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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mia are often detected among many patients who are treated in oriental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s in 

Korea through blood tests which are taken to diagnose the patients' general state, and most of them are diagnosed 

to have iron deficiency anemia. This study amis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on the RBC count, hemoglobin, 

hematocrits and indices of red blood cells such as mean corpuscular volume(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MCHC), serum iron, and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 among patients who were treated in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diagnosed to have anemia through 

blood tests other than main sympto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 patients(male 7, female 22, mean age: 

56.24±19.11years) who were chosen ones, they has below hemoglobin 12 gm/dL, serum iron 70 IU/L, MCV 80 fL on 

laboratory screening test when they first visits our hospital. As a result, the volume of red blood cell(RBC), 

hematocrit(HCT), and hemoglobin(Hb) in peripheral blood increased from 348.27±8.95×10
5 /UL, 28.82±0.56%, 

9.24±0.22 g/dL to 375.62±9.11×10
5 /UL, 31.36±0.68%, 10.31±0.25 g/dL comparing before and after oriental medicine 

treatment. After the treatment, MCH, MCHC, and MCV also increased from 26.98±0.84 Pg, 32.62±0.45 g/dl, 

79.26±0.17 fL to 27.74±0.74 Pg, 32.84±0.33 g/dl, 84.15±1.67 fL.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MCH, 

MCV(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MCHC(P>0.05). The amount of iron in blood increased 

from 32.96±4.20 ug/dL to 67.22±7.18 ug/dL, whic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P<0.05). On the other 

hand, TIBC decreased from 325.08±13.97 ug/dL to 315.61±18.79 ug/dL, which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P>0.05). Like this, all the patients showed favorable results in anemia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indices 

of red blood cells except MCHC.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s, in strengthening energy group(補

氣), replenishing blood group(補血), and replenishing both energy and blood group(補氣血), the volume of RBC, HCT, 

and hemoglobin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Furthermore, in herbal medicines strengthening blood(補血) and 

replenishing both energy and blood group(補氣血), serum iron also relatively increased compare to strengthening 

energy group(補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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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방병원에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들은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반 인 상태를 악하기 하여 일

반 인 액  액화학검사를 한다. 이러한 screening 검사 결

과 많은 환자들이 빈 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부분이 철

결핍성 빈 로 진단 된다. 철결핍성 빈 은 다양한 빈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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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흔하며 여성의 약 20%, 임산부의 약 50%, 그리고 남성의 

약 3%에서 발생한다1)
.

    철결핍에 의한 증상은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다르며 피로감, 

창백, 훈, 빈맥, 운동 능력 감소 등이 일반 인 빈 의 증세이

다
2)

. 특징 으로 이식증(pica) 나타나며, 상당히 진행된 철결핍성 

빈 의 경우 입술증(cheilosis)  스푼형 손톱(koilonychia)이 보

이기도 한다3)
. 원인으로는 각종 질환에서 발생한 출 과 철분의 

부족을 동반한 양상태의 불량, 장 에서의 철 흡수장애등이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소화성 궤양을 동반한 소화기 질환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여성에서는 생리 의 과다 등으로 발생한 경

우가 많다4,5)
.

    철결핍성 빈 의 기 진단 시 시행하는 검사로 액학  

지표 즉 색소와 구 용 , 구 지표(red blood cell index)

인 평균 구 용 (MCV), 평균 구 색소(MCH), 평균 

구 색소 농도(MCHC)와 생화학  지표로 청 철(serum 

iron), 총 철결합능(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 

transferrin saturation rate, serum ferritin, serum transferrin 등

을 선별 시행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6). 철결핍성 빈 에서 말

액의 구는 일반 으로 소구성, 색소성이며 색소 생산의 

하에 따른 평균 구 용 (MCV)  평균 구 색소

(MCH)의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소견을 보이게 된다7).

    한의학에서 빈 은 그 증상의 다양성으로 怔忡, 驚悸, 眩暈, 

呼吸困難, 頭痛 등의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부분 血虛, 

陰虛, 心陰虛, 心陽虛 등의 증후로 변증된다. 그  철결핍성 빈

은 營血의 손실과 부족으로 발생되는 血虛와 가장 유사하며 

소아에서는 양장애와 흡수장애에 기인한 “疳證”의 범주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8).

    최근 액질환에 한 한의학 연구가 활발하여 다양한 치료 

한 철결핍성 빈  환자들의 임상  연구에 한 보고가 많았

다. 補中益氣湯이 소아의 철결핍성 빈 을 호 시킨다는 보고8)

와 黃芪를 이용한 雙屛散이 造血機能을 회복시킨다는 연구를9) 

비롯하여 當歸補血湯과 철분제제를 동시에 투여함으로서 철결핍

성 빈  환자의 색소를 빠르게 호 시킬 수 있는 中西醫結合

治療의 효과에 한 보고10)가 있었다. 한 冯 등11)은 補血劑와 

補氣劑의 복합사용이 철결핍성 빈 의 치료에 더욱 효과 임을 

발표하 다. 

    본 연구는 여러 질환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  

주 질환이외에 일반 기본검사 결과 빈 로 진단된 환자들의 

색소를 포함한 구 지표와 청철(serum iron)  총철결합능

(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찰하

다. 더불어 치료과정  투약된 한약 처방을 방제학  에서 

분류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서 한방 내과  투약이 철결핍성 빈  

환자의 액학  소견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시행하 다.

상  방법

1. 상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한방치료를 하여 원  

주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처음 내원시 screening 검사에

서 hemoglobin 12 gm/dL이하, serum iron 70 IU/L 이하 이고 

MCV가 80 fL 이하인 29명을 상으로 구 수, hemoglobin을 

포함한 구 지표와 serum iron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를 한약 투약 후 추 검사를 하여 비교하 다. 

한 상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 처방의 내용과 기간 등을 조사하

여 분류하 다.

2. 방법

 1) CBC 측정방법

    환자의 말  에서 채 하여 auto analyzer(Sysmax 

K-45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CBC(Complete 

Blood Count)로 각종 구수, 색소, hematocrit와 구 지표

(Red Bold Cell Index)인 구용 (Mean Corposcular Volume), 

평균 구 색소(Mean Corposcular Hemoglobin), 평균 

구 색소 농도(Mean Corposcular Hematocrit) 등을 측정하 다. 

 2) Serum iron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 측정방법

    CBC 측정시 동시에 채 한 후 chemistry auto 

analyzer(Hitachi 7060, Hitachi, Tokyo, Japan)로 효소법과 

methopheratonin direct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빈 의 원인을 악을 한 검사

    상 환자들의 빈 원인을 악하기 하여 재 병력  

과거병력을 포함한 병력청취  변 잠 반응과 소화기 증상 

호소시 상부 장  내시경을 시행하 다

 4) 조사기간 내에 복용한 한약제의 투약내역을 분석 후 보기처

방류(補氣處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 보기 처방류(補氣血

處方類) 등으로 나 어 분류하 다. 

 5)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mean±S.D, mean±S.E로 나타내었고 한약 후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 으며 한약 처방에 따른 그룹간의 

비교에는 ANOVA를 사용하 다.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결    과

1. 상 환자의 입원시 진단명  

    상환자들은 총 29명으로, 진시 진단명은 뇌졸  후유장

애 12명, 본태성 고 압 8명, 퇴행성 염 7명, 갑상선 기능 항

진증 1명, 본태성 진  1명 이었다.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22명 

이 으며 평균연령은 56.24±19.11세 이었다(Table 1)

2. 상 환자들의 한약 투약 후의 액학  소견 

    말  액의 RBC, HCT(hematocrit), Hb(hemogrobin)은 투

약  348.27±8.95×105 /UL, 28.82±0.56%, 9.24±0.22 g/dL이었으

며 투약 후 375.62±9.11×105 /UL, 31.36±0.68%, 10.31±0.25 g/dL

로 증가되어 치료 과 비교하여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05).

    한 구 지표 검사결과 MCH, MCHC, MCV는 투약  

26.98±0.84 Pg, 32.62±0.45 g/dl, 79.26±0.17 fL이었으며 투약 후 

27.74±0.74 Pg, 32.84±0.33 g/dl, 84.15±1.67 fL로 MCV와 M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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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P<0.05) MCHC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P>0.05). Serum iron과 TIBC는 한약 투약  32.96±4.20 

ug/dL, 325.08±13.97 ug/dL이었고 투약 후 67.22±7.18 ug/dL, 

315.61±18.79 ug/dL로서 serum iron은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

(P<0.05) TIBC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05)(Fig. 1).

Table 1. Characteristics and diagnosis of the 29 Study Subjects

Age(year±SD) 56.24±19.11 

Sex

male 7

female 22

Diagnosis

Cerebrovascular disease sequela 12

Essential hypertension 8

Chronic osteoarthritis 7

Hyperthyroidism 1

Essential tremor 1

Fig. 1. Change of RBC indices, TIBC, Serum iron level before and 

after treatment

3. 상 환자들이 복용한 처방

    상환자의 한약 투약기간은 평균 34.51±6.31일 이었으며 투

약된 처방에 포함된 한약제는 평균 15.48+4.21종 이었다. 1회 투

여된 탕액의 총용량은 120 ml-140 ml 이었고 1일 3회 식후 1시

간에 복용 하 다. 찰기간동안 투약한 한약의 처방 내용은 

체 으로 상용되는 각 과별 처방에 의거하 고 한의학  변증에 

따라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가감이 있었다. 투약된 각 처

방은 약제 구성에 따라 보기처방류(補氣處方類), 보 처방류(補

血處方類), 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로 분류하 다(Table 2).

4. 상 환자들이 복용한 처방내용과 액학 소견의 연 성

    상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처방에 따라 RBC, HCT, 

Hemoglobin 등의 변화를 보기처방류(補氣處方類), 보 처방류

(補血處方類), 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 등의 약물 복용에 따

라 RBC, HCT, Hemoglobin, Serum iron, TIBC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상 환자들이 TIBC를 제외한 체 결과에서 

유의한 증가(P<0.05)가 있어 철 결핍성 빈 에서 호 되는 경향

을 보 다. 특히 RBC, HCT, Hemoglobin의 증가는 보기 처방

류(補氣血處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에서 상 으로 유의

하 으며 Serum iron 치의 상승은 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

에서 상 으로 유의하 다(Fig. 2).

Table 2. 상환자에 투약한 처방내용

①보기처방류(補氣處方類)

加味補中益氣湯
黃芪 人蔘 白朮 當歸 陳皮 升麻 柴胡 防風 五味子 

麥門冬 甘草

四君子湯加味
白朮 白茯苓 甘草 黃芪 麥門冬 人蔘 麥門冬 五味子 

陳皮 桂枝 白芍藥

香砂六君子湯
半夏 白荳蔲 白茯苓 白朮 陳皮 香附子 厚朴 大棗 
生薑 甘草 貢砂仁 木香 益智仁 人蔘 枸杞子 乾地黃 

石菖蒲 遠志

益胃升陽湯
白朮 黃芪 人蔘 神麯 當歸陳皮 炙甘草 升麻 元柴胡 

黃芩 香附子 熟地黃 川芎

比和飮加味
山楂 烏梅 葉 甘草 桂枝 藿香 白茯苓 白芍藥 白朮 
神麯 人蔘 枳實 貢砂仁 木香 白荳蔲 麥門冬 五味子 

寧神 痰湯
半夏 甘草 橘皮 南星 生薑 石菖蒲 遠志 赤茯苓 枳殼 

黃芩 黃連 黃芪 人蔘 
白朮 白茯苓

淸心蓮子飮 
蓮子肉 赤茯苓 黃芪 甘草 麥門冬 人蔘 地骨皮 

車前子 黃芩

②보 처방류(補血處方類)

固眞飮子
熟地黃 山藥 黃芪 當歸 黃栢 陳皮 白茯苓 杜冲 白朮 

破古紙 五味子 甘草

六味地黃湯 熟地黃 山藥 山茱萸 牧丹皮 白茯苓 澤瀉

加味四物湯
當歸 川芎 白芍藥 川芎 熟地黃 黃芪 人蔘 白朮 陳皮 

白茯苓 荊芥 甘草
 大棗 烏梅

培四物湯加味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仙鶴草 香附子 益母草 

人蔘 升麻 元柴胡

六味地黃元 熟地黃 山茱萸 山藥 牧丹皮 白茯苓 澤瀉

拱辰丹

四物安神湯
當歸 麥門冬 白茯神 白芍藥 白朮 酸棗仁 川芎 

熟地黃 人蔘 竹茹 梔子 
黃連 石菖蒲 龍眼肉 遠志 葛根

糖尿高血壓方
丹蔘 釣鉤藤 白芍藥 當歸 紅花 山藥 山茱萸 白茯苓 

陳皮 枳殼 麥門冬 玄蔘
 乾地黃 麥芽 白朮 沙蔘 生薑 天花粉

舒筋活絡湯
木瓜 當歸尾 川芎 赤芍藥 川芎 木通 牛膝 破故紙 
杜冲 羌活 獨活 桃仁 紅花 木 肉桂 牡蠣 神麯

丹蔘還五湯
丹蔘 白芍藥 紅花 乾地黃 川芎 陳皮 黃芪 當歸 桃仁 

石菖蒲 遠志

③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

口眼喎斜脾胃虛寒方 黃芪 甘草 當歸 大棗 白茯苓 白芍藥 白朮 生薑 
熟地黃 人蔘 陳皮 川芎 羌活 南星 半夏 白殭蠶 

元防風 秦艽 升麻 元柴胡 全蟲 紅花
人蔘養榮湯

當歸 白芍藥 熟地黃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黃芪 
肉桂 五味子 遠志 陳皮

烏貝散加味
烏賊骨 地楡 側柏葉 荊芥 川芎 熟地黃 當歸 白芍藥 
黃芪 白茯苓 甘草 人蔘 川芎 山茱萸 破故紙 貢砂仁 

麥芽 陳皮 香附子 龍眼肉

歸脾湯
當歸 元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白茯神 木香 

甘草 

Fig. 2. Change of serum iron, RBC indices according to prescription 

(replenishing both energy and blood:補氣血)

5. 상 환자들의 빈 에 한 원인 

    상 환자들에 한 병력청취 결과 과거 양장애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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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과다 등을 비롯하여 빈  병력이 있는 환자가 18 고 11

의 환자들은 처음으로 빈 이 진단된 환자 다. 변 잠  반

응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21 으며 결과 양성이 7 고 이들 

 상부 장  내시경 결과 성 염이 3 , 십이지장 구부의 

궤양 2 , 다발성 궤양 1 , 정상 1 다. 변 잠  반응검사 

양성 외에 공복 시 상복부 통증과 소화불량 등 상부 소화기 증상

을 호소하여 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는 5 로 이들  만성 염 3

와 성 염 1 , 정상 소견이 1 다. 이외에 병력 상 외상에 

의한 성 출 이 1 으며 병력청취  검사 결과 빈 의 원인

이 분명치 않은 환자가 7 다(Table 3).

Table 3. History taking and result in cause of 29 anemic subjects

History
Occut Blood Digestive system 

symptomNegative 14case Positive 7case

Anemia 
known18(62%)

Endoscopy 
7case

Endoscopy
5case

Anemia unknown 
11(38%)

Acute gastritis 3
Duodenal ulcer 2
Gastric ulcer 1
Normality  1

Chronic gastritis 3
Acute gastritis 1
Normality 1

고    찰

    빈 은 나이나 성별, 해발고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hemoglobin치가 비정상 으로 낮은 병리 인 상태이다12). 철 결

핍성 빈 (iron deficiency anemia)은 임상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빈 로서, 성인에서는 활동능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

아  청소년들에서는 신체  정신  발달에 지장을  수 있다
7). 우리나라에서 ferritin치를 기 으로 조사한 바로는 성인 남자

의 4.7%, 성인여자의 45%, 10  남자는 25%, 10  여자에서는 

59%가 철결핍성 빈 이다13).

    이러한 철결핍성 빈 은 그 자체가 원인 질환이 아니고 많

은 질환에서 동반되는 주요 병발 질환이며 실제 임상에서 심한 

빈 로 내원한 환자  암이나 장암, 장결핵 등이 진단되기

도 하므로 반드시 철결핍을 유발하는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1). 철결핍성 빈 은 소화성궤양과 만성 염에 의한 장

 출 이나 가임기 여성의 생리과다, 임신시 수요증가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만성 염 환자에서 Helicobactor pylori 

감염도 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14).

    빈 의 정도를 나타내는 hemoglobin은 succinyl-CoA가 

glycine과 결합하여 pyrrole을 형성하며,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protoporphyrin Ⅳ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철과 결합하여 만들

어진 heme과 polypeptide chain으로 이루어진 globin이 결합된 

단백질이다15). hemoglobin은 폐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분압

이 훨씬 낮은 조직의 모세 으로 산소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

여 사람의 조직 특히 근육, 뇌 그리고 구의 기본 인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16). 이러한 hemoglobin을 

구성하는 철의 섭취와 흡수가 부족하거나, 는 손실되고 수요가 

과도하게 될 경우 철결핍성 빈 이 나타나게 된다. 

    철결핍성 빈 은 그 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나 어진다. 먼

 출 , 임신, 청소년기의 성장, 부 한 식이 등 다수의 생

리 인 상황에서 체내에서의 철의 요구 혹은 소실이 식이로부터 

흡수하는 양을 과하면 장철의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2,7)
. 이 시

기에 철의 장 정도는 감소하며, 장철이 존재하여 철이 유리되

고 공 되는 동안에는 청철, 총철결합능, 구 로토포르피린 

수치는 정상범 에서 유지되고 구 형태나 지수도 정상이다
2)

.

    장철이 고갈되면 청의 철은 감소되어 색소 합성이 장

애를 받는다. 한 효소내 철분 역시 감소하므로 정신 신체  면

역에 여하는 효소의 활동도가 감소한다. 청 철이 감소하고 

TIBC가 증가하므로, 트랜스페린포화도가 감소하며, free 

erythrocyte protoporphyrin은 증가한다3)
. 등도 빈 ( 색소치 

10-13 g/dl)의 경우 골수는 생산성을 보이고 증빈 ( 색소치 

7-8 g/dl)의 단계에서는 색성, 소구성 특징이 더욱 심화 된다2)
.

    증상과 이학  검사상 피로, 창백, 운동능력 하, 빈맥, 심

장비 , 스푼형 손톱, 구각염, 기능성 심 잡음이 있을 수 있다3).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신체  정신  발달에 장애를  수 있으

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지  기능을 하시킬 수 있다17).

    한의학에서 철결핍성 빈 은 血虛에 속하며, 疲勞, 頭痛, 眩

暈, 心悸, 短氣證  각종 出血 등의 증상을 포 한다. 血虛를 유

발하는 원인으로 부분 出血 혹은 양섭취 부족과 장부기능장

애로 조 기능이 감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血의 형성에 해 <靈樞․決氣篇>에서는 “中焦受氣, 取汁, 

變化而赤, 是 血”라고 하여 血의 生成來源이 水穀의 精微이고 

이것은 中焦脾胃의 運化作用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하 다. <靈

樞․營衛生 篇>에서 “此所受氣 ,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라고 하여 中焦에서 얻어진 水穀精微는 營氣의 작용에 

의해 肺脈 속으로 들어가 心火의 氣化作用을 받아 赤色의 血로 

변화하여 溫性을 얻고 宗氣에 의해 推動되어 營周不休함을 밝혔

다. 肺는 百脈을 朝 하며 經脈은 肺脈에서 시작하므로 血은 肺

脈을 따라 유주하면서 신의 臟腑四末을 營養하는데 噴霧되어 

신의 溪谷과 孫脈속으로 직  滲注하기도 한다. 한 淸代의 

張璐는 <張氏醫通․諸血門>에서 여분의 精이 血로 변화하여 쓰

이기도 한다고 하 다18)
.

    이러한 血의 생성 과정에 여하는 脾胃, 心, 肺, 腎 등의 장

부에 병변이 발생하면 血虛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飮食不節 인한 脾胃의 損傷과 平素 脾胃機能의 虛弱, 혹

은 七情所傷, 鬱怒肝傷, 思慮傷脾 등으로 胃不能腐熟, 脾不能運

化하여 水穀精微의 吸收不足으로 化血無源하거나 腎虛가 先天的

으로 稟賦不足하거나 後天的으로 攝生榮養하여 精不能化血한 것

이 血虛의 주된 원인이 된다19).

    이외에 出血 한 원인이 되며, 出血은 외상으로 인한 出血

뿐만 아니라 便血과 崩漏등 기타 내부 장기의 出血을 포 한다. 

이러한 出血의 病機를 唐宗海는 네 가지로 분석하 다. 첫째 <血

證論․咳血>에 “設肺中陰液不足 被火剋刑 則爲肺痿 肺葉焦擧不

能下垂 由是陰液不能垂之下注 肺中之氣 乃上 而爲咳 此內因之

咳 難治之證也”라고 하여 氣機가 阻滯되어 거슬러 올라가 血이 

이를 따라 올라가 넘치는 경우, 둘째<血證論․唾血>에 “內經云 

脾爲陰中至陰 蓋五臟俱屬陰經 而脾獨名太陰 以其能統主五臟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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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陰之守也 其氣上輸心肺 下達肝腎 外灌漑四旁 充溢肌肉 所 居

中央 暢四方 如是 血卽隨之 連行不息 所 脾統血  亦卽如是”

라고 하여 脾가 統攝機能을 잃어 血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셋

째 <血證論․鼻衄>에 “今乃衄血何哉 金匱 熱傷陽絡則衄血 熱

傷陰絡則便血 陰絡  軀殼之內 臟腑油膜之脈絡 內近腸胃 故主

便血 陽絡  軀殼之外 肌肉皮膚脈絡之血 從陽分循經而上 則干

淸道 而爲衄也”라고 하여 火熱의 熾盛으로 血을 逼迫하여 妄行

하게 하는 경우, 넷째 <血證論․吐血>에 “ 血踞住 則新血不能

安行血恙 終必妄走而吐溢矣”라고 하여 血이 絡脈을 막아 血行

이 失常하여 出血을 일으키는 경우를 지 하 다20,21)
.

    본 결과로 말  액  RBC와 HCT(hematocrit), 

Hb(hemogrobin)은 투약 에는 빈 을 보 던 환자들이 증가되

어 치료 후와 비교하여 체 환자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5). 이러한 이유는 내원 당시의 질병 상태로부터 한방 치료

에 따른 신상태의 개선과 더불어 음식섭취의 증가  한약제

의 투여로 인한 기 의 보충 등으로 사료되었다. 구 지표 검

사와 serum iron과 TIBC는 반 인 serum iron의 상승에 따라 

MCV, MCH가 유의하게 증가 되었으나(P<0.05) MCHC, TIBC는 

통계 인 유의성이 없었는데(P>0.05) 이는 치료  수치가 다른 

수치와는 다르게 비교  낮거나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정

도가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철결핍성 빈  환자에 한약에 한 임상 연구로서 徐9)는 소

아 양결핍성 빈 에 後天之本인 脾와 疏泄之官인 肝을 조 하

기 하여 四 散, 玉屛風湯, 四君子湯을 기본으로 한 雙屛散을 

투여한 결과 1개월간의 투약 후에는 철분제제 치료를 한 조군

에 비해 호 률이 낮았다. 그러나 치료 종료 1개월 후 조군에

서는 Hb, RBC, serum ferritin, serum iron, TIBC등의 수치가 

하되었으나 雙屛散 치료군의 경우 지속 인 호  양상을 나타내

었으며, 호흡기 감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하게 낮아 補氣함

으로서 造血機能이 회복됨을 보고하 다. 한 王豫廉 등22)
은 黨

蔘을 군약으로한 綠礬補血丸을 500 의 철결핍성 빈  환자에 

투약 후 철분제제를 복용 환자와 조 비교하여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陳信義23)
 는 黨蔘, 白朮, 陳皮 등을 포함한 

歸脾生血丸을 투약 후 철 결핍성 빈  환자의 색소 수치가 개

선을 보이는 시기가 14-150일로 범 가 넓으나 효과가 있음을 

찰하 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철결핍성 빈 은 한의학 으로 부분 

血虛에 속하지만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補血劑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黨參, 白朮, 黃芪 등 補氣劑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는 

氣와 血이 생리 으로 한 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氣는 

血을 생성시키고 血이 생성되기 해서는 脾氣, 營氣, 心氣 등의 

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氣가 虛하면 血도 虛하게 된다. 한 氣는 

血을 統攝한다. 血이 脈內에서 運行하도록 統攝하여 주는 氣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脾氣의 작용이며 만일 脾氣가 虛하

여 統攝하지 못하면 出血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氣는 血을 行하

게 한다. 心肺宗氣의 推動作用이 血을 나아가게 하므로 氣가 虛

하거나 滯하면 血行도 滯하게 된다.

    치료에 있어서 요한 은 병인을 악하는데 있다. 즉 빈

의 여러 병증이 나타나게 만든 병인을 정확히 辨證하여 치료

하는 것이 요하다. 脾氣虛에는 香砂六君子湯合當歸補血湯으로 

益氣健脾를하고 心脾兩虛인 경우 歸脾湯을 주 처방으로 益氣養

血를하며 脾腎陽虛에는 溫補脾腎을 목 으로 實脾飮合四柛丸을 

처방한다19)
.

    본 연구에서는 各科에서 투약된 처방을 보기처방류(補氣處

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 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로 

분류 하 다. 그리고 상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처방에 따라 

RBC, HCT, Hemoglobin, Serum iron, TIBC의 변화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모든 상 환자들이 TIBC를 제외한 체 결과에서 

유의한 변화(P<0.05)가 있어 철 결핍성 빈 에서 호 되는 경향

을 보 다. 특히 RBC, HCT, Hemoglobin의 증가는 보기 처방

류(補氣血處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에서 상 으로 유의

하 으며 Serum iron 치의 상승은 보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

에서 상 으로 유의하 다.

결    론

    다양한 질환으로 한방치료를 하여 내원한 환자들  처음 

내원시 screening 검사에서 hemoglobin 12 gm/dL이하, serum 

iron 70 IU/L 이하 이면서 MCV가 80fL 이하인 철 결핍빈  환

자 29명을 상으로 하 다. 한약을 평균 34.51±6.31일 투여 후 

CBC  Serum iron,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를 추  

검사하여 비교하 다. 한 상 환자들이 복용한 처방의 내용을 

조사하여 보기처방류(補氣處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 보

기 처방류(補氣血處方類)로 분류한 후 변화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말  액  RBC와 HCT(hematocrit), Hb(hemogrobin)은 

투약 과 비교하여 투약 후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05). 

구 지표 검사결과 MCH, MCHC, MCV는 투약 과 비교하여 투

약 후 MCV와 MCH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P<0.05) MCHC

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05). RBC, HCT, Hemoglobin은 보

기 처방류(補氣處方類), 보 처방류(補血處方類)에서 상 으

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Serum iron 치는 보기 처방류(補氣血

處方類)에서 상 으로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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