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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ethodology for effectively searching similar 

applications of formulas by comparing applications of pre-existing prescriptions and those 

applied clinically based on the difference in weight ratio of each medicinal. 

Methods : The clinical application part was substituted by prescriptions from the Donguibogam. 

Samples of pre-existing prescriptions were taken from the Bangyakhappyeon. The 

component ratio of Donguibogam prescriptions(Y) and Bangyakhappyeon prescriptions(X1, 

X2) were calculated and expressed as Y = a×X1 +b×X2 + α. (a,b: numbers, α: the rest)

Results : 1. In order to express the component ratio based on arbitrary prescriptions as standard 

prescription, a system that incorporates a storage sector for pre-existing prescription 

data, an input sector for arbitrary prescription data, an analysis sector that compares the 

two, and an output sector that generates analysis results is required. 2. The current 

study shows that the suggested analysis method allows for two standard prescriptions to 

an arbitrary prescrip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nalyze prescriptions that are 

combinations of two standard prescriptions. 3. Based on arbitrary prescription(Y) and 

pre-existing prescription(X1, X2), the combinations could be expressed as Y= a×X1 + 

b×X2 + α. Through finding the most simple combination, it is possible to search the most 

similar application to each arbitrary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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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현재의 한의학 분야의 치료기술에서는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활용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이용한 치료

기술은 鍼, 灸와 함께 여전히 매우 중요한 치료기술

로 사용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치

료 방법 중 환자 맞춤으로 사용되는 첩약의 경우, 

문헌에 기재된 방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감을 통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기본방을 사용하지 않고 적합한 기본방

을 2개 이상 합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용례에 대하여 직접 처방한 한의사가 아

닌 경우에는 처방구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직접 처방한 한의사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처방구성 

원리를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

고 가감을 통하여 변화를 준 처방에 대해서는 유사

한 용례에 대한 정보를 얻어 처방 사용의 근거를 마

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을 다루는 분과가 방제학

이며, 그동안 방제 분야에 대한 현대화 과정에서 방

제명, 본초 구성, 효능, 주치를 이용한 방제의 검색 

방법,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처방 분석 등 다양한 

연구1)2)3)4)5)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처방분석 방법 

중 본초의 중량비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6)7)8)에서는 

1) 김성호, 김성원, 김기욱, 이병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금

궤요략 처방 분석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3). pp.131-146.

2) 김성원, 김기욱, 이병욱.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傷寒

論 組方의 分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1). 

pp.171-189.

3) 김성원, 김기욱, 이병욱. 醫案의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7. 27(1). pp.39-49.

4) 오용택, 김홍준, 김안나. 네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한 온병조

변 처방의 구조적 분석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9. 29(1). pp.65-71.

5) 김철현, 추홍민, 문연주, 성강경, 이상관. 동의보감 두문 처

방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간략화한 두부 증상의 주요 

원인 및 처방.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7. 38(6). 

pp.1000-1006.

6) 박재민, 신병철, 허광호, 이병욱. 보험처방과 실제 임상처방

의 분석을 통한 한약제제 적응증 비교 고찰. 대한예방한

방제명이 아닌 본초 중량비를 이용한 유사도를 분석

하여 0~2의 숫자료 표시하거나, 君臣佐使 개념을 

도입하여 0~10의 값을 가지는 숫자로 표현하여 처

방과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유사한 

기준 방제를 찾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본초 

중량비를 이용한 분석은 본초의 유무 뿐만 아니라, 

군신좌사 개념을 도입한 유사 용례 검색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桂麻各半湯, 桂枝二麻黃一湯을 구분

할 수 있으며, 기준 방제 1개와 비교하여 가장 가까

운 방제를 찾아 줌으로써 임의의 처방을 1개의 기

준 방제 +α로 표현하여 가장 가까운 기준 처방의 

효능을 이용하여 임의 처방의 효능 범위를 간접적으

로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준 처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十全

大補湯을 예로 들면, 四物湯과 四君子湯과 몇 %유

사하고 몇 % 상이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四

君子湯+四物湯의 취지를 가지는 처방임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四君子湯과 四物湯은 각각 40%가 유사

하고 60%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十全

大補湯과 四君子湯, 四物湯은 유사도 측면에서 관계

가 없는 방제로 해석되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補氣補血의 대표 방제인 四君子湯과 四物湯

을 더하여 氣血雙補의 의미로 조성된 八物湯을 四君子

湯+四物湯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산업화 측면에서 이용하면, 특

정 질환 또는 증상에 사용되는 임의의 약물치료 데

이터를 수집하여 다빈도로 사용되는 기준방제를 찾

아 기본 제제 후보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본초 조합에 대하여 

2개이상의 기준 방제와 함께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중 2개의 기준 

방제와 비교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의학회지. 2013. 17(2). pp.129-138.

7) 박한수, 이병욱, 이부균. 군신좌사 개념을 도입한 방제 검

색 및 비교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4. 22(2). pp.45-54.

8) 방민우, 김기욱, 이병욱. 본초 구성을 이용한 방제의 효능 

추론 및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7. 25(1).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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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論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중량비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따라서 문헌에 기재된 

방제 중 본초구성에서 중량 단위가 아닌 표현이 포

함된 방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사용한 본초구성 정보를 문

헌에 기재된 기준 방제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

준 방제를 활용하여 본초 구성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분석방

법 연구를 위하여 실제 임상 처방 데이터를 획득하

여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동일한 데이터 구조

를 가지는 데이터로 동의보감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구성을 활용하였다.

임상 처방을 대신한 동의보감 방제와 비교하는 

기준 방제는 방약합편 방제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처방 DB 구축

본 연구는 Microsoft Access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테이블과 쿼리 그리고 매크

로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과정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 처방을 기준 처방으로 구성

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방제 데이터 저장부, 임

의방제 데이터 입력부 및 기존방제와 임의방제를 비

교하는 데이터 분석부 및 분석 결과를 출력하는 데

이터 출력부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1.) 테이블 A와 Aname은 방약합편의 방제명과 본

초구성 데이터를 입력하였고, 테이블 B와 Bname은 

동의보감의 방제명과 본초구성 데이터를 입력하였

다. 본초구성 정보 중 중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은 내

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데이터 테이블

방제의 구성비를 비교하기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의 필드 속성은 숫자, 텍스트, Yes/No로 구

성하였다. 

그림 1. 분석을 위한 데이터 테이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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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번호, 본초종류, 본초수, ANameNo, Combi1, 

Combi2, 처방번호 필드는 숫자 중 정수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분량, 비율, 비율차, 방제총량, 추가분량, 분량의

합계, 최소배수, 환산값, 기본은 숫자 중 실수 속성

으로 설정하였다.

본초명, 단위, 포제, 한글방제명, 방제명, 출전, 제

제명, 조합, Herb, 원본단위, 환산단위는 텍스트 속

성으로 설정하였다.

제제분석, 확인은 Yes/No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3) 선택쿼리

방제의 구성비 비교과정에서 필요한 임시 데이터

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쿼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Top1

PC환경에서 동의보감에 기재된 방제 전체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교가 완료되지 

않은 방제 중 방제번호가 가장 작은 것 1개를 선택

하는 방법

SELECT TOP 1 BName.방제번호, BName.방제명

FROM BName

WHERE (((BName.확인)=No))

ORDER BY BName.방제번호;

(2) MV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 용량을 

방약합편의 방제를 구성하고 있는 본초의 중량비로 

나눈 값을 출력하는 방법. 이 값의 최소값이 동의보

감 방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약합편 방제의 중량

(錢)이 된다.

SELECT TempVirtualA.방제번호, 

TempVirtualA.[B/A]

FROM TempVirtualA

WHERE (((TempVirtualA.[B/A])>0));

(3) E

D 테이블에 저장된 배방 가능 값에 방약합편 방

제의 본초 구성비를 곱하여 방제 배방시 실제 본초

의 중량을 계산하는 방법(단위는 錢)

SELECT D.처방번호, A.본초명, [D].[최소배

수]*[A].[비율] AS 배방분량

FROM D INNER JOIN A ON D.처방번호 = A.

방제번호;

그림 2. 테이블의 필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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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수

분석 과정을 마친 결과가 저장된 Result 테이블

에서 분석대상 방제에 대한 조합분석 결과의 레코드 

수를 출력하는 방법. 이 값이 적을수록 분석 대상 

방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SELECT Result.조건방제번호, Result.조합, 

Result.비교제제번호1, BName.방제총량, Count 

(Result.조건방제번호) AS 조건방제번호의개수, 

Sum(Result.추가분량) AS 추가분량의합계

FROM BName INNER JOIN Result ON 

BName.방제번호 = Result.조건방제번호

GROUP BY Result.조건방제번호, Result.조합, 

Result.비교제제번호1, BName.방제총량

HAVING (((Result.조건방제번호)<>[Result].[비

교제제번호1]));

(5) 추천조합결과

분석 과정을 마친 결과가 저장된 Result 테이블

의 내용 중 분석대상 방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조

합이 5개 이하로 간단한 경우만 추출하여 출력하는 

방법.

SELECT Result.조건방제번호, BName.본초종류, 

조합수.조건방제번호의개수, Result.방제명, BName.

방제총량, Result.조합, Result.비교제제번호1, 

Result.비교제제번호2, Result.제제명, Result.추가분

량, Result.단위, [Result].[추가분

량]*3.75/[BName].[방제총량]*100 AS 구성비

FROM BName INNER JOIN (조합수 INNER 

JOIN Result ON (조합수.조건방제번호 = Result.조

건방제번호) AND (조합수.조합 = Result.조합) 

AND (조합수.비교제제번호1 = Result.비교제제번호

1)) ON BName.방제번호 = 조합수.조건방제번호

WHERE (((조합수.조건방제번호의개수)<6))

ORDER BY Result.조건방제번호, 조합수.조건방제

번호의개수, Result.조합, Result.비교제제번호1 DESC 

, Result.비교제제번호2, Result.추가분량 DESC;

(6) 배방만족비추천

분석 과정을 마친 결과가 저장된 Result 테이블

을 바탕으로 방약합편 2개 이하의 방제 조합으로 

비교대상 방제의 80%이상 본초 구성을 만족하는 경

우를 출력하는 방법

SELECT 배방만족비전체.조건방제번호, 배방만족

비전체.방제명, 배방만족비전체.조합, Sum(배방만족

비전체.배방만족비) AS 배방만족비의합계

FROM 배방만족비전체

GROUP BY 배방만족비전체.조건방제번호, 배방

만족비전체.방제명, 배방만족비전체.조합, 배방만족

비전체.비교제제번호1

HAVING (((Sum(배방만족비전체.배방만족

비))>0.8) AND ((배방만족비전체.비교제제번호

1)<>[배방만족비전체].[조건방제번호])) OR 

(((Sum(배방만족비전체.배방만족비))=0.8) AND ((배

방만족비전체.비교제제번호1)<>[배방만족비전체].

[조건방제번호]))

ORDER BY 배방만족비전체.조건방제번호, Sum

(배방만족비전체.배방만족비) DESC;

4) 분석 과정9)

분석 과정은 방약합편 방제 정보를 기록한 A, 

AName 테이블과 동의보감 방제 정보를 기록한 B, 

BName 테이블의 내용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BName 테이블에 기록된 동의보감 방제 목록 하

나를 선택하여 방약합편 방제 전체와 비교하고, 다

시 다음 방제 하나를 선택하여 방약합편 방제 전체

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개의 방약합편 방제로 동의보감 방제구성을 표

현하는 과정에서 방약합편의 2개의 방제를 구성하

는 본초 구성은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기록된 29 단계의 쿼리를 매크로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자하는 방제의 목록 수 만큼 반복하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Query01

9) 이병욱. 처방전 혼합 비율 분석 시스템 및 방법. 특허청. 

2021. 출원번호(10-2020-0111637).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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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비로 표현된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의 방

제별 총량과 본초종류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

DELETE BSum.방제번호

FROM BSum;

(2) Query02

중량비로 표현된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의 방

제별 총량과 본초종류 정보를 BSum 테이블에 추가

하는 과정

INSERT INTO BSum ( 방제번호, 분량의합계, 

본초수 )

SELECT B.방제번호, Sum(B.분량) AS 분량의합

계, Count(B.본초명) AS 본초명의개수

FROM B

GROUP BY B.방제번호;

(3) Query03

방제 비교를 위하여 임시로 생성한 본초구성 테

이블을 삭제하는 과정

DELETE TempVirtualA.방제번호

FROM TempVirtualA;

(4) Query04

방약합편의 본초구성 비와 비교 대상 처방 구성

비의 차이를 원래 상태로 초기화하는 과정

UPDATE A SET A.비율차 = [A].[비율];

(5) Query05

방약합편 테이블의 방제번호에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을 가상으로 조합하여 비교대상 가상 본초

구성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TempVirtualA ( 방제번호, 본초

명, 비율, 분량, 단위 )

SELECT AName.방제번호, B.본초명, B.비율, B.

분량, B.단위

FROM AName, Top1 INNER JOIN B ON 

Top1.방제번호 = B.방제번호

WHERE (((AName.제제분석)=Yes));

(6) Query06

A 테이블의 본초구성 데이터와 TempVirtualA 

테이블의 본초구성 데이터를 방제번호와 본초명이 

같은 경우에 대하여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A 테

이블의 비율차 필드값으로 변경하는 과정

UPDATE A INNER JOIN TempVirtualA ON 

(A.본초명 = TempVirtualA.본초명) AND (A.방제번

호 = TempVirtualA.방제번호) SET A.비율차 = 

[A].[비율]-[TempVirtualA].[비율];

(7) Query07

방약합편 데이터 중 용량비 분석이 가능한 대상

을 분석 가능하도록 제외목록의 상태를 No로 초기

화하는 과정

UPDATE ExceptA INNER JOIN AName ON 

ExceptA.처방번호 = AName.방제번호 SET 

ExceptA.제외 = No

WHERE (((AName.제제분석)=Yes));

(8) Query08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과 비

교하여 동의보감 방제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본초를 

가진 방약합편 방제를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분석 제

외목록 테이블의 값을 Yes로 바꾸는 과정

UPDATE A INNER JOIN ExceptA ON A.방제

번호 = ExceptA.처방번호 SET ExceptA.제외 = 

Yes

WHERE (((A.비율)=[A].[비율차]));

(9) Query09

동의보감의 비교대상 본초구성과 방약합편 구성

의 배율을 본초 별로 표기하는 과정

UPDATE TempVirtualA INNER JOIN A ON 

(TempVirtualA.방제번호 = A.방제번호) AND 

(TempVirtualA.본초명 = A.본초명) SET 

TempVirtualA.[B/A] = [TempVirtualA].[분

량]/[A].[비율]

WHERE (((A.비율)<>0));



기존방제를 기반한 처방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尹泓傑ㆍ金基郁ㆍ吳龍澤ㆍ李丙旭

2021. 11 
34권4호 

71

(10) Query10

비교가 필요없는 가상의 방약합편 본초 구성을 

삭제하기 위해 본초명을 "Del"로 변경하는 과정

UPDATE ExceptA INNER JOIN TempVirtualA 

ON ExceptA.처방번호 = TempVirtualA.방제번호 

SET TempVirtualA.본초명 = "Del"

WHERE (((ExceptA.제외)=Yes));

(11) Query11

TempVirtualA 임시가상테이블에서 본초명 필드

가 "Del"인 경우를 삭제하는 과정

DELETE [TempVirtualA].[본초명]

FROM TempVirtualA

WHERE ((([TempVirtualA].[본초명])="Del"));

(12) Query12

이전 과정에서 방약합편 방제와 비교한 동의보감 

방제의 배방정보를 삭제하는 과정

DELETE D.처방번호

FROM D;

(13) Query13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을 넘

지않는 방약합편 방제의 본초구성 최대 배방정보를 

D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D ( 처방번호, 최소배수 )

SELECT MV.방제번호, Min(MV.[B/A]) AS 

[B/A의최소값]

FROM MV

GROUP BY MV.방제번호;

(14) Query14

이전 과정에서 방약합편에 기재된 방제로 조합을 

해석한 동의보감 방제의 방제조합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

DELETE Combi.ANameNo

FROM Combi;

(15) Query15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에 포함된 방약합

편 방제의 본초구성 정보를 합집합으로 계산하기 위

해 1번째 조합으로 선정된 방약합편 방제의 본초명

을 Combi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Combi ( Combi1, Combi2, 

ANameNo, Herb )

SELECT D.처방번호, D_1.처방번호, Top1.방제

번호, A.본초명

FROM Top1, D AS D_1, D INNER JOIN A 

ON D.처방번호 = A.방제번호;

(16) Query16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에 포함된 방약합

편 방제의 본초구성 정보를 합집합으로 계산하기 위

해 2번째 조합으로 선정된 방약합편 방제의 본초명

을 Combi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Combi ( Combi1, Combi2, 

ANameNo, Herb )

SELECT D.처방번호, D_1.처방번호, Top1.방제

번호, A.본초명

FROM D, Top1, D AS D_1 INNER JOIN A 

ON D_1.처방번호 = A.방제번호;

(17) Query17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본초구성 용량 

전체를 Result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

SELECT TempVirtualA.방제번호, 

TempVirtualA.본초명, TempVirtualA.분량, "錢", 

[AName].[방제명] & " + x" AS 조합

FROM (D INNER JOIN TempVirtualA ON D.

처방번호 = TempVirtualA.방제번호) INNER JOIN 

AName ON TempVirtualA.방제번호 = AName.방

제번호;

(18) Query18

현재 비교중인 동의보감 방제가 2개의 방약합편 

방제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할 경우의 동의보감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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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초구성 용량 전체 추가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비교제제번호2 )

SELECT TempVirtualA.방제번호, 

TempVirtualA.본초명, TempVirtualA.분량, "錢", 

Combiname.CombiName, Combiname.Combi2

FROM Combiname INNER JOIN TempVirtualA 

ON Combiname.Combi1 = TempVirtualA.방제번

호;

(19) Query19

Result 테이블에서 현재 분석중인 동의보감 방제

에 포함된 본초 구성과 중복되는 첫 번째 방약합편 

방제의 구성 본초의 본초명을 "Del"로 표기하는 과

정

UPDATE Result INNER JOIN A ON (Result.제

제명 = A.본초명) AND (Result.비교제제번호1 = 

A.방제번호) SET Result.제제명 = "Del"

WHERE (((Result.조건방제번호) Is Null));

(20) Query20

Result 테이블에서 현재 분석중인 동의보감 방제

에 포함된 본초 구성과 중복되는 두 번째 방약합편 

방제의 구성 본초의 본초명을 "Del"로 표기하는 과

정

UPDATE Result INNER JOIN A ON (Result.제

제명 = A.본초명) AND (Result.비교제제번호2 = 

A.방제번호) SET Result.제제명 = "Del"

WHERE (((Result.조건방제번호) Is Null));

(21) Query21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구성 재현시 1

개의 방제만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용할 방약합편 

방제의 배방 표기와 최소 배수를 Result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

SELECT D.처방번호, AName.방제명, D.최소배

수, "錢", [AName].[방제명] & " + x" AS 조합

FROM AName AS AName_1 INNER JOIN (D 

INNER JOIN AName ON D.처방번호 = AName.방

제번호) ON AName_1.방제번호 = D.처방번호;

(22) Query22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구성 재현시 2

개의 방제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용할 방약합편의 첫 

번째 방제의 배방 표기를 결과 테이블에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

SELECT D.처방번호, AName.방제명, D.최소배

수, "錢", Combiname.CombiName

FROM Combiname INNER JOIN (D INNER 

JOIN AName ON D.처방번호 = AName.방제번호) 

ON Combiname.Combi1 = D.처방번호;

(23) Query23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구성 재현시 2

개의 방제만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용할 방약합편

의 두 번째 방제의 배방 표기를 결과 테이블에 추가

하는 과정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2,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비교제제번호1 )

SELECT D.처방번호, AName.방제명, D.최소배

수, "錢", Combiname.CombiName, 

Combiname.Combi1

FROM Combiname INNER JOIN (D INNER 

JOIN AName ON D.처방번호 = AName.방제번호) 

ON Combiname.Combi2 = D.처방번호;

(24) Query24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 구성 재현시 1개

의 방약합편 방제를 사용할 경우 방약합편 방제 배

방 이후 부족한 본초 용량을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

SELECT E.처방번호, E.본초명, [B].[분

량]-[E].[배방분량] AS [B-E], "錢", [A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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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 & " + x" AS 조합

FROM (Top1 INNER JOIN (B INNER JOIN E 

ON B.본초명 = E.본초명) ON Top1.방제번호 = B.

방제번호) INNER JOIN AName ON E.처방번호 = 

AName.방제번호

WHERE ((([B].[분량]-[E].[배방분량])>0));

(25) Query25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구성 재현시 2

개의 방제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용할 방약합편의 첫 

번째 방제의 배방 이후 부족한 본초 용량을 추가하

는 단계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1,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

SELECT E.처방번호, E.본초명, [B].[분

량]-[E].[배방분량] AS [B-E], "錢", 

Combiname.CombiName

FROM (Top1 INNER JOIN (B INNER JOIN E 

ON B.본초명 = E.본초명) ON Top1.방제번호 = B.

방제번호) INNER JOIN Combiname ON E.처방번

호 = Combiname.Combi1

WHERE ((([B].[분량]-[E].[배방분량])>0));

(26) Query26

비교가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구성 재현시 2

개의 방제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용할 방약합편의 두 

번째 방제의 배방 이후 부족한 본초 용량을 추가하

는 단계

INSERT INTO Result ( 비교제제번호2, 제제명, 

추가분량, 단위, 조합, 비교제제번호1 )

SELECT E.처방번호, E.본초명, [B].[분

량]-[E].[배방분량] AS [B-E], "錢", 

Combiname.CombiName, Combiname.Combi1

FROM (Top1 INNER JOIN (B INNER JOIN E 

ON B.본초명 = E.본초명) ON Top1.방제번호 = B.

방제번호) INNER JOIN Combiname ON E.처방번

호 = Combiname.Combi2

WHERE ((([B].[분량]-[E].[배방분량])>0));

(27) Query27

Result 테이블에 현재 비교 진행중인 동의보감 

방제의 번호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 

UPDATE Top1, Result SET Result.조건방제번

호 = [Top1].[방제번호], Result.방제명 = 

[Top1].[방제명]

WHERE (((Result.조건방제번호) Is Null) AND 

((Result.방제명) Is Null));

(28) Query28

비교 완료한 현재 비교 대상 동의보감 방제의 상

태를 비교 완료로 수정하는 과정

UPDATE Top1 INNER JOIN BName ON 

Top1.방제번호 = BName.방제번호 SET BName.확

인 = Yes;

(29) Query29

Result 테이블에서 방약합편 방제에 포함되어 삭

제할 제제명 필드의 값이 “Del”인 레코드와 추가하

는 본초의 양이 미미한 경우(0.001보다 적은 경우)

를 삭제하는 과정

DELETE Result.추가분량, Result.제제명

FROM Result

WHERE (((Result.추가분량)<0.001)) OR 

(((Result.제제명)="Del"));

5) 결과

동의보감의 八物湯과 十全大補湯을 방약합편의 

방제와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의 八物湯은 白朮, 人蔘, 茯苓, 甘草, 川

芎, 熟地黃, 當歸, 白芍藥 각 1.2錢으로 입력하였고, 

十全大補湯은 白朮, 人蔘, 茯苓, 甘草, 川芎, 熟地黃, 

當歸, 白芍藥, 黃芪, 肉桂 각 1錢으로 입력하였다.

八物湯에 대한 분석 완료 후 추천조합쿼리를 실

행하고 중복을 제거하여 표 1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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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全大補湯에 대한 분석 완료 후 추천조합쿼리를 

실행하고 중복을 제거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Ⅲ. 考 察

본 연구에서의 처방 분석방식은 기존 문헌에 기

록된 방제의 본초구성을 중량비로 환산한 정보를 데

이터 테이블에 기록하고, 한의사가 환자 맞춤 처방

(y)을 구성했을 경우 처방구성에 포함된 본초의 중

량정보와 기존 방제(x1, x2)의, 본초구성 비를 비교

하여 최대 방제의 최대 포함이 가능한 倍數(a1, a2: 

소수 표현이 가능한 실수 타입)를 구하고, 기존 방

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본초 용량(α)을 나머지

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Y = a1·X1 + a2·X2 + α

이때 y에 없는 본초가 포함된 Xn은 분석 결과에

서 제외된다. 

동의보감의 十全大補湯을 방약합편의 四物湯, 四

君子湯, 八物湯, 六味地黃元, 六君子湯과 비교하는 

것으로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시 방제의 본초구성과 중량비

(1) 十全大補湯(Y): 熟地黃, 黃芪, 川芎, 肉桂, 白

朮, 白芍藥, 茯苓, 當歸, 甘草, 人蔘 各 1錢

(2) 四物湯(X1): 熟地黃 0.25, 川芎 0.25, 當歸 

0.25, 白芍藥 0.25

(3) 四君子湯(X2): 人蔘 0.25, 甘草 0.25, 白朮 

0.25, 茯苓 0.25

동의

보감
조합 방약합편 추가분량

八

物

湯

芎歸湯 + 四君子湯

(75%)

四君子湯 4.8錢

芎歸湯 2.4錢

白芍藥 1.2錢

熟地黃 1.2錢

芎歸湯 + 三白湯

(66.6%)

三白湯 4錢

芎歸湯 2.4錢

人蔘 1.2錢

熟地黃 1.2錢

甘草 0.8錢

佛手散 + 四君子湯

(70.8%)

四君子湯 4.8錢

佛手散 2錢

熟地黃 1.2錢

白芍藥 1.2錢

川芎 0.4錢

四君子湯 + 四物湯

(100%)

四物湯 4.8錢

四君子湯 4.8錢

四君子湯 + x

(50%)

四君子湯 4.8錢

川芎 1.2錢

白芍藥 1.2錢

當歸 1.2錢

熟地黃 1.2錢

四物湯 + x

(50%)

四物湯 4.8錢

白朮 1.2錢

人蔘 1.2錢

茯苓 1.2錢

甘草 1.2錢

八物湯 + x(100%) 八物湯 9.6錢

표 1. 八物湯 추천조합

동의

보감
조합 방약합편 추가분량

十

全

大

補

湯

四君子湯 + 四物湯

四君子湯 4錢

四物湯 4錢

肉桂 1錢

黃芪 1錢

十全大補湯 + x

十全大補

湯
9.6667錢

肉桂 0.1667錢

黃芪 0.1667錢

八物湯 + x

八物湯 8錢

肉桂 1錢

黃芪 1錢

표 2. 十全大補湯 추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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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八物湯(X3) : 熟地黃 0.125, 川芎 0.125, 當

歸 10.25, 白芍藥 0.125, 人蔘 0.125, 甘草 0.125, 

白朮 0.125, 茯苓 0.125

(5) 六味地黃元(X4): 熟地黃 0.32, 山藥 0.16, 山

茱萸 0.16, 澤瀉 0.12, 茯苓 0.12, 牧丹皮 0.12

(6) 佛手散(X5): 當歸 0.6, 川芎 0.4

표 3에서 음영처리된 山藥, 山茱萸, 澤瀉, 牧丹皮, 

半夏, 陳皮는 十全大補湯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본초 이므로 이를 포함한 X4는 十全大補湯을 분석

하여 표현하는 결과에서 제외된다.

 

2) 十全大補湯에 포함된 방제의 최대 배율(a)

 표 4는 十全大補湯을 구성하는 각각의 본초 용

량을 四君子湯, 四物湯, 八物湯, 佛手散을 구성하는 

각각의 본초 중량비로 나눈 값을 표기한 것이다. X5 

佛手散을 예로 들면, 當歸의 1.67과 川芎 2.5는 十

全大補湯의 當歸 1錢은 佛手散 1.67錢에 포함된 當

歸의 양과 같고, 川芎 1錢은 佛手散 2.5錢에 포함된 

川芎의 양과 같다는 뜻이다. 즉 當歸 0.6 x 1.67錢 

≒ 1錢, 川芎 0.4 x 2.5錢 ≒ 1錢이다. 

이는 또한, 十全大補湯 10錢의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佛手散은 최대 1.6錢까지만 사용할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율의 최소값 1.6이 十全大

補湯 10錢에 포함된 佛手散의 a 값이 된다.

나머지 十全大補湯 10錢의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서 四君子湯과 四物湯은 각각 4錢까지 사용할 수 

있고, 八物湯은 8錢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十全大補湯의 기존 방제 이외의 구성(α)

(1) 佛手散

표 5는 十全大補湯 10錢과 佛手散 1.67錢의 차

이를 계산한 것으로 十全大補湯 10錢을 佛手散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十全大補湯 10錢 = 佛手散 1.6錢 + 熟地黃, 白

芍藥, 白朮, 茯苓, 甘草, 人蔘, 黃芪, 肉桂 각 1錢 + 

川芎 0.332錢

이상의 결과로 볼 때 佛手散은 十全大補湯을 설

방제
본초명

X1 X2 X3 X4 X5

熟地黃  1錢 25% 0% 13% 32% 0%

當歸  1錢 25% 0% 13% 0% 60%

白芍藥  1錢 25% 0% 13% 0% 0%

川芎  1錢 25% 0% 13% 0% 40%

白朮  1錢 0% 25% 13% 0% 0%

茯苓  1錢 0% 25% 13% 12% 0%

甘草  1錢 0% 25% 13% 0% 0%

人蔘  1錢 0% 25% 13% 0% 0%

黃芪  1錢 0% 0% 0% 0% 0%

肉桂  1錢 0% 0% 0% 0% 0%

山藥  0錢 0% 0% 0% 16% 0%

山茱萸  0錢 0% 0% 0% 16% 0%

澤瀉  0錢 0% 0% 0% 12% 0%

牧丹皮  0錢 0% 0% 0% 12% 0%

총량 (10錢) 1 1 1 1 1

표 3. 十全大補湯과 구성비 비교 대상 방제의 구

성비

방제

본초명
X1 X2 X3 X5

熟地黃  1錢 4 ∞ 8 ∞

當歸  1錢 4 ∞ 8 1.67

白芍藥  1錢 4 ∞ 8 ∞

川芎  1錢 4 ∞ 8 2.5

白朮  1錢 ∞ 4 8 ∞

茯苓  1錢 ∞ 4 8 ∞

甘草  1錢 ∞ 4 8 ∞

人蔘  1錢 ∞ 4 8 ∞

黃芪  1錢 ∞ ∞ ∞ ∞

肉桂  1錢 ∞ ∞ ∞ ∞

허용가능
최대 배수 4 4 8 1.67

표 4. 十全大補湯의 본초 용량을 본초구성비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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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제라고 볼 수 있다. 

(2) 八物湯

표 6은 十全大補湯 10錢과 八物湯 8錢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十全大補湯 10錢을 八物湯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十全大補湯 10錢 = 八物湯 8錢錢 + 黃芪, 肉桂 

각 1錢 

이상의 결과로 볼 때 八物湯은 비교적 간단하게 

十全大補湯을 설명할 수 있고, 八物湯 8錢이 十全大

補湯 10錢의 80% 이상 충족하므로 十全大補湯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방제라고 할 수 있다.

(3) 四物湯 + 四君子湯

표 7은 十全大補湯 10錢과 四物湯 4錢 + 四君子

湯 4錢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十全大補湯 10錢을 

四物湯 + 四君子湯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十全大補湯 10錢 = 四物湯 4錢+ 四君子湯 4錢 

+ 黃芪, 肉桂 각 1錢 

이상의 결과로 볼 때 四物湯 + 四君子湯은 비교

적 간단하게 十全大補湯을 설명할 수 있고, 四物湯 

4錢+ 四君子湯 4錢이 十全大補湯 10錢의 80% 이

상 충족하므로 十全大補湯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방

제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四君子湯과 四物湯 단독으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면, 두 방제 모두 40% 정도만 유사하고 6개의 다른 

본초구성을 추가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을 구성

하게 되어 十全大補湯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제

본초명

1.67(a) x 
X5 α(Y-a·X5)

熟地黃  1錢 0 1錢

當歸  1錢 1錢 0

白芍藥  1錢 0 1錢

川芎  1錢 0.668錢 0.332錢

白朮  1錢 0 1錢

茯苓  1錢 0 1錢

甘草  1錢 0 1錢

人蔘  1錢 0 1錢

黃芪  1錢 0 1錢

肉桂  1錢 0 1錢

표 5. 十全大補湯과 佛手散의 비교

방제

본초명
8(a) x X3 α(Y-a·X3)

熟地黃  1錢 1錢 0

當歸  1錢 1錢 0

白芍藥  1錢 1錢 0

川芎  1錢 1錢 0

白朮  1錢 1錢 0

茯苓  1錢 1錢 0

표 6. 十全大補湯과 八物湯의 비교

甘草  1錢 1錢 0

人蔘  1錢 1錢 0

黃芪  1錢 0 1錢

肉桂  1錢 0 1錢

방제

본초명

4(a1) 
x X1

4(a2) 
x X2

α
(Y-a1·X1-a2·X2)

熟地黃  1錢 1錢 0 0

當歸  1錢 1錢 0 0

白芍藥  1錢 1錢 0 0

川芎  1錢 1錢 0 0

白朮  1錢 0 1錢 0

茯苓  1錢 0 1錢 0

甘草  1錢 0 1錢 0

人蔘  1錢 0 1錢 0

黃芪  1錢 0 0 1錢

肉桂  1錢 0 0 1錢

표 7. 十全大補湯과 四物湯 + 四君子湯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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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

용자가 2개의 방제의 조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의 방제 조합과 나머지 본

초조합을 이용하여 임의의 본초구성을 해석할 수 있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하여 사

용자가 적절한 수준의 조건을 붙여 설명이 간단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방법을 반복하

는 것 만으로 다수의 처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므

로 중량비 정보로 표현된 특정 질환 또는 증상에 사

용된 다수의 임상 처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빈용되는 기본 방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므로, 약물구성 정보에 個, 少許, 粒 등의 내

용을 포함한 방제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초별 중량표기가 아닌 

경우 중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론상 3개 이상의 방제 조합으로 분석하는 방법

은 본론에서 소개한 쿼리의 수행단계의 일부 수정만

으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관계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연산의 규모가 ‘+’가 아닌 ‘×’ 관계

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PC 환경에서는 2개의 

방제 + α로 해석하는 정도로 진행하였다. 

Ⅳ. 結 論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환자맞춤 첩약의 경우, 문

헌에 기재된 방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감을 통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기본방을 사용하지 않고 적합한 기본방

을 2개 이상 합방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용례에 대하여 기존의 방제 정보 또는 유사한 용례

를 이용하여 처방구성을 표현함으로써 처방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환자 맞춤 처방의 분석을 위해서는 처방의 본초

구성을 중량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2. 환자 맞춤 처방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방제의 본초구성은 중량비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

를 사용한다.

3. 11개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분석 대상 처방과 기

존 방제 데이터, 그리고 분석 과정에 생성되는 데

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환자 맞춤 처방을 기존의 방

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4. PC 환경에서 Microsoft Access 프로그램의 쿼

리와 매크로의 반복 활용을 통하여 임의의 처방 Y

에 대하여 Y = a1·X1 + a2·X2 + α와 간치 기존

의 방제 X1, X2와 나머지 α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

5. 분석된 데이터 결과에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간

편한 조합을 찾아 환자맞춤 처방의 구성원리를 설

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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