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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후에는 분만과정에서의 실 과 勞力過多로 氣血虛損  

생리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하여 산모의 허약과 항력 감퇴

를 래하게 되고 따라서 각종질병의 이환 험성이 많다. 그러므

로 옛부터 산후1개월 이내에는 針線, 勞役, 行房을 삼가토록 하

다.1,2) 이 시기에는 모든 關節과 腠理가 열려 있어 방어막이 약

한 시기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사기가 침범하기 쉬우며, 역

으로 치료와 안정을 잘 하면 그동안 몸에 있는 邪氣를 체외로 내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지나서 모든 關節. 腠理, 臟腑

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민간에서 유

래된 병명인 고질 인 産後病과 그 後遺症을 가지기 쉽기 때문

에 이 시기의 치료와 조리는 更年期와 함께 향후 여성의 건강에 

매우 요하다 하겠다.3)  

    산후치료에 해 고 의 학설로는 산후에 하나도 虛하지 않

음이 없으니 모름지기 氣血을 大補함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補虛說과 산후에 敗血을 去함이 우선이니 血滯하면 많은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릇 산후에 元氣가 旣虧하여 運行이 失道하면 

血의 停留를 免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治療로 逐 를 먼  하

여야 한다는 說이 있다.4) 그러나 는 산과학의 발달로 개 

분만 후 항생제, 소염진통제, 자궁수축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소

 産褥熱을 유발하는 분만과정 의 감염성 질환과 惡露不下로 

인한 兒枕痛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호소증  失血로 인한 氣血虛弱과 勞力太過

로 인해 주로 나타나는 産後血暈症, 腹痛과 身痛, 浮腫등이 많으

므로 氣血을 大補함을 原則으로 하되 각 증상에 따라서 隨證加

減하여야 하며 散 藥이나 行血藥, 消 藥, 發散藥등을 가감하더

라도 氣血을 損傷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자는 東岡韓方病院에 2006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입

원한 환자들  산후치료를 목 으로 立方된 朴의 加味護內湯 

加減法을 심으로 만들어진 加味護內湯Ⅲ을 복용한 환자78명을 

상으로 산후에 주로 나타나는 産後浮腫, 眩暈, 腹痛, 身痛,의 

치료경과를 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상 

    2006년 9월부터 10월사이 동강한방병원에 입원하여 加味護

內湯Ⅲ를 服用한 산후병 환자  훈, 복통, 요통, 신통, 부종을 

호소한 환자78명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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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 학교 부산동문회편의 임상경험처방집에 기재된 朴의 

加味護內湯과 加減法5)
을 심으로 만들어진 加味護內湯Ⅲ을 입

방처방하 다(Table 1). 

Table 1. 加味護內湯Ⅲ의 處方內容

Herbal name scientific name weight(g)

黃芪 Astragali Radix 8

白朮 Atractylis Rhizoma 8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8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8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8

白茯苓 Hoelen 6

葉 Perillae Folium 6

川芎 Cnidii Rhizoma 4

防風 Saposhnikovia Radix 4

獨活 Angelicae Pubescentis Radix 4

麥門冬(去心) Liriopis Tuber 4

桑白皮 Mari Cortex Radicis 4

羅蔔子 Raphani Semen 3

砂仁 Amomi Fructus 3

甘草 Glycyrrhizae Radix 3

黃芩 Scutellariae Radix 2

Total 83

 2) 평가방법 

    약을 투약한 날을 1일로 하 고, 증상발 이 입원 에 있

을 경우 발 날부터 호 을 보이는 날 까지를 호소기간으로 잡

았다. 産後身痛의 경우  속칭 産後風의 증상에 해당되는 産後遍

身疼痛, 産後關節痛, 産後痺證 등4) 산후에 나타나는 동통을 포

함시켰다. 

 3) 결과 

    분만방식을 보면 정상분만자가 67.95%, 제왕 개가 32.06%

이고, 20 에 21.62%, 30 에서 41,46%로 조사되었다(Table 2). 

    상자  증상을 호소했던 산모의 비율을 보면 복통을 호

소한 산모가 체  64.1% 고, 신통은 89.74% 다. 그러나 호

에 있어서는 복통의 평균 호  일수가 4,32일로 타 증상에 비

해 가장 짧았으며 신통은 7,84일로 가장 길었다(Table 3). 

    산후부종에 있어 정상분만의 경우 43.39%로 제왕 개군12%

에 비해 많았고 증상의 호 일수도 6.91로 제왕 개의 4.67일 비

해 길었다(Table 4). 

    산후 훈은 제왕 개의 경우 호소 환자수가 40%로 정상분

만의 22.64%에 비해 많았고 호 기간도 정상분만의 4.33일에 비

해 5.8일로 길었다(Table 4).

Table 2. 체 상자의 연령  분만방식 분포

정상분만(%) 제왕 개(%) 계(%)

20-29세 29(78.38) 8(21.62) 37(47.44)

30-39세 24(58.54) 17(41.46) 41(52.56)

계 53(67.95) 25(32.05) 78(100.00)

Table 3. 체 상자의 호소증상 분포

부종 훈 복통 신통

호소인원(%) 26(33.33) 22(28.21) 50(64.10) 70(89.74)

평균 일수* 6.65 5.27 4.32 7.84

* 평균 증상 호  일수

Table 4. 분만방식에 따른 각 증상의 치료 비교

부종 훈 복통 신통

제왕 개
호소인원(%) 3(12.00) 10(40.00) 16(64.00) 22(88.00)

평균 일수 4.67 5.80 3.56 7.95

정상분만
호소인원(%) 23(43.39) 12(22.64) 34(64.15) 48(90.56)

평균 일수 6.91 4.33 4.68 7.79

고찰  결론 

    朴의 加味護內湯은 黃芪 12 g, 白朮 12 g, 熟地黃 12 g, 當歸 

8 g, 白芍藥 8 g, 白茯苓 8 g, 川芎 4 g, 甘草 4 g을 基本方으로 

하고 惡寒發熱에 柴胡 6 g 黃芩 4 g, 肢節痺痛에 防風 獨活 4 g, 

虛煩熱口燥에 麥門冬 五味子 4 g, 浮腫과 咳嗽에 葉 8 g, 腰痛

에 澤蘭 6 g, 風痓에 荊芥 獨活 4 g, 中絶後 下血不止에 阿膠珠 

側佰 荊芥(炒黑) 6 g을 가미하 다. 이를 바탕으로 입방된 加味

護內湯Ⅲ에서 黃芪와 白朮, 四物湯을 主劑로 한 것은  黃芪의 補

氣升陽의 작용과 補血의 표  처방인 四物湯으로 실 과 勞力

太過로 인한 氣血兩虛를 도와 주고 白朮로서 虛해진 脾胃를 이

롭게 하기 함이다. 특히 실  후에 氣血이 약한상태임에도 불

구하고 통  산후조리의 경우 邪氣를 몰아내기 해 땀을 많

이 내는데, 發汗이 過하여 多汗亡津이 招來될 우려가 있는 바, 黃

芪는 固表止汗利水消腫의 효가 있으므로 表虛自汗에 白朮 防風

(玉屛風散)을 配合使用하 고 利水滲濕, 健脾和中, 寧心安神을 

주치하는 白茯苓과 行水消腫의 효과가 있는 桑白皮를 배합하여 

利尿 浮腫消 까지 目標로 하 다6). 

    四物湯은 生血, 統血, 藏血기능을 원활히하므로 血虛와 血不

和로 인한 諸症을  치료하는 표  방제인 바  産後乘虛 風寒內

搏과 惡露不下의 효과를 목표로 하 다. 그러나 川芎은 비록 和

血通肝하여 補血潤燥, 行氣搜風, 婦血分補하고 活血하여 祛 止

痛하는 효능이 있으나 그性이 升하고 散하여 眞氣를 泄하고 大

量일 경우 嘔吐, 眩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용량 다7,8). 

    葉은 발한 해열작용이 있으나 麻黃이나 桂枝와 같이 지나

치게 발한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용하 고 理氣寬胸 脾胃虛寒으

로 인한 임신 의 구토에 사용하는 사인과 합하여 건 작용에도 

도움이 되게 하 다. 防風은 祛風解表, 祛濕解痙하고  약리

학에서 발한해열, 진통, 이뇨, 항바이러스작용, 항균작용의 효능

이 입증된바 祛風濕, 通經絡하여 風濕으로 인한 背部의 筋肉이

나 腰, 臀, 膝部의 痠痛에 효과 인 獨活과 함께 風寒風熱의 外感

病, 風濕에 의한 關節肌肉의 疼痛治療를 목표로 하 다. 麥門冬

은 潤燥生津하여 滋陰補血藥과 배합할 때 補益調整의 역할을 하

므로 黃芪, 當歸와 함께 勞力太過 후 虛煩 不安을 치료함을 목표

로 하 다. 甘草는 補裨益氣, 淸熱解毒, 潤肺止咳로 緩和補益調

整의 主藥이나 산후에 腹部膨滿, 嘔吐, 浮腫등의 濕象을 우려하

여 감량하 다6). 

    실 과다일 경우 腎水不足으로 肝陽이 上升하여 얼굴이 潮

紅, 頭痛, 惡心, 嘔吐, 압상승, 심계항진, 怒하기 쉽고 신경질이 

잘나고 불면, 소화불량, 오한발열, 등이 나타나는데 平肝和解와 

消 를 시켜주면 좋기 때문에3) 白朮에 消食化痰에 사용되는 羅

蔔子와 砂仁을 배합하여 산후에 약해진 脾胃의 기능에 작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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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黃芩은 淸熱燥濕, 瀉火解毒의 작용으로 주로 肺熱, 淸熱의 

방제에 응용되며 임신 의 下腹部痛으로 熱象을 수반할 때 白朮

과 함께 사용하여 유산을 방지하는 바 産後血虛와 과도한 用力

으로 産後發熱이 있을 때 四物湯과 함께 사용한다6)
. 

    산후 方藥의 三禁에 있어 川芎의 眞氣를 泄하는 작용과 熟

地黃의 泄下작용, 黃芩의 惡露沮礙작용을 염려하 으나4,6)
 그 효

능이 필요하므로 佐使藥의 補助와 용량의 감소로 부작용을 최소

화하 다. 

    산욕기란 임신과 분만으로 야기 된 산모의 생식기  신

의 변화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합

병하는 제반의 병변을 産褥異常이라 하며 신성으로 나타나는 

주요증상은 發熱인데 이를 산욕열이라 하며 그原因은 개 ① 

邪客子門에 기인한 경우, ② 유방의 병변에 기인한 경우, ③우발

인 외감에 기인한 경우 등 다양하나 이 에서 특히 邪客子門

에 기인하는 發熱病을 총칭하여 産褥熱이라 한다4). 

    그  가장 심각한 상태는 邪客子門에 기인한 경우인데 분만 

때문에 상처를 입은 곳으로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등의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증이다. 분만 후 37.5℃의 열로서 오한이 

나는 것은 유선염, 신우염, 방 염등으로 볼 수 있으나 38℃ 이상

의 열로서 惡寒戰慄은 主意하여 産褥熱의 疑心을 가져야 한다. 이

것은 산욕성자궁염, 골반성복막염, 범발성복막염, 골반결합직염등

과 신 으로 농독증, 패 농독증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3) 

    한 兒枕痛이라함은 분만 후 분만시와 같은 陣痛이 계속되

어 심한 고통을 격게 되는데 이는 자궁근의 계속 인 수축작용

과 태반의 박리면에서 출 된 血의 잔류로 인한 것이다1) 그러

나 는 부분이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고, 산과학의 발달로 

정상분만일 경우 2-3일 후 일주일 정도, 제왕 개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치면서 항생제, 소염제, 자궁수축제등을 복

용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邪客子門으로 한방치료를 하

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인 산후병은 분만시 실 과다, 用力過度하여 

氣血虛損, 陰血이 爆傷하고 營衛가 不調한 틈을 타서 風寒邪가 

침입하여 發生하거나 산후 血 즉 惡露未盡으로 인한 자궁수축

의 지연, 산후 脾胃가 약해져 있는데 원상회복되기 에 生冷  

과다한 양섭취 음식과다 등으로 食傷하거나 피로의 악화에 기

인하는데 심할 경우 浮腫, 下血, 陰挺, 脫腸, 中風, 痛風, 脚氣등의 

雜病을 일으키기 쉽다1)
.  

    산후치료에 해 산후치료의 특성은 氣血을 大補하고 血

을 消散하는데 있다. 朱는9) 산후에 하나도 虛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름지기 氣血을 大補함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설사 타병이 있

어도 이는 뒤에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張10)도 산후에는 

부분의 병이 血虛에서 오므로 發表하지말고 大補하라고 하 다. 

陳良甫도 산후에는 개 氣가 大脫하고 血이 未生하므로 氣血을 

大補함이 원칙이나 만약 惡露가 未盡할 때에는 補藥 에 行血

藥을 겸용하고 感冒風寒이나 음식정체가 있을 때는 先補후에 發

散 消 하되 氣血을 손상하는 峻劑 의 사용은 삼가야한다고 하

고 산후1개월 이내에는 針線, 勞役, 行房을 삼가고, 100일이내

에는 七情, 語, 風寒 등을 삼가야하는데 이를 추호라도 범할 경

우 각종질환이 발생된다고 하 다2)
. 

    한 김은 산후 20일을 경과하기 까지는 안정조리가 필

요하며 이 기간 내 발병한 질병의 치법에는 補虛와 理血치법을 

바탕으로 하여 加味施療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 다
1)

. 이는 민

간에서 말하는 산후 삼칠(3주)의 개념이 산후에는 많은 실 과 

함께 모든 과 주리가 열려 있는 방어막이 약한 시기이기 때

문에 밖에서 안으로 邪氣가 침범하기 쉬우며 역으로 치료와 안

정을 잘 하면 그동안 몸에 있는 邪氣를 박으로 내어 보낼 수 있

다는 뜻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나서 모든 關節 腠理

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고질 인 産

後病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이시기의 치료는 갱년기와 함께 향

후 여성의 건강에 매우 요하다 하겠다2).  

    孫은  산후 리를 잘못하면 角弓反張하는 辱風이 생긴다 하

다.11)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산후의 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옛날부터 산후조리를 매우 요시 해 왔고 보고

에서도 강 등12)은 88.5%가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 는 바 산후조리를 한의학의 역에서 치료한다면 향후 출산

여성들의 건강 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자는 많은 산후입원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의 主症이 

산후신통, 복통, 훈, 부종이 많은 바 산후보양센터 차원의 공

통처방의 필요성을 느껴 加味護內湯Ⅲ을 처방하게 되었고 

2006.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입원한 환자  加味護內湯Ⅲ을 1주

일 이상 사용하여 호 이 있었던 78명을 환자를 상으로 임상 

고찰하 다.  

    분만방식을 보면 정상분만자가 67.95%, 제왕 개가 32.06%

이고, 20 에 21.62%, 30 에서 41,46%로 조사되었다. 국민보험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제왕 개환자의 비율이 38.6%이

고, 조 등13)의 연구에서 제왕 개로 분만한 경우 35세 이상의 산

모에서는 52.8%, 35세 이하 에서는 31.7%로 보고하 는 바 여러 

가지 질병  측면도 있겠지만 분만후유증을 염려하여 제왕 개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호소증상  복통은 64.10%로 신통과 함께 호소환자가  많

았는데 이병의 形成機轉이 出産時間이 길고 압박으로 조직을 손

상하고 외부자극으로 인하여 生理機能이 改變된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호 에 있어 타 증상에 비해 빨리 회복된 경향을 보

인 것은 소염진통제, 항생제, 자궁수축제의 복용으로 원활한 오

로 배출과 함께 산후열상의 빠른 회복으로 생각된다. 

    産後身痛의 경우 그 원인에 해 陳은 氣虛하여 血이 骨

節에 流注한다 하 고14), 王은 산후에 百節이 開脹하고 血脈이 

流散한데 氣弱하면 經絡分肉之間에 血이 留滯하여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으면 발생하 다.15) 한 吳는  去血過多하여 營血이 

부족하거나 風寒에 外感되어 발생
16), 李는 산후에 氣血이 走動하

여 升降이 失常하여 에 留滯하여 발생17), 농은 血虛하여 不

能營養으로 발생한다 하 고18)
 康은 그원인을 敗血, 血虛라 하

는데
19) 산후허약하고 營衛不和하여 人體의 抵抗力이 약해졌을 

때 風寒濕의 外邪가 虛를 타서 들어와 營衛氣血의 運行에 향

을 미치므로 氣滯血 하여 疼痛이 發生한 것으로 생각된다.20) 본 



산후병치료에 미치는 加味護內湯Ⅲ의 임상  연구

- 467 -

연구에서도 타 증상에 비해 호소 환자수도 89.74%로 가장 많았

으며 호 일수도 7.84일로 긴 것으로 보아 분만시 후유증으로 가

장 심한 증상이며 호 일수의 지연으로 보아 치료시기를 놓치거

나 조리하지 못할 경우 産後遍身疼痛, 産後關節痛, 産後痺證등의 

산후풍 으로 이환됨을 알 수 있다.4)
   

    산후부종은 조직간액의 비정상 인 축 으로 나타나는데 산

후에 감소하나 개 체 증가와 직  련이 있고, 임신  증가

한 체 이 산욕기가 지나도 원상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

모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다.21)

    특히 산후  주 염의 경우 부종이 하나의 인자가 되고 

있는 바 산후치료에 있어 부종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

된다.22) 
본 연구에서 호소 수에 있어 정상분만의 경우 43.39%로 

제왕 개군12%에 비해 많았고 증상의 호 일수도 6.91로 제왕

개의 4.67일 비해 길었다. 산후부종에 해 김은 어 이 경락을 

따라 사지에 침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 순행장애라고 하 는 

바 정상분만의 경우 산후 用力이 제왕 개에 비해 심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24)   

    산후 훈은 개 실 이 과다하여 발생하는 빈 과 련이 

많은데 임신과 련된 가장 흔한 합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이 55-60%정도 된다고 하 다
23) 이때는 다만 昏悶하

고 煩亂할 뿐이니 보 해야한다. 그러나 어 이 잘 배출되지 않

아 생기는 훈은 오로가 심흉으로 상충하여 心下가 滿急, 정신

이 혼미하고 口噤하며 인사불성일 때는 破血, 行血약을 함께 쓰

야 한다고 하 다.24) 

    본 결과에서 제왕 개의 경우 호소 환자수가 40%로 정상분

만의 22.64%에 비해 많았고 호 기간도 정상분만의 4.33일에 비

해 5.8일로 길었는데 이는 실 양이 제왕 개가 평균 1000 ml이

상으로 정상분만의 500 ml이상에 비해 2배 정도 된다고 정의하

는 바25) 이는 실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加味護內湯Ⅲ을 투여하여 제반 산후 증상의 호 이 있었던 

환자를 찰해 본 바 평균 으로 약 4일에서 8일사이에 호 되

는 경향을 보 고, 투약도 정상분만의 경우 2-3일, 제왕 개의 경

우 6-7일 후부터 시행하 기 때문에 일반 인 산후 제증상에 보

편 으로 시용할 수있으며 산모들의 경우 한약복용시기에 해 

삼칠이 끝난 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능하면 출

산 후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함이 좋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결과에 있어 韓藥을 복용하지 않은 조군이 없었고, 

산후질환의 경우 입원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액검사, 생화

학범사, 소변검사 등의 기본검사가 인정되지 못하여 충분한 근거

자료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며 향후 제도의 변화와 함께 한의

학 진단과 치료에 있어 외연의 확 가 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분만형태에서 30 에 제왕 개의 비율이 20  보다 높게 나

온 것으로 보아서 고령에 따른 분만후유증을 염려하여 제왕 개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체 호소 증상  복통과 

신통의 비율이 높았는데 出産時間과 압박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

과 用力太過가 원인으로 보인다. 다른 증상에 비해 복통의 치료

일수가 은 것은 분만 후 감염과 염증, 자궁수축에 한 양방의 

선행치료에 기인하는 바 사객자문에 의한 후유증은 옛날에 비해 

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종은 정상분만이 제왕 개군에 비해 많

았고 증상의 호 일수도 제왕 개에 비해 길었다. 이는 정상분만

의 경우 출산 시 노력태과로 인한 血의 停留로 순환장애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훈은 제왕 개의 경우 호소 

환자수가 정상분만에 비해 많았고 호 기간도 정상분만에 비해 

길었는데 이는 실 양이 제왕 개가 정상분만 보다 실 양이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약 복용 후 평균 으로 약4일에서 8

일 사이에 제 증상이 호 되는 경향을 보 고, 한약복용도 정상

분만의 경우 2-3일, 제왕 개의 경우 6-7일 후부터 시행하 기 때

문에 일반 인 산후증상에 보편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하

면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함이 좋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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