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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 中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活用에 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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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describes the remedial fields, symptoms, pathology, dosage, prescriptional constitution of 40 
prescriptions related to the use of Magnoliae Cortex main blended prescriptions from Dongeuiboga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through investigations on the prescriptions that use Magnoliae 
Cortex as a key component.

Prescriptions that Magnoliae Cortex was taken as a monarch drug are utilized for 13 therapeutic purposes, 
for example, abdominal dropsy, abdominal lump. In particular, 27.5% of the prescriptions appear in the 
chapter of abdominal dropsy.

Prescriptions that utilize Magnoliae Cortex as the main ingredient are used in the treatment of abdominal 
lump, abdominal dropsy.

Magnoliae Cortex is used in pathogenic factors such as cold, congestion of Qi and used in pathology 
related to digestive system. 

The dosage of Magnoliae Cortex is 2pun(about 0.75g) to 3don(about 11.25 g), however 1don(about 3.75g) 
has been taken the most for clin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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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wisan is the most useful base prescription which use the Magnoliae Cortex as the main 
component.

Keyword : Magnoliae Cortex, Dongeuibogam, abdominal dropsy, digestive system

Ⅰ. 緖     論

4)

厚朴은 木蘭과(목련과 ; Magnoliaceae)에 속한 落葉喬木인 후박나무  요엽 후박나무의 樹皮 혹은 根

皮로서, 여름에 生長 15∼20년 이상된 植株에서 채취하여 土坑속에 싸놓고 靑草로 뚜껑을 덮어 워서 發

汗이 되어 水分이 內部로 스며들게 한다. 그 후 內皮가 紫褐色 혹은 黃褐色으로 변하게 되면 이것을 꺼내

서 햇볕에 건조한다. 이것을 재차 쪄서 부드러워지면 茼狀으로 둥 게 말아서 그늘에 말려 사용하고 있

다.1,3,7,9)

厚朴의 性味는 苦·辛·溫·無毒하고, 歸經은 脾·胃·肺·大腸經이며, 效能은 化濕 滯, 行氣溫中, 消痰平喘 

작용이 있어 脾胃氣滯, 脘痞吐瀉, 食積便秘, 痰飮喘咳등의 병증에 활용되고 있다.1,3,4,7)

厚朴에는 β-eudesmol, magnolol, honokiol, tetrahydromagnolol, isomagnolol 등이 함유되어 있고 소량

의 magnocurarine, alkaloid류, saponin류가 함유되어 있다.2,4)

厚朴의 주된 약리 작용은 평활근 이완작용, 항궤양 작용, 항균작용이다. magnocurarine은 소장의 장력

을 하강시키고, 히스타민으로 유발된 십이지장 경련에 억제작용이 있다. 한 magnolol은 유문결찰  

스트 스로 유발된 궤양에 하여 억제 작용이 있고 악성농창에 하여 뚜렷한 항균활성이 있다. 이외에

도 항알러지 작용, 추신경억제작용이 보고되고 있다.5,6,8,10) 

厚朴은 配伍되는 藥物이나 배합되는 처방에 따라 다양한 效能을 발휘하고 있는 바, 이에 자는 東醫

寶鑑 中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 40種에 한 治療領域, 病症  主治, 病因·病理, 使用量, 處方構成

內容등의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하여 厚朴의 活用에 한 方劑학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Ⅱ. 本     論

조사방법은 東醫寶鑑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 4011∼25)種의 內容을 data base화하여 文獻的 資

料分析  內容整理를 하 다. 

本 論文에서 主藥이라 함은 處方構成에서 厚朴의 役割이나 使用量이 君臣藥으로 作用하거나, 혹은 여

러 가지 藥物과 等分으로 構成되어 있는 경우로 효능과 사용량으로 볼 때 主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한정하 다. 君臣藥에 해서는 《素問․至眞要大論》에서 “主病之 君, 佐君之 臣...”이라 하 고, 《脾胃

論》에서는 “君藥分量 多, 臣藥次之, 使藥又次之, 不可令臣過于君”, “力大 爲君”이라 하 으며, 《活人心

統》에서는 “凡用藥殊分, 主病爲君, 以十分爲率, 臣用七八分, 輔佐五六分, 使以三四分”이라 한 내용을 참조

하 다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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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熱脹 ① 枳殼剉散 - 熱脹

② 中滿分消丸 - 中滿鼓脹 及氣脹 水脹 然只治熱脹 不治寒脹

③ 七物厚朴湯 - 熱脹 

  (2) 寒脹 ① 氣木香散 - 寒脹心腹刺痛 面黃肌瘦 或泄瀉

② 厚朴橘皮煎 - 傷冷腹肚 䐜脹如覆 栳栳喘息奔急

  (3) 䐜脹 ① 木香 氣湯 - 濁氣在上則生䐜脹

② 吳茱萸湯 - 濁氣在上生䐜脹 又陰盛生寒 腹滿䐜脹 常如飽 不欲食飮

  (4) 脹滿通治 ① 大正氣散 - 風寒暑濕所傷 成脹滿

② 分消湯 - 中滿成鼓脹滿悶

  (5) 蠱脹 ① 消脹飮子 - 蠱脹 單腹脹

  (6) 氣脹 ② 三和湯 - 氣脹大 便不利

1.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治療領域(病門)에 한 調査를 해서 頻度數와 百分率를 정리 하

다.

  1) 脹滿 - 枳殼剉散, 中滿分消丸, 七物厚朴湯, 消脹飮子, 三和湯, 氣木香

散, 厚朴橘皮煎, 木香 氣湯, 吳茱萸湯, 大正氣散, 分消湯 - 11 - 27.5

  2) 積聚 - 加味柴平湯, 木香調氣散, 潰 湯, 潰 丸, 奔豚丸, 散聚湯, 增損

五積丸, 眞人化鐵湯 - 8 - 20

  3) 癰疽 - 十六味流氣飮, 加味十奇散, 十宣散, 加味不換金正氣散 - 4 - 10

  4) 痎瘧 - 淸脾湯, 人參截瘧飮, 截瘧七寶飮, 淸脾飮 - 4 - 10

  5) 兒 - 補脾益眞湯, 至聖丸, 消疳丸 - 3 - 7.5

  6) 嘔吐 - 五膈寬中散, 厚朴丸 - 2 - 5

  7) 傷寒 - 厚朴半夏湯, 梔子厚朴湯 - 2 -  5

  8) 婦人 - 煖宮螽斯丸 - 1 - 2.5

  9) 大便 - 厚朴枳實湯 - 1 - 2.5

  10) 濕 - 除濕湯 - 1 - 2.5

  11) 前陰 - 三因葱白散 - 1 - 2.5

  12) 消渴 - 氣散 - 1 - 2.5

  13) 血 - 厚朴煎 - 1 - 2.5

 

2.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症  主治 調査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를 區分하고, 이에 한 病症  主治를 調査하 다. 

1) 脹滿·積聚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症  主治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5년 6월)

Herb. Formula Sci. 2015;23(1):55~66

58

   (7) 積聚 ① 潰 湯 - 五積六聚 諸般痞塊

② 潰 丸 - 五積六聚 諸般痞塊

③ 奔豚丸 - 腎積

④ 散聚湯 - 六聚 及癥瘕 隨氣上下 心腹刺痛 二便不利

⑤ 增損五積丸 - 五積

⑥ 眞人化鐵湯 - 五積六聚 痃癖癥瘕

   (8) 痞塊 - 加味柴平湯 - 積塊有熱

   (9) 食鬱 - 木香調氣散 - 氣鬱

   (1) 癰疽內托 ① 加味十奇散 - 癰疽已成未成 服之內消 或年衰氣弱  尤宜

② 十宣散 - 癰疽瘡癤 已成  速潰未成  速散敗膿 自出惡肉 

自去止痛 排膿生肌其效如神

   (2) 腎癰 - 十六味流氣飮 - 癰疽 無名惡腫等 疾乃表裏氣血藥也

   (3) 癰疽雜證 - 加味不換金正氣散 - 癰疽 寒熱往來 或挾風邪 或內氣虛餒 

   (4) 痎瘧 ① 淸脾湯 - 胃瘧

② 淸脾飮 - 食瘧

   (5) 截瘧 ① 人參截瘧飮 - 虛人截瘧 宜用一切瘧並可截

② 截瘧七寶飮 - 截瘧

2) 癰疽·痎瘧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症  主治 

3) 兒·嘔吐·傷寒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症  主治                               

  (1) 慢脾風 - 補脾益眞湯 - 慢脾風

  (2) 諸疳 - 至聖丸 - 冷疳

  (3) 五藏疳 - 消疳丸 - 五疳

  (4) 噎膈反胃 - 五膈寬中散 - 五膈食不下

  (5) 嘔吐噎膈反胃 - 厚朴丸 - 嘔吐噎膈反胃

  (6) 太陰形證 - 厚朴半夏湯 - 傷寒發汗後 腹脹滿

  (7) 傷寒煩燥 - 梔子厚朴湯 - 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

                             

4) 婦人· 大便· 濕· 前陰· 消渴· 血 病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症  主治     

   (1) 求嗣 - 煖宮螽斯丸 - 婦人無子

   (2) 久泄 - 厚朴枳實湯 - 虛滑久不愈 多傳變爲痢 太陰傳 陰 

是爲鬼賊宜以此防其傳變

   (3) 中濕 - 除濕湯 - 中濕滿 身重着

   (4) 寒疝 - 三因葱白散 - 寒冷氣入膀胱作痛

   (5) 消渴 - 氣散 - 消中 能飮食 便黃赤 以此微利至不飮食而愈

   (6) 便血 - 厚朴煎 - 便血及諸下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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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寒脹 - 心腹刺痛面黃肌瘦 或泄瀉 - 氣木香散

  (2) 傷冷腹肚 - 䐜脹如覆 栳栳喘息奔急 - 厚朴橘皮煎

  (3) 風寒暑濕所傷 - 脹滿  - 大正氣散

  (4) 傷寒發汗後 - 腹脹滿 - 厚朴半夏湯

  (5) 傷寒下後 - 心煩腹滿 臥起不安 - 梔子厚朴湯

  (6) 中濕 - 身重着 - 除濕湯

  (7) 腸胃有濕 - 脹滿下血 - 槐花散

  (8) 寒冷氣入膀胱 - 痛 - 三因葱白散

  (1) 濁氣在上陰盛生寒 - 腹滿䐜脹常如飽 不欲食飮 - 吳茱萸湯

  (2) 濁氣在上 - 䐜脹 - 木香 氣湯

  (3) 中滿 - 鼓脹滿悶 - 分消湯

  (4) 氣脹 - 大 便不利 - 三和湯

  (1) 虛滑 - 痢 - 厚朴枳實湯

  (2) 內氣虛餒 - 癰疽 - 加味不換金正氣散

  (3) 年衰氣弱 - 癰疽 - 加味十氣散

  (1) 二分 - 慢脾風 補脾益眞湯 - 2.5

  (2) 二分五厘 - 癰疽 加味十奇散 - 2.5

  (3) 三分 - 癰疽 十宣散 - 2.5

  (4) 五分 ① 積聚 眞人化鐵湯 - 7.5

② 蠱脹 消脹飮子

③ 寒疝 三因葱白散

  (5) 六分 - 腎癰 十六味流氣飮 - 2.5

  (6) 七分 - 痞塊 加味柴平湯 - 2.5

  (7) 八分 - 截瘧 人參截瘧飮 - 2.5

  (8) 一錢 ① 截瘧 截瘧七寶飮 - 25

② 痎瘧 淸脾飮

3.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因.病理調査

1)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六氣와 련된 病因․病理 調査 

2)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氣鬱滯와 련된 病因․病理 調査

3)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虛弱과 련된 病因․病理 調査

4)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其他 病因․病理 調査

   (1) 食積 寒氣相格 - 中焦吐食  - 厚朴丸

   (2) 消中 - 能飮食 便黃赤 - 氣散

4. 厚朴의 使用量에 한 調査

厚朴의 각 處方別 一回 使用量을 調査하여 病症, 處方, 百分率(%)로 整理하 다. (단, 用量이 불분명한 

것은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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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枳殼剉散 - 厚朴 枳殼 桔梗 各二錢 大黃蒸 甘草灸 各一錢 - 桔梗枳殼湯

承氣湯類

  (2) 中滿分消丸 - 厚朴一兩 人參 白朮 薑黃 黃芩 黃連 枳實 半夏 各五錢 

知母四錢 澤瀉 陳皮 各三錢 白茯苓 縮砂 乾生薑 

各二錢 猪苓 甘草 各一錢

- 枳朮丸

六君子湯

四苓散

  (3) 七物厚朴湯 - 厚朴 三錢 枳實 一錢半 大黃 甘草 各一錢 桂心 五分 - 承氣湯

  (4) 氣木香散 - 縮砂 丁香皮 良薑 乾薑炮 肉桂 陳皮 厚朴 桔梗 茴香炒 

蒼朮炒 各一錢 甘草灸 五分

- 二薑丸

平胃散

  (5) 厚朴橘皮煎 - 厚朴三兩 枳殼 乾薑 良薑 各一兩二錢 靑皮 陳皮 肉桂 

全蝎 各七錢 

- 二薑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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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益智仁 吳茱萸 

各三分 木香 乾生薑 升麻 柴胡 甘草 各四分

- 平陳湯

錢氏異功散類

③ 食鬱 木香調氣散

④ 積聚 潰 湯

⑤ 氣脹 三和湯

⑥ 寒脹 氣木香散

⑦ 濁氣在上

則生䐜脹

木香 氣湯

吳茱萸湯

⑧ 脹滿 大正氣散

分消湯

  (9) 一錢 二分半 - 癰疽雜證 加味不換金正氣散 - 2.5

  (10) 一錢半 ① 中濕 除濕湯 - 7.5

② 噎膈反胃 五膈寬中散

③ 積聚 散聚湯

  (11) 二錢 ① 痎瘧 淸脾湯 - 7.5

② 久泄 厚朴枳實湯

③ 熱脹 枳殼剉散

  (12) 二錢半 - 消渴有三 氣散 - 2.5

  (13) 三錢 ① 熱脹 七物厚朴湯 - 7.5

② 太陰形證 厚朴半夏湯

③ 傷寒煩燥 梔子厚朴湯

  (14) 未詳 - 中滿分消丸, 厚朴橘皮煎, 潰 丸, 奔豚丸, 

增損五積丸, 至聖丸, 消疳丸, 厚朴丸, 

煖宮螽斯丸, 厚朴煎 

- 25

5.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成內容 調査 

1) 熱脹ㆍ寒脹ㆍ䐜脹ㆍ脹滿ㆍ蠱脹ㆍ氣脹ㆍ積聚ㆍ痞塊ㆍ食鬱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

成內容, 基本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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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吳茱萸湯 - 吳茱萸 厚朴 官桂 乾薑各一錢 白朮 陳皮 川椒炒各五分

  (8) 大正氣散 - 白朮 蒼朮 陳皮 厚朴 藿香 半夏各一錢 枳殼 檳榔 

各七分 桂枝 乾薑 甘草各五分

- 不換金正氣散

  (9) 分消湯 - 蒼朮 白朮 陳皮 厚朴 枳實 赤茯苓各一錢 香附子 猪苓 

澤瀉 大腹皮各八分 縮砂六分 木香三分

- 平胃散類

枳朮丸

四苓散

快氣湯

  (10) 消脹飮子 - 猪苓 澤瀉 人參 白朮 赤茯苓 半夏 陳皮 靑皮 厚朴 

紫 葉 香附子 縮砂 木香 檳榔 大腹皮 木通 蘿葍子 

甘草各五分

- 平陳湯

香 散

君苓湯

  (11) 三和湯 - 白朮 陳皮 厚朴 各一錢 檳榔 紫 葉 各七分半 木通 

大腹皮 白茯苓 枳殼 海金沙 甘草 各五分

- 平胃散類

  (12) 潰 湯 - 當歸 白朮 半夏 陳皮 枳實 山楂肉 香附子 厚朴 縮砂 

各一錢 木香 五分 水磨取汁       

- 橘半枳朮丸

香砂平胃散類

  (13) 潰 丸 - 當歸 白朮 半夏 陳皮 枳實 山楂肉 香附子 厚朴 縮砂 

各一錢 木香 五分 水磨取汁 海粉 

 瓦龍子 鱉甲灸 

- 橘半枳朮丸

香砂平胃散類

  (14) 奔豚丸 - 厚朴七錢 黃連五錢 川鍊子三錢 白茯苓 澤瀉 

菖蒲各二錢 玄胡索一錢半 全蝎 附子 獨活 各一錢 川烏 

香巴豆霜各五分 肉桂二分  

  (15) 散聚湯 - 厚朴 吳茱萸 枳殼 一錢半 陳皮 杏仁 桂心 赤茯苓 

各一錢 川芎 附子炮 甘草灸 各五分 半夏 檳榔 當歸 

各四分

- 二陳湯

芎歸湯

  (16) 增損五積丸 - 黃連 肝積五錢 脾腎積七錢 心肺積一兩半 厚朴 

肝心肺積五錢 脾腎積八錢 川烏 肝肺積一錢 

心腎脾積五分 乾薑 肝心積 五分 肺脾腎一錢半 人參 

肝心脾肺積二錢 腎積五分 茯苓一錢半 巴豆霜五分

  (17) 眞人化鐵湯 - 三稜 蓬朮 靑皮 陳皮 山楂肉 神麴 香附子 枳實 厚朴 

黃連 當歸 川芎 桃仁 檳榔 各五分 紅花 木香 甘草 

各三分

- 越鞠丸類 

荊蓬煎元類

挑紅芎歸湯

承氣湯類

  (18) 加味柴平湯 - 柴胡 黃芩 半夏 蒼朮 厚朴 陳皮 山楂肉 靑皮 枳殼 

神麴 三稜 蓬朮 各七分 甘草 五分

- 柴平湯

六味三稜丸類

  (19) 香調氣散 - 烏藥 香附 枳殼 靑皮 陳皮 厚朴 蕪芎 蒼朮 各一錢 

木香 縮砂 各五分 桂皮 甘草 各三分

- 快氣湯 

香砂平胃散

越鞠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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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癰疽ㆍ內托ㆍ腎癰ㆍ癰疽ㆍ雜證ㆍ痎瘧ㆍ截瘧ㆍ癰疽ㆍ痎瘧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

成內容, 基本方 

  (1) 加味十奇散 - 當歸 肉桂 人參 黃芪 川芎 白芷 防風桔梗厚朴 甘草 

乳香 沒藥 各等分

-  十宣散

 乳香散

  (2) 十宣散 - 人參 黃芪 鹽水浸蒸焙 當歸酒洗 厚朴薑製 桔梗 肉桂 

川芎 防風 白芷 甘草各等分

-  保元湯

 芎歸湯

  (3) 十六味流氣飮 - 人參 當歸 黃芪 桔梗 防風 木香 枳殼 川芎 肉桂 

白芍藥 檳榔 白芷 厚朴 紫 葉 烏藥 甘草 各六分

-  十宣散

 理血湯

 桔梗枳殼湯

 四磨湯類

  (4) 加味不換金正氣散- 蒼朮 橘紅 半夏麴 藿香葉 厚朴各一錢二分半 甘草灸 

一錢 白茯苓 川芎 各七分半 木香 五分

-  不換金正氣散

 二陳湯

  (5) 淸脾湯 - 厚朴 二錢 烏梅肉 半夏 靑皮 良薑 各一錢 草果 甘草 

各五分

-  不換金正氣散

 二陳湯

  (6) 淸脾飮 - 柴胡 半夏 黃芩 草果 白朮 赤茯苓 厚朴 靑皮各一錢 

甘草五分

-  柴胡湯

 平胃散類

 二陳湯類

  (7) 人參截瘧飮 - 人參 白朮 白茯苓 當歸 靑皮 厚朴 柴胡 黃芩 知母 

常山酒浸 草果 鱉甲醋灸 各八分 桂枝 甘草 各三分

-  四君子湯

 柴胡湯類

  (8) 截瘧七寶飮 - 常山 陳皮 靑皮 檳榔 草果 厚朴 甘草 各一錢 

3) 慢脾風ㆍ諸疳ㆍ五藏疳ㆍ噎膈反胃ㆍ嘔吐噎膈反胃ㆍ太陰形證ㆍ傷寒煩燥ㆍ 兒ㆍ嘔吐ㆍ傷寒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成內容, 基本方  

  (1) 補脾益眞湯 - 丁香 木香 訶子皮 陳皮 厚朴 草果 肉豆蔲 白茯苓 人參 

白朮 桂枝 半夏 附子炮 甘草灸各二分 全蝎炒一枚

- 錢氏異功散

半夏厚朴湯

理中湯  (2) 至聖丸 - 木香 厚朴 使君子 陳皮 肉豆蔲 各二錢 丁香 丁香皮 

各一錢 

  (3) 消疳丸
- 蒼朮 陳皮 厚朴 枳殼 檳榔 神麴炒 山楂肉 麥芽炒 

三稜煨 蓬朮煨 縮砂 茯苓 黃連炒 胡黃連 蕪荑 使君子 

蘆薈 各等分

- 平胃散類

六味三稜丸類

五疳消食元類

  (4) 五膈寬中散 - 厚朴 香附子 各一錢半 甘草 五分 靑皮 陳皮 丁香 縮砂 

各四分 木香 三分 白豆蔲 二分 

- 平胃散類

神香散

  (5) 厚朴丸 - 厚朴 芍藥 川椒 肉桂 川芎 乾薑 防風 巴豆 當歸 犀角 

桔梗 芫花 赤茯笭 人蔘 黃芩 黃蓮 桑白皮 蒲黃 前胡 

大戟 葶藶子 麝香 細辛 雄黃 朱砂 紫莞 禹餘粮 甘遂 

牛黃 各 一兩 蜈蚣一箇 

(芫靑二十八箇蜥蜴去頭尾足灸四寸)  

  (6) 厚朴半夏湯 - 厚朴三錢 人參 半夏 各一錢半 甘草 七分半

  (7) 梔子厚朴湯 - 厚朴 三錢 枳實 二錢 梔子 一錢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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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求嗣ㆍ久泄ㆍ中濕ㆍ寒疝ㆍ消渴ㆍ便血門에서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成內容, 基本方   

  (1) 煖宮螽斯丸

- 厚朴 一兩二錢半 吳茱萸 白茯苓 白芨 白蘞 石菖蒲 

白附子 桂心 人參 沒藥 各一兩 細辛 乳香 當歸酒浸 

牛膝酒洗 各七錢半 

- 乳香散

  (2) 厚朴枳實湯
- 厚朴薑製 訶子皮半生半熟 枳實炒 各二錢 木香一錢 

大黃六分 黃蓮 甘草灸 各四分

- 承氣湯

  (3) 除濕湯
- 蒼朮 厚朴 半夏 各一錢半 藿香 陳皮 各七分半 

甘草五分

- 平胃散

  (4) 三因葱白散

- 川芎 當歸 熟地黃 白芍藥 枳殼 厚朴 蓬朮 三稜 赤茯苓 

肉桂 乾薑 人參 川練肉 神麴 麥芽 靑皮 茴香 木香 

各五分

- 四物湯

理中湯類

荊蓬煎元類

六味三稜丸

  (5) 氣散 - 厚朴 二錢半 大黃 二錢 枳實 一錢 - 承氣湯類

  (6) 厚朴煎
- 厚朴 生薑 各五兩同搗爛炒 黃 白朮 神麴 麥芽 五味子 

各一兩同炒黃

-
 

Ⅲ.      察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치료 역에 하여 조사한 결과 脹滿, 積聚, 癰疽, 痎瘧, 兒, 嘔吐, 

傷寒, 婦人, 大便, 濕, 前陰, 消渴, 血 등 13개 역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脹滿에 활용한 처방 빈도수가 27.5%로 가장 많았고, 積聚에 활용한 빈도수는 20%, 癰疽에 활용

한 빈도수는 10%, 痎瘧에 활용한 빈도수는 10% 등으로 조사되어 厚朴은 주로 脹滿, 積聚 등 인체의 中

焦疾患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1을 보면 알 수 있었다.

厚朴이 主藥으로 활용된 病症을 조사해보면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脹滿에서는 熱脹, 寒脹, 䐜脹, 蠱脹, 氣脹 등에 厚朴을 主藥으로 활용하고 있어 厚朴이 脹滿과 많은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한편 積聚에 있어서는 痞塊, 食鬱 등에 厚朴을 主藥으로 활용하고 있어 厚朴을 積聚의 治療에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2.1).

癰疽  痎瘧에서는 癰疽內托, 腎癰, 截瘧 등에 厚朴을 主藥으로 활용하고 있어 厚朴이 外科疾患과 瘧

疾에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그 밖에도 慢脾風, 五藏疳, 噎膈ㆍ反胃, 太陰形證, 傷寒煩燥, 便血, 久泄, 求嗣, 中濕, 寒疝, 消渴 등에 

厚朴을 主藥으로 사용한 方劑를 활용하고 있다 2.3, 2.4).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病因·病理를 조사한 결과는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寒脹, 傷冷服肚, 傷

寒發汗後, 傷寒下後, 風寒暑濕所傷 등 六氣에서는 寒과 련된 病因·病理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氣의 

病理에서는 濁氣在上, 氣脹, 中滿이 활용되었고, 虛의 病理에서는 虛滑, 內氣虛餒, 年衰氣弱이 활용되었다.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에서 使用量을 조사한 결과는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一回 使用量으

로 볼 때 二分, 二分五厘, 三分, 五分, 六分, 七分, 八分, 一錢二分半, 一錢半, 二錢, 二錢半, 三錢, 各等分인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장 많이 使用된 경우가 一錢으로 체 25%를 차지하 으며, 주로 脹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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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聚, 痎瘧 등에 一錢을 많이 사용하 다. 五分이하가 사용된 경우는 疳病과 癰疽 등 주로 皮膚疾患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久泄, 熱脹, 痎瘧, 消渴 등에는 二錢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만성 인 질

환에는 厚朴이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構成內容을 조사해보면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脹滿ㆍ積聚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基本方은 厚朴, 蒼朮, 陳皮로 구성된 平胃散임을 알 수 있다. 5.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脹滿  寒脹에 사용하는 氣木香散은 平胃散과 二薑丸이 基本處方임을 알 수 있으

며, 木香 氣湯은 平胃散을 기본으로 二陳湯과 錢氏異功散類를 합한 處方임을 알 수 있으며, 分消湯은 

平胃散, 枳朮丸, 四苓散, 快氣湯을 합하여 脹滿의 通治方임을 알 수 있다. 消脹飮子와 三和湯, 大正氣散, 

吳茱萸湯역시 각각 平胃散을 基本方으로 사용하고 있다. 積聚에 사용하는 潰 湯, 潰 丸은 香砂平胃散

類에 橘半枳朮丸을 配伍하여 사용하 으며, 加味柴平湯은 平胃散과 柴胡湯을 합한 柴平湯에 六味三稜

丸類를 配伍하여 사용하며, 木香調氣散은 香砂平胃散에 越鞠丸類, 快氣湯을 配伍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

라서 蒼朮과 陳皮는 厚朴과 基本 配合을 이루어 脹滿, 積聚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1)

癰疽疾患에서는 病症에 따라 十宣散, 乳香散, 保元湯, 芎歸湯, 理血湯, 桔梗枳殼湯, 四磨湯類, 不換金正

氣散, 二陳湯등 다양한 處方을 基本方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癰疽內托인 加味十奇散은 十宣散과 乳香

散을 합한 處方이고, 十宣散은 保元湯과 芎歸湯을 합한 處方이다. 한 腎癰에 사용하는 十六味流氣飮은 

十宣散, 理血湯, 桔梗枳殼湯, 四磨湯類를 합한 處方이다. 癰疽雜證에 사용하는 加味不換金正氣散은 不換

金正氣散에 二陳湯을 합한 處方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厚朴이 化濕ㆍ行氣ㆍ消痰作用으로 癰疽疾

患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痎瘧疾患에서는 淸脾湯, 淸脾飮, 人參截瘧飮, 截瘧七寶飮에서 보는 바와 같이 柴胡湯類와 平胃散

類가 基本方을 이루고 있어, 痎瘧疾患에서 厚朴이 半表半裡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그 밖의 질환에서도 五藏疳에 消疳丸, 噎膈反胃에 五膈寬中散, 中濕에 除濕湯, 便血에 厚朴煎, 寒疝에 

三因葱白散을 사용한 에서 볼 수 있듯이 基本方을 厚朴ㆍ蒼朮, 厚朴ㆍ陳皮, 厚朴ㆍ蒼朮ㆍ陳皮의 平胃散

으로 하고 病症에 따라 여러 가지 處方을 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5.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厚朴은 配伍되는 處方이나 藥物에 따라서 化濕 滯, 行氣溫中, 消痰平喘 등의 

다양한 效能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厚朴이 配合된 方劑를 分析하고 構成藥物의 作用을 이

해할 뿐 아니라, 方劑構成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結     論

東醫寶鑑에 厚朴이 主藥으로 配伍된 40處方에 하여 資料調査를 한 바 다음과 같이 要約할수 있었다. 

1. 厚朴이 主藥으로 構成된 方劑의 治療領域에 따른 처방빈도는 脹滿門이 27.5%, 積聚門이 20%, 癰疽

門이 10%, 痎瘧門이 10%로 조사되었다.

2. 厚朴은 熱脹, 寒脹, 䐜脹, 積聚, 痞塊, 食鬱등의 病症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16개 

病症에 사용하 다. 

3. 厚朴이 主藥으로 사용된 處方의 病因·病理는 寒脹·傷冷腹肚·傷寒發汗後·傷寒下後·風寒暑濕所傷 등의 

寒으로 인한 病理가 많았고, 氣脹·濁氣在上·中滿 등의 氣鬱滯로 인한 病理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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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厚朴이 主藥으로 사용된 處方의 1회 厚朴 사용량은 2分∼3錢까지 이며, 1錢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5. 厚朴은 配伍되는 藥物과 處方에 따라 化濕 滯, 行氣溫中, 消痰平喘 등의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厚朴이 主藥으로 사용된 處方의 基本方으로는 平胃散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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