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해년 제 6기
(2019년 11월 22일 ~ 2020년 1월 19일)



약 선 설 계 학 이 론

강 사 : 최 지



제5기 허사(虛邪)의 피해를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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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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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약(煎藥)

• 『규합총서』, 『제중신편』, 『시의전서』, 등의 기록된 전약은 기해년 제5기 虛
邪를 물리치는데 유익한 처방이다.(참고:15주차 5-3 처방)

방해]
君 주효재료 - 녹각교
臣 동행식품 – 건강

녹각교의 습을 없애는 효능을 증강 시켜주는 식품
佐使 보조식품

대추는 心과 脾로 들어가 보혈(補血)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
정향과 후추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 방어

해독식품
이상의 재료들의 독성을 풀어줌

녹각교(鹿角膠), 대추(大棗), 벌꿀(蜂蜜), 건강(乾薑),
계피(桂皮), 정향(丁香), 후추(胡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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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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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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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금기
대추-생파,현삼,백미 / 계피-생파
벌꿀-생냉물,식초,파,상추,미끄럽고냄새나는 물질

선상은 발생, 선상치는 +439
만물이 고개를 내밀고 발생이 시작되는 춘풍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보허, 보양, 이기, 활혈의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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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중량 약상

대추(大棗)) 심 비 보허 보혈 달고 따뜻하다 1000 발열(+7)

녹각교(鹿角膠) 간 신 보허 보양 달고 짜고 따뜻 2700(건) 발생(+4)

벌꿀(蜂蜜) 비 폐 보허 윤조 달고 평하다 1800 배출(+4)

건강(乾薑) 비 위 온리 화습 맵고 뜨겁다 7(건) 발열(+8)

계피(桂皮) 비 간 온리 활혈 달고 맵고 따뜻 2(건) 발열(+7)

후추(胡椒) 위 대장 강역 온리 맵고 뜨겁다 2(건) 발열(+8)

정향(丁香) 비 신 온리 강역 맵고 따뜻하다 1(건) 발열(+7)



약선설계 조건

선상은 발생, 선상치는 +439의 ± 50 사이에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주관식품(군)의 재료는 무엇인가?  
동행식품(신)의 첨가재료의 약상은 ?
보조식품(좌사)의 첨가재료의 약상은?

전약의 약선설계 16

재료명(본초명) 귀경 효능 성미 중량 약상

대추(大棗)) 심 비 보허 보혈 달고 따뜻하다 1000 발열(+7)

녹각교(鹿角膠) 간 신 보허 보양 달고 짜고 따뜻 2700 발생(+4)

벌꿀(蜂蜜) 비 폐 보허 윤조 달고 평하다 1800 배출(+4)

건강(乾薑) 비 위 온리 화습 맵고 뜨겁다 7 발열(+8)

계피(桂皮) 비 간 온리 활혈 달고 맵고 따뜻 2 발열(+7)

후추(胡椒) 위 대장 강역 온리 맵고 뜨겁다 2 발열(+8)

정향(丁香) 비 신 온리 강역 맵고 따뜻하다 1 발열(+7)



약상(藥象) 10분류

• 발생
-> 춘풍기

• 대기가 ㊉로 돌아서면서 만물이 고개를 내밀고 발생이 시작되는 계
절이다. 

• 이때의 땅속은 ㊉ ㊀ 가 공존하고 있지만 점점 ㊉ 가 더 많아 진다.

• 맛은 음의 맛, 양의 맛(-T,-mT, T, mT)이며 성질은 평(平), 미온(微
溫), 온(溫), 미열(微熱) 열(熱) 이다.

발생(發生)

발생은 만물이 고개를 내밀고 발생이
시작되는 춘풍기(春風期) 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능 25분류 중
보허(補虛), 보양(補陽) 활혈(活血)의 용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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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效能) 25분류

• 사하(瀉下) - 약선설계학 1권 P79

1) 대변이 나가게 하여 대장에 몰린 실열(實熱)과 적체를 없앤다.

2) 건조하여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윤활하게 적셔주어 잘 내려가
도록 한다. 따라서 윤하(潤下)는 사하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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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效能) 25분류

• 화습(化濕) - 약선설계학 1권 P84

1) 습(濕)을 기화(氣化)시켜 제거하는 방법은 모두 화습이지만
여기서는 방향성 이 있고 성질이 온조(溫燥)하여 비습(脾濕
)을 제거하는 작용만을 화습이라 하기로 한다.

2) 습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청열(淸熱)에 포함시킨다.
(p. 82 청열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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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效能) 25분류

• 활혈(活血) - 약선설계학 1권 P84

1)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주로 어혈로 인한 통증, 생리불순, 징하(徵瘕) 청열에 포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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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제 6기 소설 ~ 대한(大寒) 전날
(2019년 11월 22일 ~ 2020년 1월 19일)

[6-1]  ,  [6-2] 

안 문 생



기해년 제6기의 허사(虛邪) 『황제내경〮육원정기대론』

주기(主氣) : 한수(寒水) // 객기(客氣) : 상화(相火)

사천(司天) : 풍목(風木) // 재천(在泉) : 상화(相火)

뜨거운 기후가 왕성하여 마땅히 냉해야 하는 겨울 이지만 냉하지 않아

겨울잠을 자야 하는 동물들이 그리 하지 않고 얼어야 하는 하천이 얼지
않으며 봄처럼 식물의 싹이 나온다.

인체에서는 양기(陽氣)만 왕성하여 음액(陰液)을 말린다. 겨울에는 정(
精)을 저장하여 봄에 써야 하는데, 정(精)이 저장되지 못하여 겨울 동안
이나 혹은 그 다음해 봄에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 부족을 야기한다. 

허사(虛邪)는 당연히 열(熱)이다.



제6기 허사(虛邪)에 의한 질병

상화가 재천이고 그 재천의 영향이 가장 강한 제6기의 강력한 허사는
온열사(溫熱邪)이다. 

게다가 겨울 동안 인체는 마땅히 정(精)을 충분히 저장해야 하는데 저
장하지 못하고 때 아닌 온열에 오히려 마르기 까지 하므로 그 기간 동안
이나 혹은 그 이듬해 봄에 이 뜨거운 허사를 막아낼 수가 없다.

‘싸스＇와 같은

온열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제6기 피해를 예방하는
Recipe의 기본 원리

1. 풍목(風木)의 영향을 받는 상반년에는 매운맛 위주였다면, 상화(相
火)의 영향을 받는 하반년에는 짠맛 위주의 음식이 필요하다. 즉, 맛
은 짜고 성질은 차가운 식품을 의미한다.

2. 온열이 왕성하다고 하여 청화(淸火)에 치중하면 오히려 음액(陰液)

을 손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함한(鹹寒)한

음식이 아니고 고한(苦寒)한 음식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

이다. 왜냐하면 고미(苦味)는 조습(燥濕)하기 때문이다.



온독(溫毒)

온역(溫疫) : 전염성 사기를 받아서 생기는 급성 열성 전염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병세가 중대하게 경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조역(暑燥疫), 
습열역(濕熱疫), 온독(溫毒)으로 나눈다.

온독(溫毒) : 겨울과 봄철에 주로 어린이들에게 잘 생긴다. 갑자기 춥고
떨리면서 열이 높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전신 중독 증상과 함께 얼
굴이 벌겋게 붓거나 이하선, 인두 및 후두까지 붓고 아프며 심하면 궤양
이 생기고 때로는 온몸에 발진이 돋는 등 국소염증 증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얼굴단독, 앙기나(angina), 디프테리아 등에 해당한다고 본
다.

『의방유취 식치 국역편』 no. 53, 55, 56, 57, 58,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