藥合編의 

構成을 참고하여 整理하고자 한다. 

Ⅱ. 本  論

연구방법은 方藥合編｝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

合되어 사용된 52方을 調査한 후13-18) 그  加減

으로 配合된 10方(1)을 제외하고 原方 中 사용된 

42方을 調査하고 정리하 다. 醫方活套에 수록된 

方劑를 上中下統으로 分類한 후 硏究를 진행하

고 각 處方名 뒤에 번호를 기입하여 方藥合編｝
本然의 특징을 살리고 處方의 出處를 정확히 하

다.

1. 柴胡가 配合된 方劑에 한 調査

方藥合編｝醫方活套 에 柴胡가 配合된 方劑

를 調査하여 上中下統으로 分類하여 정리하 다

(Table 1). 醫方活套에 수록된 總 42方은 上統에 4

方, 中統에 30方, 下統에 8方으로 나 어져 기재되

었다.

(1) 上統-理陰煎(11), 八物湯(32), 金水六君煎(51), 補虛湯(116) 中統-人蔘養胃湯(16), 升麻葛根湯(22), 六和湯(36), 平陳湯(71) 下統-丹
粉丸(147), 七製香附丸(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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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  門 病  症 段 處  方 效  能 主  治

風
中腑中臟 

中統 
 羌活愈風湯 疏泄

筋骨弱 語難 精神昏憒 半身不遂 恐而健忘 喜以多
思 中風前兆症 豫防

救急  牛黃淸心元 淸熱
不省人事 痰涎壅塞 精神昏憒 語 蹇澁 口眼喎斜 手
足不遂 等症, 脊心熱 夢遊

寒

內傷外感 上統 補陰益氣煎 升陽 陰虛外感寒熱 痎瘧 秘結陰不足 邪外侵 神效

傷寒陽明

中統

葛根解肌湯 淸熱 目疼 鼻乾 不得臥 宜解肌

傷寒陰症 人蔘養胃湯 淸熱 外感風寒內生冷 憎寒壯熱 頭疼身痛

傷寒表症 人蔘敗毒散 解表 傷寒 時氣發熱 頭痛 肢體痛 及傷風 咳嗽 鼻塞 聲重

感冒
升麻葛根湯 淸熱 溫病及時令感冒

正柴胡飮 淸熱 風寒發熱 惡寒 頭痛 痎瘧

傷寒 陽 柴胡湯 和解 陽半表裏 往來寒熱

傷寒動悸 陶氏升陽散火湯 淸熱 撮空 肝熱乘肺 元氣虛弱 譫語 神昏

傷寒女勞復 人蔘逍遙散 淸熱 女勞復虛弱

傷寒陽極似陰

下統

 大柴胡湯 和解 陽轉屬陽明 身熱 便  尿赤 譫 潮

傷寒自利  柴苓湯 和解 身熱 脈數 煩渴 自利

傷寒壞症  蔘胡芍藥湯 治瘧熱 傷寒十四日外 餘熱未除 或渴煩 大便不快 便黃

火 潮熱 中統  人蔘淸肌散 淸熱 虛勞 骨蒸潮熱 無汗

內傷 勞傷 上統 
補中益氣湯 升陽 勞役太甚 或飮食失節 身熱自汗

益胃升陽湯 升陽 內傷諸症 血脫 益氣 

Table 2. 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病症, 注治  效能에 한 調査

段 處  方 處方數

上  統 補陰益氣煎(10), 補中益氣湯(22), 益胃升陽湯(23), 加味歸脾湯(98) 4

中  統

羌活愈風湯(3), 牛黃淸心元(7), 葛根解肌湯(12), 人蔘敗毒散(19), 正柴胡飮(24), 柴胡
湯(25), 陶氏升陽散火湯(28), 人蔘逍遙散(30), 人蔘淸肌散(41), 中滿分消湯(62), 木香
氣湯(63), 柴陳湯(69), 淸脾飮(72), 加減淸脾飮(76), 柴平湯(77), 追瘧飮(79), 加味溫膽
湯(91), 氣和中湯(117), 當歸補血湯(118), 淸上瀉火湯(120), 升麻胃風湯(123), 荊芥連
翹湯(126), 柴梗半夏湯(135), 淸肝解鬱湯(141), 當歸四 湯(152), 全生活血湯(156), 柴胡
四物湯(163), 逍遙散(166), 兒淸心元(168), 柴歸飮(172), 

30

下  統
大柴胡湯(9), 柴苓湯(14), 蔘胡芍藥湯(15), 爭功散(50), 加味二陳湯(53), 升陽除濕湯(88), 
龍膽瀉肝湯(137), 梔子淸肝湯(148)

8

合  計 42

Table 1. 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된 方劑에 한 調査

2.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病症, 注治  方中 

柴胡의 效能에 한 調査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病症  注治를 調査한 

후 活套鍼線을 참고하여 病門을 分類하 다. 分類

한 方劑 42方을 다시 上中下統으로 整理하여 기재

하 다. 한 方中 柴胡의 效能을 調査하여 整理

하 다(Table 2).

(2) 方藥合編
13)
에 氣血痛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氣虛痛으로 보여진다.



方藥合編 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된 方劑에 한 察 107

脹滿
寒脹 

中統
中滿分消湯 升陽 中滿 大 便不通

濁氣 木香 氣湯 升陽 濁氣在上 生䐜脹 

瘧疾

痰瘧

中統

 柴陳湯 治瘧熱 痰瘧 痰熱 胸痞

食瘧 淸脾飮 治瘧熱
食瘧姙娠時瘧疾寒 熱多, 有熱無寒, 口苦 乾, 大便
秘結, 食慾不振,脈弦數

通治 加減淸脾飮 治瘧熱 諸瘧

通治 柴平湯 治瘧熱 諸瘧寒多熱 , 汗出, 四肢沈重, 嘔 脘悶, 脈濡緩 

截瘧甚效 追瘧飮 治瘧熱 氣血未衰屢散之後而不止

熱瘧 下統 爭功散 治瘧熱 熱瘧多效

婦人

血閉 上統 加味歸脾湯 疏泄 肝脾怒鬱 月經不通 

崩漏

中統

全生活血湯 疏泄 崩漏過多 昏冒不省 手足厥冷

發熱 柴胡四物湯 疏泄 産後發熱, 熱入血室

血虛發熱 逍遙散 疏泄 月經不調 及血虛 五心煩熱 寒熱如瘧

兒
諸熱 

中統
兒淸心元 淸熱 諸熱 及驚熱, 煩燥

初熱 柴歸飮 淸熱 痘初起

精 濕痰 下統 加味二陳湯 升陽 濕痰滲爲遺精

神 驚悸 中統 加味溫膽湯 疏泄 心膽虛怯 觸事易驚

大便 虛泄 下統 升陽除濕湯 升陽 氣虛泄瀉 不思飮食 困倦無力

頭

氣血痛(2)

中統

氣和中湯 升陽 氣虛頭痛

血虛痛 當歸補血湯 疏泄 血虛頭痛

熱厥痛 淸上瀉火湯 淸熱 熱厥頭痛

面 胃風 中統 升麻胃風湯 升陽 胃風面腫

耳 聤膿 中統 荊芥連翹湯 淸熱 兩耳腫痛 有腎經風熱

胸 痰結痞 中統 柴梗半夏湯 淸熱 痰熱盛 胸痞 脇痛

乳 乳核 中統 淸肝解鬱湯 疏泄 肝經鬱火 傷血 乳房結核

前陰
寒疝 中統 當歸四 湯 疏泄 臍下冷痛

筋疝 下統 龍膽瀉肝湯 淸熱 肝臟濕氣 男子陰挺 女人陰痒瘡,

諸瘡 瘰癧 下統 梔子淸肝湯 疏泄 肝膽火盛 耳後, 頸 , 胸乳等處 結核

3.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使用量에 한 調査

柴胡가 配合된 方劑를 煎湯劑(湯. 散. 飮等)와 

其他劑(丸. 散. 丹等)로 分類하 다. 用量은 사용

된 三分~四錢의 범 를 14개 구역으로 나 어 정

리하 고 元方에 기록된 使用量을 기 으로 하

다(Table 3). 단 人蔘淸氣散, 逍遙散, 人蔘逍遙散 

등 處方들은 인용된 東醫寶鑑에서 복용법이 水煎

服 는 煎服으로 기재되어 있어 煎湯劑로 分類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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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量 煎湯劑(湯. 散. 飮等) 個  數 其他劑(丸. 散. 丹等) 個  數 合  計 百分率

三分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氣和中湯, 

升麻胃風湯
4 0 4 9.5

四分 羌活愈風湯, 木香 氣湯 2 0 2 4.7

五分 中滿分消湯, 當歸補血湯, 淸肝解鬱湯 3 0 3 7.1

六分 加味溫膽湯 1 0 1 2.4

七分 荊芥連翹湯, 全生活血湯, 升陽除濕湯 3 0 3 7.1

九分 當歸四 湯 1 0 1 2.4

一錢

加味歸脾湯, 葛根解肌湯, 人蔘敗毒散, 
陶氏升陽散火湯中, 淸脾飮, 淸上瀉火湯, 

柴梗半夏湯, 柴歸飮, 蔘胡芍藥湯, 
加味二陳湯, 龍膽瀉肝湯, 人蔘淸肌散, 逍遙散

13  爭功散 1 14 33.3

一錢二分半 0 牛黃淸心元 1 1 2.4

一錢五分 人蔘逍遙散 1 0 1 2.4

一錢六分 柴苓湯 1 0 1 2.4

二錢 梔子淸肝湯, 柴陳湯, 柴平湯, 柴胡四物湯 4 兒淸心元 1 5 12

三錢 正柴胡飮, 柴胡湯, 加減淸脾飮, 追瘧飮 4 0 4 9.5

四錢 大柴胡湯 1 0 1 2.4

一~二錢 補陰益氣煎 1 2.4

合計 39 3 42

百分率 92.9 7.1 100

Table 3. 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使用量에 한 調査

4.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構成內容에 한 調査

Table 2의 결과를 바탕으로 柴胡가 配合된 方

劑를 病症으로 分類한 후 處方構成을 調査하고 構

成基本處方을 整理하 다. 단 處方의 構成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柴胡와 配合으로 處方의 效

能이 발휘되는 藥 를 고려하여 調査하 고(3), 基

本處方調査는 무 작은 단 로 분석하지 않았으

며(4), 處方을 구성하는 基本方에 柴胡 는 柴胡

와 藥 를 이루는 기타 藥이 복 配伍되는 경우 

藥 의 형성을 고려하여 모든 處方을 기재하

다(5)(Table 4).

(3) 方中 柴胡, 黃芩의 配伍는 柴胡湯, . 柴胡, 白芍藥의 配伍는 逍遙散, 柴胡, 升麻의 藥 는 補中益氣湯으로 整理하 다.

(4) 를 들어 補益脾胃 하는 補中益氣湯은 四君子湯類에 속하고 補氣養血 하는 八物湯은 四君子湯, 四物湯 合方이지만 따로 區分하
지 않고 分類하 다.

(5) 牛黃淸心元, 陶氏升陽散火湯 中 柴胡는 逍遙散, 柴胡湯 두 方에 藥 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全生活血湯, 當歸補血湯, 淸肝解
鬱湯 中 芍藥은 柴胡와 配伍하여 柴胡湯의 藥 를 이루고 熟地黃, 川芎, 當歸 等과 配伍하여 四物湯의 藥大를 構成하는 것으로 
기재하 다.

(6) 方藥合編
13)
에 氣血痛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황상 氣虛痛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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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  症 段 處  方 處方構成, 製法  用法 構成基本處方

中腑中臟 

中統 

羌活愈風湯

蒼朮 石膏 生地黃 各六分 羌活 防風 當歸 蔓荊子 川芎 
細辛 黃芪 枳殼 人參 麻黃 白芷 甘菊 薄荷 枸杞子 柴胡 
知母 地骨皮 獨活 杜沖 秦艽 黃芩 白芍藥 甘草 各四分 
肉桂 二分姜三片.水煎朝夕服.

逍遙散

救急  牛黃淸心元

山藥 七錢 甘草(炒) 五錢 人參 蒲黃(炒) 神麯(炒) 各二
錢半 犀角 二錢 大豆黃卷(炒) 官桂 阿膠(炒) 各一錢七
分半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防風 朱砂(水飛) 白朮 
各一錢半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各一錢二分半 牛
黃 一錢二分 羚羊角 麝香 龍腦 各一錢 石雄黃 八分 白
蘞 乾薑(炮) 各七分半 金箔(一百二十片內四十片爲衣) 
大棗 二十枚蒸取肉硏膏.上藥材末棗膏入煉蜜和勻每兩作十
丸金箔爲衣 每一丸 溫水和下

逍遙散
柴胡湯

內傷外感 上統 補陰益氣煎
熟地黃 三五錢至一二兩 人參 山藥(酒洗) 各二錢 當歸 
陳皮 甘草 各一錢 升麻 三五分 柴胡 一二錢 生姜五片 
水煎.溫服

補中益氣湯

傷寒陽明

中統

葛根解肌湯
葛根 柴胡 黃芩 赤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
錢 甘草 五分 生姜三片 大棗二枚 水煎服

升麻葛根湯
柴胡湯

傷寒表症 人蔘敗毒散
人參 柴胡 前胡 羌活 獨活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甘草 
各一錢 生姜三片 薄荷 許 水煎服

敗毒散

感冒 正柴胡飮
柴胡 三錢 白芍藥 二錢 陳皮 一錢半 防風 甘草 各一錢 
生姜三片 水煎溫服

逍遙散

傷寒 陽 柴胡湯
柴胡 三錢 黃芩 二錢 人參 半夏 各一錢 甘草 五分 生姜
三片 大棗二枚水煎溫服

柴胡湯

傷寒動悸 陶氏升陽散火湯
人參 當歸 白芍藥 柴胡 黃芩 白朮 麥門冬 陳皮 白茯苓 
甘草 各一錢 生姜三片 大棗二枚 熟金同煎

柴胡湯
逍遙散 四君子

傷寒女勞復 人蔘逍遙散 
人參 當歸 各二錢 柴胡 一錢五分 白朮 白茯苓 白芍藥 
各一錢 水煎溫服

逍遙散

傷寒陽極似陰

下統

大柴胡湯
柴胡 四錢 黃芩 白芍藥 各二錢半 大黃 二錢 枳實 一錢
半 半夏 一錢 水煎溫服 

柴胡湯

傷寒自利 柴苓湯
柴胡 一錢六分 澤瀉 一錢三分 白朮 猪苓 赤茯苓 各七分
半 半夏 七分 黃芩 人參 甘草 各六分 桂心 三分 生姜 
三片 水煎溫服

柴胡湯
五苓散

傷寒壞症 蔘胡芍藥湯
生地黃 一錢半 人參 柴胡 白芍藥 黃芩 知母 麥門冬 各
一錢 枳殼 八分 甘草 三分 生姜 三片 水煎溫服

柴胡湯

潮熱 中統 人蔘淸肌散
人參 白朮 白茯苓 赤芍藥 當歸 柴胡 乾葛 半夏麯 各一
錢 甘草 五分 生姜三片 大棗二枚 水煎溫服

四君子湯
逍遙散

勞傷 上統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半 人參 白朮 甘草 各一錢 當歸身 陳皮(酒洗) 
各五分 升麻(酒洗) 柴胡(酒洗) 各三分 水煎, 食間微熱服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白朮 一錢半 黃芪 一錢 人參 神麯(炒) 各七分半 陳皮 甘
草(炙)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黃芩 二分 水煎溫服

補中益氣湯

Table 4. 醫方活套 中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構成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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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脹 

中統

中滿分消湯
益智仁 半夏 木香 赤茯苓 升麻 各七分半 川芎 人參 靑
皮 當歸 柴胡 生薑 乾薑 畢澄茄 黃連 黃芪 吳茱萸 草豆
蔲 厚朴 各五分 水煎, 食前熱服

補中益氣湯

濁氣 木香 氣湯 
厚朴 白茯苓 澤瀉 半夏 各一錢 蒼朮 八分 靑皮 陳皮 各
六分 草豆蔲 人參 當歸 各五分 木香 乾薑 升麻 柴胡 甘
草 各四分 益智仁 吳茱萸 各三分 生姜三片 水煎, 食前服

二陳湯 平胃散
補中益氣湯

痰瘧 柴陳湯 
柴胡 半夏 各二錢 人參 黃芩 陳皮 赤茯苓 各一錢 甘草 
五分 生姜三片 大棗二枚 水煎溫服

柴胡湯
二陳湯

食瘧 淸脾飮
柴胡 半夏 黃芩 白朮 草果 赤茯苓 厚朴 靑皮 各一錢 甘
草 五分 生姜三片 大棗二枚 水煎服

柴胡湯
平胃散 二陳湯

 通治 加減淸脾飮

柴胡 三錢 黃芩 二錢 人參 半夏 各一錢 五分 蒼朮 一錢
半 陳皮 厚朴 半夏(製) 各一錢二分半 赤茯苓 藿香 各一
錢 草果 甘草(炙) 各五分 桃枝 柳枝 各三寸 生姜五片 
大棗二枚 水煎溫服

淸脾飮

通治 柴平湯
柴胡 蒼朮 各二錢 厚朴 陳皮 半夏 黃芩 各一錢 人參 甘
草 各五分 生姜三片 大棗二枚 烏梅一枚 水煎服 

柴胡湯
平胃散

截瘧甚效 追瘧飮
何首烏 一兩 靑皮 陳皮 當歸 柴胡 半夏 甘草 各三錢 井
水河水各一鍾煎半露一宿次早溫服食遠再服 

二陳湯

熱瘧 下統 爭功散
知母 貝母 柴胡 常山 梔子 檳榔 地骨皮 甘草 各一錢 蟬
 二十七枚 桃枝 柳枝 各五寸 水煎服 

爭功散

血閉 上統  加味歸脾湯
當歸 龍眼肉 酸棗仁(炒) 人參 黃芪 白朮 白茯神 遠志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 山梔 柴胡 各一錢 生薑 五
片 大棗 二枚 水煎溫服 

歸脾湯

崩漏

中統

全生活血湯
白芍藥 升麻 各一錢 防風 羌活 獨活 柴胡 當歸身 乾葛 
甘草 各七分 藁本 川芎 各五分 生地黃 熟地黃 各四分 
蔓荊子 細辛 各三分紅花 一分 水煎服

升麻葛根湯
四物湯 逍遙散

發熱 柴胡四物湯
柴胡 生地黃 各二錢 川芎 赤芍藥 當歸 黃芩 各一錢 人
參 半夏 甘草 各五分 生姜三片 水煎溫服 

三元湯
柴胡湯
四物湯

血虛發熱 逍遙散
白朮 白芍藥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
荷 各五分 生姜三片 水煎,隨時服 

逍遙散

諸熱 兒淸心元
人參 白茯神 防風 朱砂 柴胡 各二錢 金箔 三十片上藥材
末蜜丸梧子大每一丸竹瀝調下

初熱 柴歸飮
當歸 二錢 白芍藥 一錢半 柴胡 荊芥 各一錢 甘草 七分 
生姜三片

逍遙散

濕痰 下統 加味二陳湯
半夏(薑製) 赤茯苓(鹽水炒) 梔子(炒黑) 各一錢半 陳皮 
白朮 桔梗 升麻(酒炒) 柴胡(酒炒) 甘草 各一錢 石菖蒲 
七分 知母 黃柏 各三分 生姜三片 水煎,空心服用 

二陳湯

驚悸 中統 加味溫膽湯
香附子 二錢四分 橘紅 一錢二分 半夏 枳實 竹茹 各八分 
人參 白茯苓 柴胡 麥門冬 桔梗 各六分 甘草 四分 生姜
三片 大棗二枚 水煎服 

溫膽湯
柴胡疏肝散

虛泄 下統 升陽除濕湯
蒼朮 一錢半 升麻 柴胡 羌活 防風 神麯 澤瀉 猪苓 各七
分 陳皮 麥芽 甘草(炙) 各五分 水煎,食前空心服

平胃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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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血痛(6)

中統

氣和中湯
黃芪(蜜炒) 一錢半 人參 一錢 白朮 當歸 白芍藥 陳皮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蔓荊子 細辛 川芎 各二分 水
煎, 食後服

補中益氣湯

血虛痛 當歸補血湯
生乾地黃(酒炒) 白芍藥 川芎 當歸 片芩(酒洗) 各一錢 
防風 柴胡 蔓荊子 各五分 荊芥 藁本 各四分 水煎溫服

四物湯
逍遙散

熱厥痛 淸上瀉火湯

柴胡 一錢 羌活 八分 酒黃芩 酒知母 各七分 酒黃柏 炙
甘草 黃芪 各五分 生地黃 酒黃連 藁本 各四分 升麻 防
風 各三分半 蔓荊子 當歸身 蒼朮 細辛 各三分 荊芥穗 
川芎 生甘草 各二分 紅花 一分 水煎, 食後服

川芎茶調散
黃連解毒湯
二妙散
柴胡湯

胃風 升麻胃風湯
升麻 二錢 甘草 一錢半 白芷 一錢二分 當歸 乾葛 蒼朮 
各一錢 麻黃(不去節) 五分 柴胡 藁本 羌活 黃柏 草豆蔲 
各三分 蔓荊子 二分 生三片 大棗二枚 水煎, 食後服

升麻葛根湯
二妙散

聤膿 荊芥連翹湯
荊芥 連翹 防風 當歸 川芎 白芍藥 柴胡 枳殼 黃芩 梔子 
白芷 桔梗 各七分 甘草 五分 水煎, 食後服 

川芎茶調散
四物湯
柴胡湯

痰結痞 柴梗半夏湯
柴胡 二錢 瓜蔞仁 半夏 黃芩 枳殼 桔梗 各一錢 靑皮 杏
仁 各八分 甘草 四分 生姜三片 水煎溫服 

柴胡湯
桔梗枳殼湯

乳核 淸肝解鬱湯
當歸 白朮 各一錢 貝母 赤茯苓 白芍藥 熟地黃 山梔 各
七分 人參 柴胡 牧丹皮 陳皮 川芎 甘草 各五分 水煎服 

八物湯
逍遙散

寒疝 當歸四 湯
當歸 一錢二分 附子(炮) 官桂 茴香 各一錢 白芍藥 柴胡 
各九分 川楝子 玄胡索 白茯苓 各七分 澤瀉 五分 水煎微
溫空心服 

逍遙散 

筋疝 下統 龍膽瀉肝湯
草龍膽 柴胡 澤瀉 各一錢 木通 車前子 赤茯苓 生地黃 
當歸 山梔 黃芩 甘草 各五分 水煎後空心服 

八正散 淸腸湯
柴胡湯

瘰癧 下統 梔子淸肝湯
柴胡 二錢 梔子(酒炒) 牧丹皮 各一錢三分 赤茯苓 川芎 
赤芍藥 當歸 牛蒡子 各一錢 靑皮 甘草(炙) 各五分 

逍遙散

Ⅲ.   察

方藥合編은 기타 한의학 서 들과 다른 독특

한 구성을 가진 서 으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方劑를 심으로 하는 기재 방법을 사용

하 다. 朝鮮時代의 표 인 韓醫學 서 인 東
醫寶鑑15), 鄕藥集成方19), 濟衆新編20)의 方劑 

기재는 病門을 심으로 整理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즉 病門을 分類한 후 각 病症으로 整理하고 

합한 方劑를 기재 하 다. 반면 方藥合編은 

方劑를 기재한 후 病症, 兼症, 藥劑의 加減, 構成

藥劑의 순서로 나열하 는데 이러한 구성은 다른 

서 들에 비해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方劑를 性向別로 分類하 다. 方劑를 補

益劑, 和解劑, 攻邪劑로 정리한 후 이를 각각 上中

下 三統으로 分類하여 方劑가 기재된 치만으로

도 그 특성을 알 수 있게 했고 비슷한 類型의 方

劑를 容易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의 내용으로 볼 때 方藥合編의 가장 큰 특

징은 方劑의 分類와 기재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筆 는 이러한 方藥合編의 독창 인 구성

을 기본으로 하여 柴胡가 配合된 處方을 調査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柴胡가 配合된 方劑에 한 分析 

醫方活套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총 42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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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統에 4方, 中統에 30方, 下統에 8方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和解劑가 

가장 많았고 攻邪劑, 補益劑의 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2.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病症  注治에 

한 分析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매우 범 한 病症  

注治에 使用되었다(Table 2). 風門의 中腑中臟, 救

急에 使用되었고, 寒門의 內傷外感, 傷寒陽明, 傷

寒陰症, 傷寒表症, 感冒, 傷寒 陽, 傷寒動悸, 傷寒

女勞復, 傷寒陽極似陰, 傷寒自利, 傷寒壞症 등 11

개 病症에 活用되었다. 한 火門의 潮熱, 內傷門

의 勞傷, 脹滿門의 寒脹, 濁氣, 瘧疾門의 痰･食･

諸･熱瘧, 熱瘧甚效 등 病症에서 使用되었고, 婦人

門에서는 血閉, 崩漏, 發熱, 血虛發熱, 月經不調 등 

5개病症의 치료에 活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兒門의 諸熱, 通治, 

精門의 濕痰, 神門의 驚悸, 大便門의 泄瀉, 頭門의 

氣血･血虛･熱厥痛 등 病症部分에 각각 기재되었고 

面門의 胃風, 耳門의 聤膿, 胸門의 痰結痞, 乳門의 

乳核, 前陰門의 寒疝･筋疝, 諸瘡門의 瘰癧 등에 

한 治療에도 使用되었다.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病症과 主治를 分析하면 

寒門에서 가장 많은 病症에 사용되었다. 이 中 中

統에 기재된 方劑는 8方이고 下統은 3方, 上統은 

1方으로 調査되었다. 婦人門과 瘧疾門에서 각 5개 

病門에 活用되었는데 婦人門의 方은 中統 3方, 

上･下統 1方씩, 瘧疾의 方은 모두 中統의 6方으로 

分析되었다. 

3. 調査方 中 柴胡의 效能에 한 分析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注治를 참고 하여 方中 

柴胡의 效能을 調査하 고 그 결과를 上中下 統으

로 分類하여 정리하 다(Table 2). 柴胡가 配伍된 

方劑  柴胡의 效能은 解表, 升陽, 疏泄, 治瘧熱, 

和解, 淸熱 등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柴

胡의 解表는 1方으로 中統의 人蔘敗毒散 中 使用

되었다. 둘째, 柴胡의 升陽은 모두 9方으로 上統의 

補陰益氣煎,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中統의 中滿

分消湯, 木香 氣湯, 氣和中湯, 升麻胃風湯, 下統

의 加味二陳湯, 升陽除濕湯에서 活用되었다. 셋째, 

疏泄의 方劑는 모두 10方으로 上統方은 加味歸脾

湯, 中統方은 羌活愈風湯, 全生活血湯, 柴胡四物湯, 

逍遙散, 加味溫膽湯, 當歸補血湯, 淸肝解鬱湯, 當歸

四 湯, 下統方은 梔子淸肝湯 등으로 調査되었다. 

넷째, 治瘧熱의 方劑는 中統方의 柴陳湯, 淸脾飮, 

加減淸脾飮, 柴平湯, 追瘧飮, 下統方의 柴胡芍藥湯, 

爭功散 등 모두 7方이 다. 다섯째, 和解는 中統의 

柴胡湯, 下統의 大柴胡湯, 柴笭湯 등 3方에서 발

휘되었다. 마지막으로 淸熱은 모두 12方에서 나타

났으며 中統方은 牛黃淸心元, 葛根解肌湯, 人蔘養

胃湯, 升麻葛根湯, 正柴胡飮, 陶氏升陽散火湯, 人蔘

逍遙散, 人蔘淸肌散, 兒淸心元, 柴歸飮, 淸上瀉火

湯, 荊芥連翹湯, 柴梗半夏湯, 下統方은 龍膽瀉肝湯 

등으로 調査되었다.

4.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使用量에 한 分析

醫方活套에 기록된 柴胡가 配合된 方劑 42方의 

使用量에 한 調査 결과 三分~四錢까지 다양한 

用量을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柴胡가 一錢 使用된 處方이 14方으로 가장 많아 

33.3%를 차지했다. 14方을 分析해 보면 中統方이 

9方으로 葛根解肌湯, 人蔘敗毒散, 陶氏升陽散火湯

中, 淸脾飮, 淸上瀉火湯, 柴梗半夏湯, 柴歸飮, 人蔘

淸肌散, 逍遙散 등이 調査되었고 下統方은 蔘胡芍

藥湯, 加味二陳湯, 龍膽瀉肝湯, 爭功散 등 4方이 

기재되었으며 上統方은 加味歸脾湯 1方이 수록되

었다. 使用量이 二錢인 處方은 5方이고 12%에 달

하는데 中統方이 가장 많아 柴陳湯, 柴平湯, 柴胡

四物湯, 兒淸心元 등 4方이었고, 1方의 下統方은 

梔子淸肝湯이었다. 使用量이 三分인 方劑는 上統

의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中統의 氣和中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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升麻胃風湯, 三錢의 使用方劑는 모두 中統의 方劑

로 正柴胡飮, 柴胡湯, 加減淸脾飮, 追瘧飮 등으

로 각각 4方으로 9.5%를 차지했다. 使用量이 五分

과 七分인 處方은 각3方으로 7.1%를 나타냈는데 

五分이 使用된 方劑는 中滿分消湯, 當歸補血湯, 淸

肝解鬱湯 등으로 모두 中統方이고 七分이 使用된 

方劑는 中統方으로 荊芥連翹湯, 全生活血湯이 下

統方으로 升陽除濕湯 등이 調査되었다. 이밖에 柴

胡를 四分 使用한 方劑는 中統에 기재된 羌活愈風

湯, 木香 氣湯 등 2方으로 4.7%로 나타났고 六分, 

九分, 一錢二分半, 一錢五分, 一錢六分, 四錢, 一~

二錢은 각각 1方으로 2.4%씩을 차지했다(Table 3). 

調査한 42方의 劑型을 分析하면 煎湯劑가 39方

으로 92.9%를, 其他劑는 3方으로 7.1%를 차지하

다(Table 3). 일반 으로 其他劑는 오랜 治療가 

필요한 虛症에 사용되지만 柴胡의 其他劑 3方이 

使用되는 病症은 實證인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 

밖에 方中 柴胡의 使用量은 柴胡의 效能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解表작용은 一錢이 使用

된 人蔘敗毒散에서 調査되었고, 升陽작용은 使用

量이 三分~二錢인 方劑에서 볼 수 있는데 用量이 

三分인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氣和中湯, 升麻

胃風湯, 四分, 五分인 木香 氣湯, 中滿分消湯,  

七分인 升陽除濕湯, 一錢과 一~二錢이 配合된 加

味二陳湯, 補陰益氣煎 등 9方의 使用量과 계가 

있다. 疏泄작용은 四分~二錢 사이의 用量을 使用

한 方劑에서 調査되었는데 使用된 用量이 四分인 

羌活愈風湯, 五分인 當歸補血湯, 淸肝解鬱湯, 六分, 

七分인 加味溫膽湯, 全生活血湯에서 볼 수 있고 

九分이 使用된 當歸四 湯, 一錢의 加味歸脾湯과 

逍遙散, 二錢이 活用된 梔子淸肝湯, 柴胡四物湯 등 

10方에서 使用되었다. 治瘧熱작용은 柴胡의 使用

量이 一錢~三錢의 方劑에서 효능이 발휘되었다. 

淸脾飮, 蔘胡芍藥湯, 爭功散에서 一錢이 使用되었

고 使用量이 二錢인 柴陳湯, 柴平湯, 三錢인 加減

淸脾飮, 追瘧飮 등 7方에 配合되었다. 和解작용은 

柴胡를 一錢六分~四錢을 配合한 方劑에서 活用되

었는데 使用量이 一錢六分인 柴苓湯, 三錢인 柴

胡湯, 四錢인 大柴胡湯 等 3方에서 使用되었다. 淸

熱작용은 使用量이 七分~三錢까지인 方劑에서 볼 

수 있다. 七分이 使用된 荊芥連翹湯, 一錢이 活用

된 葛根解肌湯, 陶氏升陽散火湯中, 淸上瀉火湯, 柴

梗半夏湯, 柴歸飮, 龍膽瀉肝湯, 人蔘淸肌散, 一錢二

分半과 一錢五分이 使用된 牛黃淸心元, 人蔘逍遙

散,  二錢과 三錢이 配合된 兒淸心元, 正柴胡

飮 등의 12方에서 악되었다.

 

5.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構成內容에 한 分析

柴胡가 配伍된 方劑의 處方構成을 病症으로 分

類한 후 上中下統으로 整理하고 構成  構成基本

方을 調査하 다(Table 4). 나아가 基本方을 심

으로 三統의 處方을 分類하고 基本方을 포함하지 

않는 方劑는 方中 柴胡가 발휘하는 功效로 정리하

다. 醫方活套 三統  柴胡가 使用된 方劑는 

부분 柴胡湯, 逍遙散, 補中益氣湯 등의 基本方으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總 42方 中 柴胡湯18)이 基本方으로 使用된 方

劑는 모두 15方으로 中統과 下統에 기재 되었다. 

牛黃淸心元, 葛根解肌湯, 陶氏升陽散火湯, 柴胡

湯, 柴陳湯, 淸脾飮, 柴平湯, 柴梗半夏湯, 柴胡四物

湯, 淸上瀉火湯, 荊芥連翹湯 等 11方은 中統에, 大

柴胡湯, 柴笭湯, 蔘胡芍藥湯, 龍膽瀉肝湯, 等 4方은 

下統에서 볼 수 있다. 柴胡湯은 其他處方, 藥物

들과 配伍되어 다양한 病症에 사용되었다. 大柴胡

湯, 柴笭湯, 蔘胡芍藥湯, 柴胡湯에서 和解 陽의 

功效로 寒症과 熱症이 공존하는 病症을 治療하

고 柴陳湯, 淸脾飮, 柴平湯, 柴胡四物湯에서 熱

截瘧로 각종 瘧疾에 사용되었으며 牛黃淸心元, 葛

根解肌湯, 陶氏升陽散火湯, 淸上瀉火湯, 荊芥連翹

湯, 龍膽瀉肝湯, 柴梗半夏湯,의 處方에선 淸熱 작

용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熱症을 治療

하 다. 柴胡湯과 合方된 處方을 살펴보면 平胃

散, 二陳湯이 3回로(7) 가장 많았는데 瘧疾을 治療

할 때 活用되었고 다음은 四物湯, 逍遙散(8)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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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回의 이었다(Table 4). 

逍遙散
18)
이 基本方으로 使用된 醫方活套의 方劑

는 逍遙散, 羌活愈風湯, 牛黃淸心元, 正柴胡飮, 陶

氏升陽散火湯, 人蔘逍遙散, 人蔘淸肌散, 當歸補血

湯, 淸肝解鬱湯, 全生活血湯, 當歸四 湯, 柴歸飮 

梔子淸肝湯等 13方으로 모두 中統에 기재 되었다. 

逍遙散도 其他處方, 藥物과 함께 活用되어 각종 

病症을 치료하 다. 疏肝泄氣의 效能으로 肝鬱  

기타 원인으로 인한 病症을 治療하는 處方은 逍遙

散, 羌活愈風湯, 牛黃淸心元, 陶氏升陽散火湯, 人蔘

逍遙散, 當歸補血湯, 淸肝解鬱湯, 全生活血湯, 當歸

四 湯, 梔子淸肝湯 등 10方이고 瘧熱의 작용으

로 瘧疾을 治療하는 處方은 正柴胡飮 1方이었다. 

養血淸熱은 柴歸飮, 人蔘淸肌散 2方에서 발휘되는

데 血虛로 인한 虛熱症을 治療하는 것으로 調査되

었다. 逍遙散과 合方된 方劑는 四物湯이 3回로(9) 

가장 많아 血虛鬱滯로 인한 病症을 治療하 고 다

음은 柴胡湯, 四君子湯(10)이 2回씩으로 나타났다

(Table 4). 

補中益氣湯
18)
이 基本方으로 使用된 處方은 6方

으로 上統과 中統에 기재되어 있다. 上統에 기재

된 方劑는 補中益氣煎,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3

方이고 中統에 기재된 方劑는 中滿分消湯, 木香

氣湯, 氣和中湯 3方이 다. 정리한 6方을 分析하

면 上統의 3方은 虛勞로 인한 發熱, 自汗, 血脫 等

을 治療하고 中統의 3方은 扶正祛邪法을 活用하여 

脾胃氣虛로 인한 脹滿, 頭痛 등을 治療한다(Table 

4). 補中益氣湯과 함께 合方된 處方은 二陳湯, 平

胃散으로 木香 氣湯을 構成하여 病症을 治療하

다.

이 밖에 Table 4에 整理한 내용을 보면 柴胡가 

使用된 基本構成方과 配合하지는 않지만 柴胡와 

配合하여 使用하는 方劑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追瘧飮, 爭功散에서 柴胡는 瘧熱 功效로 使

用되고 加味歸脾湯, 加味溫膽湯  柴胡는 疏肝泄

氣 作用으로 活用되었다. 加味二陳湯, 升陽除濕湯, 

升麻胃風湯에서 柴胡는 升麻와 配合하여 升陽의 

功效를 발휘하고 人蔘敗毒散에선 解表淸熱의 效能

으로 使用되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 方藥合編｝
醫方活套  柴胡가 配合된 方劑들을 체계 으로 

整理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方藥合編의 獨創的 

構成에 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

으로 생각되며 方藥合編｝醫方活套의 方劑 硏究

에 한 새로운 方向을 提示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Ⅳ. 總括  要約

方藥合編｝醫方活套  柴胡가 配合된 42개 方

劑에 해 上中下三統 分類를 시작으로 病症  

主治, 原方에 기재된 使用量, 方劑構成과 構成基本

方 等의 調査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方藥合編｝醫方活套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모두 52方으로 加減에 活用된 10方을 제 외한 

方劑를 分析하면 上統에 4方, 中統에 30方, 下

統에 8方이 기재되어 中統에 가장 많은 方劑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方藥合編｝醫方活套 

中 柴胡는 和解劑로 빈번하게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方藥合編｝醫方活套  柴胡가 配合된 方劑는 

18개 病門, 44개 病症에서 범 하게 使用되었

다. 그 中 寒門에서 가장 많은 11개 病症에 活

(7) 柴胡湯, 平胃散, 二陳湯은 淸脾飮, 加減淸脾飮에서 함께 使用되었고, 柴平湯( 柴胡湯, 平胃散), 柴陳湯( 柴胡湯, 二陳湯)에서 
각각 合方되었다.

(8) 柴胡湯은 四物湯과 柴胡四物湯, 荊芥連翹湯에서 合方되었고 逍遙散과 牛黃淸心元, 陶氏升陽散火湯에서 使用되었다.

(9) 逍遙散은 四物湯과 全生活血湯, 當歸補血湯, 淸肝解鬱湯에서 合方하 다.

(10) 逍遙散은 人蔘淸肌散, 淸肝解鬱湯, 陶氏升陽散火湯에서 四君子湯과 함께 使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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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되었고 瘧疾門, 婦人門은 5개 病症의 治療에 

使用되었다. 寒門, 瘧疾門, 婦人門의 病症에 使

用된 23方을 分析하면 中統의 方劑가 17方으로 

가장 많았고 下統의 方劑는 4方, 上統의 方劑는 

2方으로 調査되었다.

3. 調査方 中 柴胡의 效能은 解表, 升陽, 疏泄, 治

瘧熱, 和解, 淸熱 등 여섯 가지로 나  수 있고 

淸熱작용으로 活用된 方劑가 가장 많은 12方이

었다.

4.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使用量은 三分~四錢까

지 14개 區域에서 使用되었다. 가장 많은 使用

量은 一錢으로 14方(33.3%)이 기재되었고, 9개

의 中統方, 4개의 下統方, 1개의 上統方으로 構

成되었다. 二錢이 사용된 處方은 中統方이 4方, 

下統方이 1方 등 모두 5方으로 12%를 차지했

고 五分과 七分이 配伍된 方劑는 각 3方(7.1%)

으로 5方은 中統方, 1方은 下統方이었다. 이밖

에 四分의 柴胡를 活用한 方劑는 中統에 기재

된 2方이었고 使用量이 六分, 九分, 一錢二分半, 

一錢五分, 一錢六分, 四錢, 一~二錢은 각각 1方

이 다. 

5. 柴胡가 配合된 42方의 劑型은 全湯劑가 39方으

로 92.9%를, 其他劑가 3方으로 7.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柴胡의 使用量은 效能과 일정한 계가 있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解表작용은 一錢이 使用된 

一方에서 調査되었고, 升陽작용은 柴胡의 使用

量이 三分~二錢까지인 9方에서 使用되었고, 

疏泄작용은 四分~二錢 사이의 用量을 活用한 

10方에서 調査 되었으며, 治瘧熱작용은 柴胡의 

使用量이 一錢~三錢의 7方에서 볼 수 있었다. 

和解작용은 柴胡를 一錢六分~四錢 配伍한 3方

에서, 淸熱작용은 七分~三錢 使用한 12方에서 

活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柴胡가 配合된 方劑의 構成內容을 調査 부분 

柴胡湯, 逍遙散, 補中益氣湯을 基本方으로 使

用하 다. 柴胡湯을 基本方으로 使用하는 方

劑가 16方으로 가장 많았고 이 中 中統方은 12

方, 下統은 4方이었다. 逍遙散을 基本方으로 活

用하는 方劑는 모두 中統方으로 12方이었고 補

中益氣湯을 基本方으로 하는 方劑는 6方으로 

上統과 中統에 3方씩 기재되었다. 의 基本方

들은 病症, 主治에 따라 柴胡湯은 二陳湯, 平

胃散, 四物湯, 逍遙散과 逍遙散은 四物湯, 四君

子湯, 柴胡湯과 合方하여 活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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