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제 5기

(2019년 9월 23일 ~ 2019년 11월 22일)

약선설계학이론
강사:최

지

기해년 제5기의 허사(虛邪)『황제내경〮육원정기대론』15
기해년 제 5기의 주기(主氣)는 조금(燥金)이고 객기(客氣)는 습토(濕土)이다.
토생금(土生金)으로 객기인 습토가 주기인 조금보다 우위에 있다.
풍목(風木)이 사천인 해에 주기가 조금이고 객기가 습토이면
“조습갱승(燥濕更勝)” 즉, 건조함(燥)과 습함(濕)이 교대로 강해진다고 하였다.
“한기급체(寒氣及體)”라 하여 기후가 차가워져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풍우내행(風雨乃行)”이라 하여 비바람이 잦다고 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의 4기에 습열이 성하여 모공이 극도로 개방되어 있다가
제5기로 오면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건조함과 습함이 교대로 강해지지만
건조함은 정상적인 계절 특성이므로 이 시기의 허사는 습사(濕邪)이다.

제5기 허사(虛邪)의 피해를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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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의 기본 원리
• 『기해년 육기(六氣) 』중 제5기는
추분(秋分)(9/23) ~ 소설(小雪) 전날(11/21) 까지이다.
1. 주관식품 : 맛이 짜고 따뜻한 식품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 비(脾)는 습(濕)해지면 가장 고통스러워
하므로 급히 고미(苦味)를 먹어서 그 습을 말려야 한다.
☞ 그러나 쓴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비(脾)를 상하게 하고,
특히 이 기간에는 조습(燥濕)이 교대로 강해지므로
오히려 조사(燥邪)가 발동할 수 있다.
고전에서 권하는 짠맛으로 대용해야 한다.
2. 보조식품 : 달고 매운 맛 -> 땀을 내고,
쓴맛 -> 습(濕)을 말린다.

풍어방(風魚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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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십육지』(교문사, 299쪽)의 풍어방(風魚方)은 기해년 제5기 虛邪를 물
리치는데 유익한 처방이다.
청어 1근에 소금 4전, 화초, 사인, 파, 참기름, 채 썬 생강, 채 썬 귤피
등을 넣고 10일 동안 절였다 꼬챙이에 꿰어 연기를 쏘인다.

방해]
君
臣

주효재료 - 청어
동행식품 - 청어의 효능을 증강 시켜주는 식품
화초(花椒)는 辛溫 하고 한습(寒濕)으로 습비(濕痺)를 치료할 수 있다.
佐使 보조식품
귤피는 기순환을 도와 제습, 물고기의 독을 해독,
사인은 위장을 보호,
총백과 생강은 외부 습사가 풍한 사기를 타고 침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
견제• 보조식품
참기름은 甘凉으로 온열(溫熱)의 지나침을 견제하고 대변이 잘 통하게 한다.
견제 • 보조• 해독식품
소금은 鹹寒으로 온열의 지나침을 견제하고
대소변이 잘 통하게 하면서 해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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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청어(鲱魚)

폐신

보허 이수

짜고 따뜻하다

소금(食鹽)

위신

연견 해독

산초(花椒)

비신

귤피(陳皮)

중량

약상

600

소통(-3)

짜고 차다

15(건)

하강(-8)

거풍습 온리

맵고 따뜻하다

3(건)

발열(+7)

비폐

이기 화담

맵고 쓰고 따뜻..

3(건)

발생(+4)

사인(砂仁)

비신

소식 온리

맵고 따듯하다

3(건)

발열(+7)

생강(生薑)

폐위

강역 해표

맵고 따뜻하다

5

발열(+7)

참기름(麻油)

대장경

윤조 해독

달고 시원하다

10

배출(+3)

고추(辣椒)

비, 위

거풍습 온리

맵고 뜨겁다

3(건)

발열(+8)

보허 윤조

달고 평하다

3(건)

배출(+4)

참깨(白脂麻)

동용금기
산초-과루 / 생강-술
선상은 성숙, 선상치는 -274
불필요한 부산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영양물질만 풍부한
열매가 성숙되는 추수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청열, 보허, 윤조의 용도로 사용.

15

풍어방의 약선설계
약선설계 조건
선상은 성숙, 선상치는 -274의 ± 50 사이에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주관식품(군)의 재료는 무엇인가?
동행식품(신)의 첨가재료의 약상은 ?
보조식품(좌사)의 첨가재료의 약상은?
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청어(鲱魚)

폐신

보허 이수

짜고 따뜻하다

소금(食鹽)

위신

연견 해독

산초(花椒)

비신

귤피(陳皮)

중량

약상

600

소통(-3)

짜고 차다

15(건)

하강(-8)

거풍습 온리

맵고 따뜻하다

3(건)

발열(+7)

비폐

이기 화담

맵고 쓰고 따뜻..

3(건)

발생(+4)

사인(砂仁)

비신

소식 온리

맵고 따듯하다

3(건)

발열(+7)

생강(生薑)

폐위

강역 해표

맵고 따뜻하다

5

발열(+7)

참기름(麻油)

대장경

윤조 해독

달고 시원하다

10

배출(+3)

고추(辣椒)

비, 위

거풍습 온리

맵고 뜨겁다

3(건)

발열(+8)

보허 윤조

달고 평하다

3(건)

배출(+4)

참깨(白脂麻)

약상(藥象) 10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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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 해빙기
• 땅과 대기가 모두 ㊀인 혹한기가 지나고 대기가 ㊉가 나타나면서 얼
었던 물체들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소통이 시작된다.
• 이때의 땅속은 ㊉는 모두 지표를 녹이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
의 느낌은 아직 ㊀다.
• 맛은 음의 맛(-T,-mT)이며 성질은 미온(微溫), 열(熱) 이다.

㊀

소통은 얼었던 물체들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소통이 시작되는
해빙기(解氷期)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능 25분류 중
수삽(收澁), 보허(補虛), 활혈(活血),
거풍습(祛風濕)의 용도로 사용됨.

소통(疏通)

효능(效能) 25분류
• 보기(補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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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선설계학 1권 P78

1) 익기(益氣) 등의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보기(補氣)’라고
2)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보익법인데 그 중 기허증(氣虛
證), 즉 기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병증에 대하여 그 부족해진
기를 보충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3) 기허증이 생기는 것은 주로 폐(肺)와 비(脾) 두 장기와 관련된
다.

효능(效能) 25분류
• 보양(補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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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선설계학 1권 P78

1) 장양(壯陽), 조양(助陽) 등의 비슷한 용어들도 있지만 모든
의미를 종합하여 ‘보양(補陽)’이라고만 표현한다.
1) 양(陽)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2) 양기(陽氣)의 근본인 신(腎)에 있으므로 보양이라고 하면
신양(腎陽)을 보충하는 것을 말할 때가 많다.

기해년 제 5기 추분(秋分) ~ 소설(小雪) 전날
(2019년 9월 23일 ~ 2019년 11월 21일)
[5-5] 전약(煎藥)
[5-6] 주엄하방(酒醃蝦方)

안

문

생

기해년 제5기의 허사(虛邪)

『황제내경〮육원정기대론』

기해년 제 5기의 주기(主氣)는 조금(燥金)이고 객기(客氣)는 습토(濕土)이다.
토생금(土生金)으로 객기인 습토가 주기인 조금보다 우위에 있다.
풍목(風木)이 사천인 해에 주기가 조금이고 객기가 습토이면
“조습갱승(燥濕更勝)” 즉, 건조함(燥)과 습함(濕)이 교대로 강해진다고 하였다.
“한기급체(寒氣及體)”라 하여 기후가 차가워져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풍우내행(風雨乃行)”이라 하여 비바람이 잦다고 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의 4기에 습열이 성하여 모공이 극도로 개방되어 있다가
제5기로 오면서 갑자기 서늘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건조함과 습함이 교대로
강해지지만 건조함은 정상적인 계절 특성이므로 이 시기의 허사는 서늘한 습사
(濕邪)이다.

제5기 허사(虛邪)인 습사(濕邪)에 의한 질병
1. 습비(濕痺) : ①몸과 팔다리가 무겁고
②부으며
③피부 감각이 둔해지고
④뼈마디가 아프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 심해진다.
☞ 영기(營氣)가 허약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위기(衛氣)가 허약하면 잘 쓰지 못한다.
2. 배가 고파도 먹고 싶지 않다.
3. 대변 보기 힘들다.
4. 때때로 어지럽다.

제5기 습사(濕邪)의 피해를 예방하는
Recipe의 기본 원리
1. 비(脾)는 습(濕)해지면 가장 고통스러워 하므로 급히 고미(苦味)를
먹어서
그 습을 말려야 한다. (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
☞ 그러나 쓴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비(脾)를 상하게 하고,
특히 이 기간에는 조습이 교대로 강해지므로
오히려 조사(燥邪)가 발동할 수 있다.
고전에서 권하는 짠맛으로 대용해야 한다.
따라서
맛이 짜고 따뜻한 식품을 주관식품으로 해야 한다.
2. 달고 매운 맛으로 땀을 내고, 쓴맛으로 습을 말리는 등의
보조식품이 필요하다.

『규합총서』 (보진재, 144쪽)의 전약(煎藥)

• 백탕(白糖) 5량(兩), 계심(桂心) 1량(兩), 정향(丁香)〮 후추(胡椒
) 각1량(兩)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대추씨 빼어 살만 찐 것 두
보시기, 아교, 연밀(煉蜜) 각 세 보시기.
• 먼저 갖풀을 고다가 다시 꿀과 대추를 넣고 조화한
후, 네 가지 약 가루를 넣어 고루고루 저어 끓여
그릇에 퍼서 엉긴 후 쓰라.
• 내국(內局)에서 나온 방문(方文)이다.

『규합총서』 (보진재, 437쪽)의 임신전약(壬申煎藥)
• 기해년(己亥年)의 경험 / 대한광무3년(1899년) 기해 시월
• 계피(桂皮) 2전(錢)4푼(分),
건강(乾薑) 4전(錢),
오매가루(烏梅末) 2전(錢),
정향(丁香) 1전(錢) 5푼(分),
후추(胡椒) 1전(錢),
아교(阿膠) 2승(升)5홉(合),
꿀(淸) 2승(升),
대추고(大棗膏) 삼분지일(三分之一)
• (쇠)족을 고아야 누린 맛이 없고, 쇠가죽 고은 것은 누리기
때문에 내국 전약이 흔히 누리다.

『규합총서』 (보진재, 438쪽)의 내국전약(內局煎藥)

• 백청(白淸) 한 말(一斗),
아교(阿膠) 한 말 서 되(一斗三升),
관계말(官桂末) 6전(錢),
건강말(乾薑末) 1문(匁)4전(錢),
(의방활투 1량4전)
후추가루(胡椒末) 5전(錢),
정향말(丁香末) 3전(錢),
대추살(大棗肉) 8홉(合)
황도연의 『의방활투』 내용과 일치한다.
(19세기 후반)
문(匁) : 일본 중량의 단위.

『제중신편』

(여강출판사, 118, 427쪽)

조전약법(造煎藥法)

① 白薑五兩, 桂心二兩, 丁香〮 胡椒 各一兩五錢 爲末. 大棗蒸去核取肉爲膏二鉢 (一鉢爲三
升), 阿膠〮 煙蜜 各三鉢. 右先熔膠 次入棗蜜消化 乃入四味藥末 攪勻煎微溫 下篩貯器 待凝
取用甚佳[寶鑑]
☞ 17세기 초
건강5냥, 계심2냥, 정향 후추 각1냥5돈. 이상 약을 가루 내고, 대추를 쪄서 씨를 버리고
살만 골라 고약 같이 만들어 6되, 아교 연밀 각 9되를 가지고 약을 만들되 먼저 아교를
녹인 다음 대추살과 꿀을 넣어서 또 녹여 섞고 곧 4가지 약가루를 넣어 고루 저어서 달인
다. 조금 따뜻하면 체로 밭아서 그릇에 담아 두고 엉킨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보감]
② [內局]以白淸一斗 阿膠一斗二升 先煎熔化 和勻後入桂皮末六兩 官桂末六錢 乾薑末一
兩四錢 胡椒末五錢 丁香末三錢 大棗肉八合 攪勻再煎數沸 磁器收貯 後凝用之.
☞ 18세기 말
흰 꿀 1말, 아교 1말2되를 먼저 달여 녹이고 고루 섞은 다음에 계피가루6량, 육계가루6돈
, 건강가루1냥4돈, 후추가루5돈, 정향가루3돈, 대추살8홉을 넣어서 합하여 끓이되 두어
번 솟구쳐 끓은 다음 사기 그릇에 담아 엉키면 사용한다.[내국]

『시의전서』

(신광출판사 208쪽)

의 전약(煎藥)

• 동짓달에 쓴다. 녹각교나 좋은 아교 1말 반을 붓고, 대추 1말을 고아
□□□□□□ 건강3냥, 후추 6돈, 정향3돈 가량을 모두 가루 내어
고루 섞어서 잠깐 끓여 떠내 보아 족편 같이 엉기거든 사기 그릇에
식혀 사용한다.
☞ 기존 규합총서의 내국전약 (의방활투 전약) 과 크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아교 대신 녹각교(鹿角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② 꿀을 뺀 점.
③ □□□□□□은 ‘관계말6돈,’일 것으로 짐작 됨.

[5-5] 전약(煎藥)
① 먼저 대추를 쪄서 씨를 제거한 다음 살만 고아 고(膏) 6되를 낸다.
② 녹각교 1말 반, 벌꿀 1말을 넣고 끓여서 녹으면, 대추살 고를 넣고
고루 섞는다.
③ 그런 다음 건강가루 1냥 반, 계피가루 6돈, 후추가루 6돈, 정향가루
3돈을 넣고 다시 끓이면서 고루 젓는다.
④ 몇 번 끓어 오른 다음 식혀서 족편 같이 엉기면 사기 그릇에 담아 놓
고 쓴다.

[5-5] 전약 처방 해설
[재료] 녹각교(鹿角膠), 대추(大棗), 벌꿀(蜂蜜), 건강(乾薑),
계피(桂皮), 정향(丁香), 후추(胡椒)
[해설]
달고 짜고 따뜻한 녹각교는 간과 신(腎)을 보양하고 양기를
보익하므로 서늘한 습사가 침습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효능이 있다. 주관식품이다. 맵고 뜨거운 건강은 비위로 들
어가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습을 없애는 효능이 있으므로 녹
각교와 짝을 이루는 동행식품이다.
달고 따뜻하면서 심(心)과 비(脾)로 들어가 보혈(補血)하는
대추, 달고 맵고 따뜻하면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계피, 맵고 따뜻하면서 찬 기운이 침범하면 해결
해주는 정향과 후추는 모두 보조식품이 된다.
벌꿀은 이상 재료들의 독성을 풀어주는 해독식품이다.

[5-6] 주엄하방 (酒醃蝦方)

(『임원십육지』 교문사, 304쪽)

대하는 물에 씻지 않고 꼬리와 수염을 따낸다.
대하 1근에 소금 5전의 비율로 반나절 절였다 햇볕에 말린다.
항아리 속에 새우 한 층, 천초 30알, 소금 3냥, 좋은 술을 넣고
뚜껑을 덮어 입을 봉하고 진흙으로 바른다.
봄 가을에는 5~7일, 겨울에는 10일이 지나 먹으면 좋다.
『준생팔전』.

[5-6] 주엄하방 처방 해설
[재료] 대하(對蝦), 천초(花椒), 술(酒), 소금(食鹽)
[해설]
달고 짜고 따뜻한 대하는 (補腎)하여 양기가 솟구치게 함으로써 풍습(
風濕)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하는 주관식품이
다.
맵고 따뜻하여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풍습을 제거하는 천초는 제5기에
매우 적합한 보조식품이다.
대하의 효능을 북돋우는 술도 보조식품이다.
짜고 찬 소금은 주관식품이 열성을 억제하는 견제 식품이면서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식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