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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後 汗出過多를 동반한 산후풍에 대한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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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with Postpartum Sw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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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are very weak and liable to various disease in postpartum. So postpartum care is very important. The

two patient who was diagnosed with postpartum disease was traeated and improve. We thought that their symptoms

was deficiency of Qi. The two patient was treated by herb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ir symptoms

was disappeared. After the oriental medical treament, the postpartum disease differentiated deficiency of Qi was

improved. The oriental medical treament(herb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lieves postpartum disease

with Postpartum Sw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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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産後에는 바로 임신과 분만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성기 및

전신의 해부기능의 변화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하여 대략 非姙

娠時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를 産褥의 退縮이라 하고, 퇴축에 소

용되는 기간을 産褥期라 한다
1)

.

산욕(産褥)은 원래 임신과 같이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대체로 체력이 허약해 있는 상태이므로 생활과 섭생을 통하여

산욕의 복구를 촉진하고 허약으로 인한 합병증 내지 병발증을

방지하고 체력의 회복에 노력해야한다1).

산모의 체력이 허약하거나, 분만에서의 産傷이나 出血이나

분만시의 用力過多로 산모의 元氣를 손상하거나 난산, 또는 잘못

된 산후조리 등으로 산욕기간 중에 분만, 또는 산욕과 관련하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산후병(産後病)이라 한다1-3).

분만 중에 用力이 과다하고 産道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산

모의 원기가 손상되고 氣血이 부족하여 百脈이 空虛하게 되어

산후에는 虛證이 많다2).

朱丹溪에 의하면 “산후에는 하나도 虛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름지기 氣血을 大補함을 우선하여야 하며, 설사 他病이 있어도

이는 뒤에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 후 산모의 氣血이 허약한 상태에서

한출과다를 동반한 산후풍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의학적 변

증시치를 통한 치료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치료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증례 1

1) 심○○/ 여자 28세

2) 주증상 : 發汗過多, 惡寒, 전신이 시리고 관절통, 양 하지 냉

감, 목따가움

3) 발병일 : 2008년 11월 13일 젖몸살이후 발생하여 Local 한의

원에서 치료하던 중 2009년 2월 22일경 감기에 걸린 후 증상 심

해져 내원함

4) 분만일 : 2008년 10월 15일 자연분만

5) 산과력 : 1-0-0-1

6) 수유 여부 : 약 1개월 정도 모유수유하다 젖몸살로 인해 중단

7) 과거력 : 脛骨 骨折 (10년전)

8) 현병력

2008년 10월 15일 자연분만하였으며, 2008년 11월 13일 젖몸

살이후 發汗過多, 惡寒, 전신이 시리고 관절통, 양하지 냉감, 복

부냉감, 무력감을 발하여 Local 한의원에서 치료하며 호전보이던

중 2009년 2월 22일경 감기가 걸린 후 증상 심해져 본원 외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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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9년 2월 23일에 입원함

9) 초진 소견

입원당시 환자는 咽喉痛, 기침, 發汗過多, 차가운 바람에만

시리면서 아플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이나 음

식을 섭취하여도 온몸이 많이 시리다함. 전신 관절통을 호소하는

데 통처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고 함. 복부 냉감과 양하지 냉

감, 무력감을 호소함. 시린 증상으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옷을

벗을 수가 없다함.

(1) 신장 / 체중 : 161 cm / 57 kg

(2) 사상체질 : 소음인 (체질감별은 동의대학교 사상체질과에

의뢰)

(3) 식욕 : 보통

(4) 소화 : 소화장애, 惡心 호소

(5) 대변 : 평소 1회/日, 입원당시 설사상태

(6) 소변 : 5-6회/日

(7) 수면 : 3-4시간 내외 수면, 한출과다로 수시로 깸

(8) 면색 : 微黃赤色

(9) 설진 : 舌質淡紅 苔白厚 舌裂甚

(10) 맥진 : 弦

(11) 복진 : 복부전체의 압통(구미, 중완, 좌우 천추 및 하복부),

복부 중등도의 유력, 하복부 약간 냉함

10) 기본검사소견

(1) Vital sign : BP 100/60 mmHg, BT 36.9℃, PR 64회/min,

RR 20회/min

(2) 임상검사 : 정상소견

CBC, UA, Na, K, AST, ALT, Total Protein, Albumin, Lipid

Profile, Bun/Cr, FBS, HbsAg/Ab, VDRL, Chest PA, EKG

11) 한방치료

(1) 韓藥內服

Table 1. Medication treatment

입원 1일
2009. 2. 23

藿香正氣散 (藿香 6 g 蘇葉4 g 白芷, 大腹皮,
白茯笭, 厚朴, 白朮, 陳皮, 半夏薑製, 桔梗, 甘草(灸)

2 g 薑 3 棗 2

입원 2일-9일
2009. 2. 24 - 3. 3

人蔘養胃湯 (蒼朮 6 g 陳皮, 厚朴, 半夏薑製 5 g
赤茯笭, 藿香 4 g 人蔘, 草果, 甘草(灸) 2 g 薑 3

棗 2

입원 10일-13일(퇴원)
2009. 3. 4 - 3. 7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乾薑炮 2 g, 肉桂

浮小麥 4 g 貢砂仁 3 g, 神麯 2

2009. 3. 8 - 4. 20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乾薑炮 2 g, 肉桂

浮小麥 4 g 貢砂仁 3 g, 神麯 2

2009. 5. 30- 6. 10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乾薑炮 2 g, 肉桂

浮小麥 4 g 貢砂仁 3 g, 神麯 2

(2) 針治療

0.2×30 mm의 1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中脘, 關元, 合谷, 太衝

등의 體鍼과 舍岩鍼의 肺正格 등을 1일 1회, 1회 20분간 留鍼

(3) 腹部間接灸

關元에 직경 5 cm의 間接灸 1일 1회 시행

12) 임상경과

① 입원 1일째(2009년 2월 23일) : 인후통, 기침과 함께 소화

장애, 惡心, 설사를 동반하여 藿香正氣散을 1일분 처방함.

② 입원 2일째 : 설사는 멈추었으나 다른 제반 증상은 동일하

며, 감기증상과 함께 소화장애 및 惡心을 함께 호소하여 人蔘養

胃湯을 처방하고, 차가운 바람에도 시리면서 아플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여도 온몸이 많이

시리다면서도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어 얇은 내의와 환의만 입

고 생활하게 함.

③ 입원 7일째 : 인후통, 기침의 감기 증상 많이 호전되었으나

汗出, 惡寒, 關節痛 및 시린증상은 약간 감소함.

④ 입원 9일째 : 汗出, 惡寒, 關節痛 및 시린증상 많이 호전되

고, 땀은 식사시에만 흘림. 소화장애 및 惡心도 많이 감소.

⑤ 입원 10일째부터 소화기 증상과 감기증상이 완화된 이후

에도 汗出過多 및 관절통, 시림, 惡寒의 증상이 남아 있고, 脈微

弱하여 氣虛로 인한 증상으로 補中益氣湯 加味로 처방함.

⑥ 입원 13일째 : 수면상태 양호하고 전반적인 증상 60%정도

호전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약 처방하고, 통원치료하

기로 함.

⑦ 3월 11일 외래 방문 : 땀은 식사할 때 가슴부위만 나고, 얇

은 내의 입고 있으며, 집안일 약간 가능. 關節痛 및 시림증상

60% 호전상태 유지함.

⑧ 4월 4일 외래 방문 : 땀은 겨드랑이만 약간 나고, 내의 벗

고 생활하며, 關節痛 및 시림증상 70% 호전상태 유지함.

⑨ 5월 3일 외래 방문 : 關節痛 및 시림증상 80% 호전상태 유

지함.

⑩ 8월 10일 외래 방문 에어컨 가동되는 장소에 가도 시린 증

상 없으며, 약간의 關節痛만 있는 상태임.

⑪ 12월 10일 둘째 임신하여 방문 시림 관절통 없음.

Table 2. The Progress of Clinical Symptoms

汗出
(VAS)

惡寒
(VAS)

關節痛
(VAS)

下肢冷感
(VAS)

咽喉痛
(VAS)

消化障碍
(VAS)

惡心
(VAS)

2월 23일
(입원1일)

10 10 10 10 10 10 10

3월 1일
(입원7일)

8 8 7 7 2 5 3

3월 3일
(입원9일)

5 6 5 5 1 3 2

3월 7일
(입원13일)
퇴원

2 4 4 4 0 3 0

3월 11일 2 4 4 4 0 3 0

4월 4일 1 3 3 3 0 1 0

5월 3일 1 2 2 2 0 1 0

8월 10일 0 0 1 0 0 1 0

2. 증례 2

1) 손○○/ 여자 38세

2) 주증상 : 發汗過多, 惡寒, 요통, 어깨의 시리고 시큰거림, 목따

가움, 숨참, 불면

3) 발병일 : 2010년 3월 10일 요통 심해져 Local 한의원에서 치

료받던 중 2010년 3월 11일 갑자기 감기가 걸린 후 증상 나타나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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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만일 : 2009년 10월 22일 자연분만

5) 산과력 : 2-0-0-2

6) 수유 여부 : 약 1개월 정도 모유 수유하다가 이후 분유로 수

유중

7) 과거력 : 고혈압 - 분만후 혈압이 높아 혈압약 복용. 2009년

12월에 1달간 복용중지. 2010년 1월 1일에 다시 혈압상승으로 혈

압약 복용

8) 현병력

2009년 10월 22일 자연분만하였으며, 분만후 임신성 고혈압

으로 혈압약 복용하다 12월에 상태 지켜보자하여 1달간 중지함.

2010년 1월 1일 다시 혈압이 상승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호르

몬 및 심장초음파 검사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음으로 진단받고 다

시 혈압약 복용함. 고혈압과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 2차례 입원

및 검사로 인해 지속적인 요통과 피로를 많이 느낌. 2010년 3월

10일에 요통이 심해져 Local 한의원에서 치료하였다. 2010년 3월

11일경 갑자기 감기가 걸린 후 發汗過多, 惡寒, 요통, 어깨의 시

리고 시큰거림, 목따가움, 숨참, 불면증상 나타나 본원 외래 통하

여 2010년 3월 15일에 입원함

9) 초진소견

입원당시 환자는 계단을 두 개이상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

도 심한 땀이 나고, 숨이 가쁘고 힘이 없으며, 惡寒 및 차가운 느

낌이 있으면 어깨가 시리고 시큰거려 목과 어깨에 목도리를 실

내에서도 감고 있어야 함. 요통, 목따가움, 불면 증상을 함께 호

소함

(1) 신장 / 체중 : 158 cm / 45 kg

(2) 사상체질 : 소음인 (체질감별은 동의대학교 사상체질과에

의뢰)

(3) 식욕 : 없음, 1달간 3 kg 감소함

(4) 소화 : 소화장애

(5) 대변 : 1회/日

(6) 소변 : 5-6회/日, 잔뇨감

(7) 수면 : 不眠

(8) 면색 : 약간 검은 편임

(9) 설진 : 舌質淡紅 苔白厚

(10) 맥진 : 沈無力

(11) 복진 : 구미와 중완의 압통, 복부 중등도의 유력, 하복부

약간 냉함

10) 기본검사소견

(1) Vital sign : BP 100/70 mmHg BT 36.6℃ PR 73회/min

RR 20회/min

(2) 임상검사 : 정상소견

CBC, UA, Na, K, AST, ALT, Total Protein, Albumin, Lipid

Profile, Bun/Cr, FBS, HbsAg/Ab, VDRL, Chest PA, EKG

11) 한방치료

(1) 첩약 (Table 3)

(2) 針治療

0.2×30 mm의 1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中脘, 關元, 合谷, 太衝

등의 體鍼과 舍岩鍼의 肺正格 등을 1일 1회, 1회 20분간 留鍼

(3) 腹部間接灸

關元에 직경 10 cm의 間接灸 1일 1회 시행

Table 3. Medication treatment

입원 1일
2010. 3. 15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防風 川芎 荊芥 蘇葉 元肉

香附子 酸棗仁 4 g

입원 2일-7일
2010. 3. 16-21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肉桂 浮小麥 酸棗仁 4 g,

防風 3 g 牡蠣粉 4 g

입원 8일-12일(퇴원)
2010. 3. 22-26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肉桂 浮小麥 酸棗仁 乾薑炮 

4 g

2010. 3. 27
-2010. 4. 10

퇴원탕약으로 15일분의 補中益氣湯(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4 g, 當歸 陳皮 2 g, 升麻 柴胡 1.2 g) 加

肉桂 浮小麥 酸棗仁 乾薑炮 4 g 처방

12) 임상경과

입원당시 환자는 감기증상과 더불어 계단을 두 개이상 오르

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땀이 나며, 숨이 가쁘고 힘이 없으며,

惡寒을 호소함. 차가운 느낌이 있으면 어깨가 시리고 시큰거려

목과 어깨에 목도리를 실내에서도 감고 있고,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얇은 내의와 환의만 입고, 목에는 목도리를 감고 생활하도

록 함.

Table 4. The Progress of Clinical Symptoms

汗出
(VAS)

惡寒
(VAS)

腰痛
(VAS)

어깨시림
(VAS)

咽喉痛
(VAS)

숨참
(VAS)

不眠
(VAS)

3월15일
입원 1일

10 10 10 10 10 10 10

3월17일
입원 3일

9 9 8 7 1 2 0

3월18일
입원 4일

8 8 7 4 0 0 2

3월19일
입원 5일

6 3 5 5 0 0 0

3월20일
입원 6일

5 2 3 2 0 0 0

3월21일
입원 7일

3 1 2 0 0 0 0

3월26일
입원 12일
(퇴원)

2 0 1 0 0 0 0

3월28일 0 0 0 0 0 0 0

① 입원 3일째 : 어깨 시리고 시큰거리는 증상 현저히 감소되

고 땀은 약간 감소함.

② 입원 4일째 : 요통은 약간 결리는 정도이며 땀은 20%정도

감소함.

③ 입원 5일째 요통양상 비슷하며,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어

깨부위가 약간 시리고, 땀은 40%호전됨.

④ 입원 6일째 요통은 약간 묵직한 정도이고, 땀은 샤워 후나

이불덮고 누워있으면 나며 50% 호전됨.

⑤ 입원 7일째 요통은 우리한 정도이고, 땀은 움직이면 소량

나며 70% 호전됨.

⑥ 입원 12일째 요통은 약간 우리한 정도이고, 땀은 80% 호전

되어 퇴원함.

⑦ 퇴원 후 2일후부터 제반 증상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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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新産後나 産褥期에 산모에게 발생하는 분만과 산욕과 관련

된 질병을 ‘산후병’이라 한다2). 산후병의 종류로는 産後血暈, 産

後痙症, 産後腹痛, 産後惡露不絶, 産後大便難, 産後發熱, 産後小

便淋痛, 産後小便不通, 産後自汗盜汗, 産後關節痛身痛, 産後缺乳,

産後乳汁自出 등이 있다2). 특히 여성이 出産후 제대로 몸조리를

못했을 때 뼈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신 것을 통칭 産後風이라고

한다
4)

. 歷代 文獻에서는 産後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産

後遍身疼痛, 産後身痛, 産後關節痛, 혹은 産後痺症 등으로 표현

되어 주로 痛症에 국한되어 있었다1). 하지만 민간에서는 흔히

“산후풍” 이라고 알려진 것은 산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산후에 조리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증후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의 문헌상으로도 그 확실한 의

미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산후풍은 좁은 의미로는

관절을 위주로 하는 전신통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자율신경실

조증과 유사한 여러 전신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4-5).

한의학적으로 산후풍의 원인으로는 산후의 氣血虛弱으로 인

한 血虛와 惡露不盡, 血行障碍로 오는 血瘀, 그리고 産後 感風寒

에 의한 血風을 들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腎虛를 포함시키고

있다
3)

.

한의학에서는 산후 관리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바, 산후는 분만으로 인한 氣血不足이 발생하기 쉽고, 惡

露로 인하여 瘀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며, 허약해진 건강상태

로 인하여 外邪, 七情, 飮食, 房事 등에 손상되기 쉬운 시기이므

로 산후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6).

상기 첫 번째 증례의 환자는 2008년 10월 15일 자연분만하

였으며, 2008년 11월 13일 젖몸살이후 발병한 산후풍이 2009년 2

월 22일경 감기가 걸린 후 증상이 심해진 경우이다.

산후에 기혈이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풍한에 상하여

기존의 산후질환이 악화되어 咽喉痛, 기침 등의 감기증상과 소화

불량, 惡心, 설사 그리고 發汗過多, 시림, 관절통, 복부 냉감과 양

하지 냉감,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胎産心法, 産後禁忌論>7)에서는 “대체로 출산 후에는 몸이

허해지므로 寒이 들지 않도록 제일 주의하여야 한다. 寒이 들면

血氣가 凝滯하고 모든 변화가 생겨나니 자주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복통과 설사가 일어난다.”고 하여 産後에 氣血이 허약한

상태에서 寒이 산후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감기증상과 함께 소화장애 및 惡心, 泄瀉의 증상을 먼저 치

료하고자 傷寒陰證에 사용하는 藿香正氣散을 처방하였다. 소화

기 증상과 감기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汗出過多 및 관절통, 시

림, 惡寒의 증상이 남아 있고, 脈微弱하여 氣虛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補中益氣湯계통을 처방하였다.

두 번째 증례의 환자는 2009년 10월 22일 자연분만하였으며

분만 후에 나타난 임신성 고혈압과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 2차례

입원 및 검사로 인해 지속적인 요통과 피로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

중 2010년 3월 11일경 갑자기 감기가 걸린 후 汗出過多, 惡寒, 요

통, 어깨의 시리고 시큰거림, 목따가움, 숨참, 불면증상 나타났다.

상기환자의 경우 감기증상을 동반하였으나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汗出過多를 주소증으로 호소하고, 脈沈

無力하는 등으로 氣虛로 인한 産後自汗으로 보고 補中益氣湯계

통을 처방하였다.

産後發汗은 크게 産後自汗과 産後盜汗으로 나뉘는데, 산모

가 땀을 흘리는 것이 계속되는 경우를 産後自汗이라 하고, 수면

시 땀으로 옷을 적시고 깨어나면 그치는 경우를 産後盜汗이라

하는데 이는 産後 三急의 하나에 속하니 급히 치료해야 한다2).

産後 自汗, 盜汗은 耗傷氣血로 발생하고, 虛證에 속하므로 옛사

람들은 ‘産後虛汗不止’라고 칭하였다2).

産後發汗은 <婦人大全良方>8)에 “夫虛汗不止者, 由陰氣虛而

陽氣加之, 裏虛表實, 陽氣獨發於外, 故汗出也. 血爲陰, 産則傷血,

是爲陰氣虛也. 氣爲陽, 其氣實者, 陽加于陰, 故令汗出, 而陰氣虛

弱不復者, 則汗出不止也. 凡産後皆血虛 故多汗. 因風之遇則變痙,

縱不痙, 則虛乏短氣, 身體瘦, 脣口乾燥, 久變經水斷絶, 津液故也.”

라 하여 産後汗出의 原因과 病機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9)에서는 “産後血去過多則陰虛, 陰

虛則陽盛, 若微微自汗 是榮衛調和, 故雖汗無妨, 若周身無汗, 獨頭

汗出者, 乃陰虛陽氣上越之象也. 若頭身俱大汗不止, 則恐有亡陽之

慮”라 하여 가벼운 自汗은 榮衛調和되면 무방하나 머리와 전신

에 심한 땀이 그치지 않으면 亡陽에 주의하도록 하고, 産後發汗

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였다.

産後自汗의 원인에 亡血傷陰하고 元氣耗散이며 氣虛하면 衛

陽이 不足하고 表虛하여 固表하지 못하므로 自汗이 일어난다고

하였다2).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9)에서“ 若自汗太甚, 宜黃芪湯, 卽

牡蠣粉, 黃芪, 白朮, 茯苓, 甘草, 麥芽, 熟地, 防風也. 若陰血大脫,

孤陽外越, 大汗不止, 非大劑蔘附不能回陽也.”하였듯이 處方과 藥

物에는 益氣, 養血, 斂汗의 치료원칙이 나타나고 더욱이 氣血의

調治를 강조하였다. 이런 歷代 醫家들의 치료법에 따라 상기 2가

지의 증례에서 補中益氣湯加味方으로써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또한 치료법 외에도 산후질환의 경우 일상생활의 관리가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산후관리 중에 전통적으로 산후에 가장 금

기할 정도로 가장 높은 것은 ‘찬바람을 쏘인다. 찬물에 손을 넣는

다. 찬곳에 오래 앉는다’ 등 풍한을 피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너무 더운 것은 汗出過多를 유발하므로 옳지 않으며 의

복도 반드시 얇은 것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0).

최근에는 산후관리 방식이 풍한을 피하는 것이 지나쳐 과도

한 과보온과 한출과다를 야기하는 산후조리법으로 인해 산후질

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11,12)되고 있어 상기 두 환자 모두에게

옷을 두껍게 껴입어 땀을 많이 흘려 惡寒이 더 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얇은 내의와 환의만 착용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惡寒

과 시림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나 차츰 외부의 환경에 적응해 나

가면서 가벼운 옷차림에도 惡寒과 시림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결 론

출산 후에 산모의 氣血이 허약한 상태에서 汗出過多, 惡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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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림, 관절통 등을 산후풍으로 진단하고 본원에 내원한 2가지

증례 환자에게 氣虛로 변증하고 한약치료, 침, 뜸치료를 시행하

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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