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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회는 올 가을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을 마련
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특성상 생리적 변화가 많고, 그에 따른 약물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이에 진료에서 기준이 될 만한 참고 자료가 절실했습
니다.
우리 학회는 그간 모유수유를 중심으로 산모, 신생아, 영아의 약물 처방과 관리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범위를 더 확장하여 임산부, 영유아까지 두루 포괄하는 약
물 투여 지침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낸 지침은 근거 등급을 평가하고 표준진
료지침 제작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차적으로 한의사들이 임상 진료에 참고할만한
자료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약물 투여는 양방의 진료 영역에서도 표준화 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
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리적 특성 혹은 윤리적 상황 때문에 대규모의 무작위 대조군을 두
고 이중맹검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약의 경우엔 동물실험이나 기전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례연구나 역학 연구 등의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지침
을 만들고 개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학회는 한약의 그간의 의서문헌 연구, 실험연구, 증례연구, 관찰연구 등의 결과를 종합
하고, 1994년 세계보건기구의 “바람직한 처방 지침 (guide for good Prescribing)” 의 방향
을 존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약물 투여 지침인 만큼 여러 분과의 전문가들과 같이 하여 통
합적 관점에서 지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한방여성의학과와 한방소아청소년과의 젊은 연구진들도 한의계를 위하
여 재능 기부로서 동참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지침이 일차적으로는 한의계 임상 진료에 참고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임산부와 영유아
진료에 있어 필요한 연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임산부와 영유아의 한약 처방을
위한 의약품 정보집 마련과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임산부와 영유
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 천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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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임산부 & 영유아 약물 총론

1. 서론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 투여시 안전사고가 발생 하면 처방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대체로 임산부 영유아의 약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한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투여를
기피한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오히려 손해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약물
정보가 부족하지만, 기존의 문헌 연구들을 바탕으로 안전하면서도 유효한 투약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약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약화사고 발생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약물 투여 지침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1. 약물 투여 지침의 필요성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약물 투여시 생리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약물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의와 환자를 위한 투약 지침이 필요하다.
(1) 임산부 약물 투여의 특징
· 임신 기간엔, 약물 투여로 인해 기형 발생이나 유산 혹은 조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수유 기간엔 모유로 약물이 아기에게 전달되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약물이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어 수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영유아 약물 투여의 특징
· 신생아 시기엔 간과 신장, 신경계가 모두 미숙하여 약물 작용에 특히
민감하다.
· 영유아기에는 장기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약물의 체내 동태도 변화한다.
· 영유아 발달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효와 이상반응 예측이
어렵다.
(3)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정보의 특징
·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임상시험은 윤리적인 이유나 참여
부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약물 정보는 동물실험, 관찰연구, 증례연구,
역학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된다.
(4) 유효하며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하여
· 임상시험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는 못하지만, 다른 연구들과 임상경험을
종합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 투여내용을 포함한 진료 지침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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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들은 임상진료에서는 지침을 참고하여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처방한다.

1.2. 본 약물 투여 지침의 특징
본 학회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약물 투여 지침은 세계보건기구의 약물투여지침의
관점을 따라 제작되었다. 해외의 임산부 혹은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나 전문가들의 저작물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펴낸 소아 및 임산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이 있다. 본
약물 투여 지침은 한약에 관한 정보와 임상진료에서의 권고를 담았으며
표준진료지침 형태는 아니나, 본 지침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표준 진료지침과
식약처의 의약품 적정 사용집 형태로도 개발이 필요하다.
(1) 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 진료지침이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이다 (Institute of Medicine,
Field MJ & Lohr KN, 1990).
· 진료지침은 의료진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고정된 프로토콜이 아니며, 진료
과정 중에 참고할 만한 일반적인 개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 진료 지침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판단에 우선하지 않다.
(2) 약물투여지침 (guide to good Prescribing)
· 약물 투여 지침이란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하며,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길어지지 않게 하며,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절한 비용으로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이다(WHO, 1994)1).
· 특정 임상 상황에 따라 기존 진료 지침 및 교과서 진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적절한 약물 선택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 guide to good Prescrib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4. (WHO/DAP/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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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침의 제작

(그림 4 ) 지침의 제작 과정

· 한의사가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았다.
· 본 약물 투여 지침에서는, 약물 일반에 관한 지식부터 구체적인 임상 진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보여주는 임상례와 그에 대한 답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지침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질문 마련을 위해 한의사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진료하면서 약물 투여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지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하는 한의사, 1차 진료 한의사, 병원 전공의, 전문의 등을
포괄하여 질문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임상 상황으로 재구성 하였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진료, 임상약리학, 약물 정책 등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토대로 근거를 수집하였다.
· 기존 한의 진료지침 혹은 임상 매뉴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 권고안과 내용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1.4. 기대효과
· 한의사들에게도 임산부와 영유아 진료 시 한약 투여에 관한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 본 학회의 약물 지침은 임상에서 진료하실 때 참고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 본 학회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약물 투여 지침은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아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의 한약에 관한 약물사용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임상한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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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침의 관점
본 지침의 약물 투여 지침은 1994년 WHO2)와 2007년 미국가정의학회3)에서 제시
한 지침 바탕으로 다음의 관점 아래 작성 되었다.
(1)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명확하게 정의한다.
(2) 치료 목적을 명시한다.
(3) 적절한 약물 요법을 선택한다.
(4) 적절한 세부 사항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비 약물적 치료법을 우선 고려한다.
(5) 약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 주의사항 및 위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6) 치료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에 약물요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7) 약물 처방시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다.
(8) 컴퓨터 및 기타 정보 도구 들을 사용하여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처방
오류를 안다.
(9) 환자가 약물 치료에 대해 우려하면, 공감적 태도 하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10) 이상반응 발생 시 환자는 즉시 의료진에 문의하며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 guide to good Prescrib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4. (WHO/DAP/94.11)
3) Pollock M, Bazaldua OV, Dobbie AE. Appropriate Prescribing of Medications: An
Eight-Step Approach. Am Fam Physician. 2007 Jan 15;75(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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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에 관한 일반 지식
임산부와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에서 근거가 되는 기본 약물 정보는 대체로 약물
의 개발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약물 정보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챕터에서는 약물투여지침에
서 사용되는 약물 정보를 언급하기 전에 전반적 약물 지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
다.

3.1. 약이란?

3.1.1. 정의
·

약사법 제 2조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1.2. 개발과정4)
(1) 경험적 약물의 발굴
·

경험적으로 알게 된 약물의 용량과 용법을 바탕으로 처방하고, 기대되는
효과나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관찰하여 다시 경험적으로 용량 혹은 용법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2)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물의 발굴
·

용법과 용량을 비임상시험을 통해 검토하여 인간에게 임상시험을 통해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용법과 용량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

용량을 탐색하고 인체에 적용시 어떻게 대사하는지 연구하는 과정을 약동학
(Pharmacokinetics, PK) 이라 부르며, 치료효과와 작용을 연구하는 과정을
약력학 (Pharmacodynamics, PD) 이라 부른다.

(3) 치료범위의 결정
·

약물을 인체에 노출 시켰을 때 치료효과가 있으면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4) Malcolm Rowland, Thomas Tozer. Clinical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4th editi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 Wolters Kluw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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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만큼의 용량으로 치료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

용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이상반응이나 독성은 없으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용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치료효과는 극대화 되나 이상반응과 독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따라서, 치료효과가 나타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를
치료역이라고 부른다.

(4) 현대의 약물 연구개발 과정

(그림 5 ) 의약품 개발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개발 및 허가절
차 소개. 2011)

(그림 6 ) 의약품 품목 허가시 필요한 자료 제출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약품 개발 및 허가절차 소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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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임상시험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개발 및 허가절차 소개.
2011)
· 경험적으로 약을 발굴했던 시기와 달리 현대에 들어와서의 의약품 개발은
여러 스텝으로 나뉘었다. 우선 약이 될 만한 새로운 물질을 탐색한다. 이
새로운 물질이 인간에게 적용하여 효과가 있고 독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동물에 적용해본다. 이를 전임상시험이라고 부른다. 세포와
동물실험을 통해 새로운 물질의 기전을 연구하며, 체내에 투여 되었을 때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동태를 예상해보는 실험을 한다.
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각종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한다.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발암독성, 생식독성, 면역독성 등을
파악한다.
·

이렇게 동물에서 충분히 탐색하여 인간에게 적용되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물질로 인간에 임상시험을 한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인간에게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인체
내에서의 약물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연구하는 약동학 시험과 치료효과와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약력학 시험으로 나뉜다(1상 임상시험).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한 용량과 용법을 탐색하는 임상시험도 시행한다(2상
임상시험). 탐색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최종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확증한다(3상 임상시험). 이렇게 연구가 종료 되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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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약물에 대해 연구된 근거를 평가하여 최종 허가를 결정한다.
· 제품 허가가 되고 나도 임상시험이 아닌 현실에서의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부작용과 치료 효과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3.2. 한약 이란?

3.2.1. 정의
· 약사법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있다.
·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3.2.2. 개발과정5)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약은 경험적 발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용법과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으로 개발
중이다.
· 한약제제 심사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제도를 적용하였으며,
품목허가 규정고시를 두어 기준으로 삼았다. 경험적 발굴 과정을 통해
수록된 처방들은 기성한약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성한약서에 있는 처방을
한약제제로 개발할 경우는 한약서의 정보를 존중하여 용량과 용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였다. 만약,
기성한약서 외 처방 및 기성한약서의 용량, 효능, 효과가 조금이라도 다른
제품의 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경험적 발굴을 통해 알게 된 한약 처방은 그대로 의약품으로 개발되지만
새로운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개별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정보 제공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국민 및 전문가들이 쉽게 참고할 만한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대한 학술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약화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다.
· 최근에는 한약 처방에 대한 약동력학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갖춘 의약품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5) 조선영.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창출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한의약정책 리포트.
2016;2(1):31-44.

- 14 -

3.3. 체내 약물 동태6)
(1) 체내 약물 동태 모식도

그림 8 ) 체내 약물 동태 체계
· 위의 그림은 약이 흡수되어 혈장으로 들어가 약으로 작용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하여 각 장기나, 목표로 하는 효과를 어떻게 드러내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이다. 여기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약이 혈장, 간, 신장,
조직세포, 장기 등에서 작용하는 것을 구획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 약동학은 약물이 체내에서 시간에 따라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같은
동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약동학의 여러 지표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다.
(1) 분포용적 (Volume of distribution (Vd)
· 약이 체내에 분포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분포용적이 클수록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제거되는데 오래 걸린다. 약은 체액과 체지방에 분포하며
단백질과 결합하기도 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특정한 질환의
경우 약물의 분포 양상이 상당히 변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장애
환자의 경우 분포용적이 감소할 수 있고, 뇌막염의 경우 뇌척수액으로의
항생제 침투나 약물이 결합하는 단백질의 농도 등이 변화할 수 있다.
6) Blackburn, Susan. Maternal, Fetal, & Neonatal Physiology. Elsevier Health Sciences.
2014.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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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감기 (Half-life)
· 체내의 약이 50%로 감소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감기는 약물의 배설에
관련된 지표이며 5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체내에서 약 성분이 거의 95% 이상
제거된다.
(3) 생체이용률 (bioavailability)
· 약으로서의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 체순환계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한다. 생체이용률은 완전히 흡수되는 액제,
현탁액, 또는 정맥주사제의 생체이용률과 경구로 투여된 후 전신 순환으로
흡수되는 제제의 생체이용률과 비교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생체이용률시험은 약물이 전신 순환계로 들어가기 이전의 대사 및 전신적인
대사와 P-glycoprotein과 같은 운반체의 역할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물이 생체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은 음식물 및
다른 영양소가 약물의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단백결합도 (Protein binding)
· 혈장 단백질에 약물의 성분이 얼마나 결합되는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통 약물이 주로 결합하는 두 가지 단백질은 albumin 과 α1-acid
glycoprotein 이다.
· 혈장 단백에 결합하는 비율이 높은 약물 또는 활성대사체의 경우에는 특히,
단백 결합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치료 반응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고려 사항이다. 또, 인체의 질병이나 생리적 변화로 인해 단백질 양이
달라지면 단백결합도 변화에 의해 치료 효과나 이상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5) 유리된 약물성분 (Free drug)
· 혈장에서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유리된 약물성분을 말한다. 이 약물성분은
혈장 안에서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유리되어 있으며 태반이나 모유 등으로
들어가기 쉽다. 결합된 형태의 약물 성분은 태반과 모유로 들어가기 어렵다.
(6) 청소율 (Clearance)
· 약물이 주어진 시간 단위 내에서 간과 신장에 의해 혈장내에서 얼마만큼 줄
어드는 지를 보는 지표이다. 약물의 배설에 관련된 지표이다.
(7) 분자량 (Molecular weight (MW))
· 약물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으로 dalton 으로 표기 한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세포막을 잘 통과 하며 분자량이 클수록 세포막을 잘 통과 하지 못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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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100-200 달튼 사이의 매우 작은 분자들은 세포막으로 잘 통과 하여 유입
된다.
(8) 이온화 상수 (pKa)
· 약물 성분이 50% 이온화 될 때의 pH를 의미한다. 이온화된 약물은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 이온화도가 높을수록 태반과 모유로 잘 유입되지 못할
것이다.
(9) 약물이 체내에 얼만큼 노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AUC (area under the concentration-time curve)와 최대혈장농도 Cmax
(peak concentration)이 있다. AUC는 인체에 약이 얼만큼 노출 되었는지
총 양을 알 수 있으며 Cmax는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면 최고 농도에 얼만큼
도달하는지를 보여준다. Tmax (peak time) 는 Cmax 즉 체내에 약물성분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때를 의미한다.
(10) 약효를 평가하는 지표
· Emax (maximum efficacy) 를 사용한다. 약물 용량이 얼만큼 되었을 때 약
효가 100%에 가까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약효가 최대치에 비하여
50%일 때의 약물 농도를 EC50 (drug dose that shows fifty percent of
maximal response) 이라고도 한다.
(11) 초회통과효과 (first-pass metabolism)
· 대부분의 약물이 경구로 투여되면 소장 벽을 통과하여 혈액으로 분포된다.
대부분의 약물이 소장에서 주로 흡수되는 이유는 이는 소장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흡수된 약물들은 간문맥으로 들어가 간을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대사되는데 이를 초회통과 효과(first-pass metabolism)라 한다.
(12) CYP 450 효소
· Cytochrome P450 효소는 super family를 이루고 있는 효소군으로
약물이나 환경물질 등 다양한 외인성물질, 스테로이드와 지질 등 내인성
물질을 산화대사 시키는 촉매효소이다.
· CYP450 효소는 인종, 개인 간에도 어떤 family 의 효소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유전자형의 효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같은 약이라도 개체간
차이가 생기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4) 운반체 (transporter)
· 약물은 각종 장기나 표적 조직으로 이동하는데, 특정 운반체들과 결합하기도
- 17 -

한다. 개인이나 인종에 따라 이 운반체 종류와 양이 다른데, 약물 반응의
개체간 차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4. 약물상호작용
·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투여할 때는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각 약물의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이 변한다.
· 현재까지 모든 약물간의 상호작용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약효에 크게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연구되고
있다.
· 약물은 병행 투여시 여러 기전에 의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작용과 독성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인체에 투약하기 전에 약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불활성화되는
경우도 약물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 약동학적인 상호작용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분비 등의 과정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흡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단백 결합 부위를 대치시키거나 CYP450 효소와의 작용에 영향을 주어
간대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 약물의 대사적 상호작용은 두 약물이 대사되는 장소가 같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약물은 약력학적으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수용체나
생리 기능,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 치료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임산부나 환아의 경우,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은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부분이다7).

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아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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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부의 약리학적 특징
본 챕터에서는 임신·산후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태아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약물의 동태를 기술하였다. 또한, 기형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기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염두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다.

4.1. 임신 기간의 생리적 변화8)
· 임신 중엔 재태기간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모체에서
일어난다. 임신 중 생리적 변화는 약물 동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 (표2) 는 임신 기간에 변화하는 생리적 특징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를
요약하고 있다. 또, 각 생리적 특징의 변화가 약물 동태 중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도 함께 분류하고 있다.
· 임신 기간 중에는 약물의 체내 흡수에 영향을 주는 ‘장운동, 호흡 환기량,
심박출량, 피부로의 혈류량’ 이 변화한다. 임신 중 장운동은 감소하며, 호흡
환기량은 증가한다. 심박출량은 증가하고, 피부로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 임신 기간 중에는 약물의 체내 분포에 영향을 주는 ‘혈장 부피, 체액량,
혈장단백질, 체지방’ 등에 변화가 있다. 혈장 부피, 체액량, 체지방이
증가하는 반면 혈장단백질은 감소한다.
· 임신 기간 중에는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간대사효소도 영향을 받아
변화하여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 임신 기간 중에는 약물의 배설에 영향을 주는 ‘소변과 신장으로의 혈류량,
사구체여과율, 호흡 환기량’ 등이 모두 증가한다.

약물 동태와 관련 생리적 특징

임신 중 생리적 변화 방향

흡수 (Absorption)
장운동

감소

호흡 환기

증가

심박출량

증가

피부로의 혈류량

증가

분포(Distribution)

8) Blackburn, Susan. Maternal, Fetal, & Neonatal Physiology. Elsevier Health Scienc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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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부피

증가

전체 체액량

증가

혈장 단백질

감소

체지방

증가

대사 (Metabolism)
간 내부 대사

±

간 외부 대사

±

배설 (Excretion)
소변 혈류량

증가

신장 혈류량

증가

사구체 여과율

증가

호흡 환기

증가

( 표 2 ) 약물 동태에 영향을 주는 임신 중 생리적 변화

4.2. 임신 중 약물 동태의 특징9)
임신 중 약물 동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다른 약으로 실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10). 약물의 종류에 따라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약물의 성질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의 47%에서 약물의 경구투여시 생체이용률이 감소하였다.
· 연구의 48%에서 약물 분포용적의 변화가 없었으며, 39%에서는 분포용적이
증가하였다.
· 혈장의 최고 약물 농도는 57%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33%에서 감소하였다.
· 약물 평형 상태의 혈장 농도는 45%는 그대로였으며, 45%는 감소하였다.
· 약물의 반감기는 44%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41%는 증가하였다.
· 약물 청소율은 34%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55%에서는 증가하였다.
· 단백결합도는 86%에서 감소하였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9)Richard J. Martin, Avroy A. Fanaroff, Michele C. Walsh. Fanaroff and Martin’s
neonatal-perinatal
medicine
:
Diseases
of
the
fetus
and
infant(9thed.)
Philadelphia:Mosby Elsevier,p.711.
10) Little BB. Pharmacokinetics during pregnancy: evidence-based maternal dose
formulation. Obstet gynecol. 1999;93(5 Pt 2):8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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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의 흡수(Absorption)
· 프로게스테론의 위장관 평활근 활성 작용으로 위장관 주행시간의 연장되어
약물 흡수율이 변화된다.
(2) 약물의 분포(Distribution)
· 임신 중 늘어난 혈장량에 의해 약물의 분포 용적에 변화가 생긴다. 또, 임신
중 혈장 알부민 농도가 감소하고 약물 단백결합도가 변화하여 약물 분포에
영향을 준다.
(3)약물의 대사(Metabolism)
· 주요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도가 변한다. CYP1A2, xanthine oxidase,
N-acetyltransferase는 감소한다. CYP3A4 mediated 8-hydroxylation
증가한다. 이 대사효소들과 관련된 약물의 대사능이 변화하고 약물상호작용
가능성도 변화할 수 있다.
(4) 약물의 배설(Excretion)
· 약물마다 변화가 다양하여 임신 전후로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간의 혈류량은 간에서의 약물 청소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 CYP3A, CYP2D6, CYP2C9와 UGT에 관련된 약물은 임신 기간에 청소율이
감소한다.
· 대사 효소 중 CYP1A2 과 CYP2C19에 의해 대사하는 약물은 임신 중
청소율이 감소한다.
· 따라서, CYP1A2 과 CYP2C19에 의해 대사하는 약물의 체내 축적이
증가하거나 부작용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CYP3A, CYP2D6,
CYP2C9와 UGT에 관련된 약물은 약효가 감소할 수 있다.

4.3. 태반과 태아에서의 약물 동태11)12).
· 태반과 태아에서의 약물 동태가 중요한 것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이다.
첫째는 약물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해를 끼칠 우려 때문이며, 두
번째는 태아를 같이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반과
태아에서 약물이 어떻게 대사하는지를 이해하고 투약하면, 임산부의 적절한
11) Pacifici gM, Nottoli R. Placental transfer of drugs administered to the mother. Clin
Pharmacokinet. 1995 Mar;28(3):235-69.
12) gideon Koren. Maternal-Fetal Toxicology: A Clinician's guide (Medical Toxicology).
CRC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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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도움이 되면서도 약물 독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약물의 분포, 대사, 배설 등은 모두 태아에서 변화한다. 태아의 개별적 특징,
약물의 용량과 사용기간, 모체와 태아의 유전적 특징, 모체의 약물 대사와
배설, 태아기의 발달 단계, 모체의 생리, 태반으로의 약물 전달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9 ) 모체-태반-태아 약물 동태의 모식도
엄마가 복용한 약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혈장으로 흡수된다. 혈장에서 약물은
유리된 형태가 되며 간에서 대사하고 신장을 거쳐 배설된다. 혈장에서 유리된
형태의 약성분은 혈류를 따라 태반으로도 유입이 된다.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약물 성분은 태아의 심장과 중추신경계, 간으로 들어가 흡수 대사된다. 일부는
태아의 혈장으로도 유입되며, 태아의 신장을 거쳐 다시 태반으로 배출된다13).
(1) 태반을 통과하는 약물 성분의 특징
· 오랜 세월 동안 태반이 모체에 투여된 약물과 화학물질을 태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벽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탈리도마이드
비극을 통해 태반을 통과하는 약물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 약물은 모체에서 태반으로 ‘단순확산’ 을 통해 전달된다.
· 분자량이 600 미만인 경우 태반 통과가 쉬우며 1000 이상이면 어렵다.
13) Blackburn, Susan. Maternal, Fetal, & Neonatal Physiology. Elsevier Health Scienc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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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화되지 않으며 지질용해성이 높은 물질들은 쉽게 통과된다.
· 거대 분자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흡수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2) 태아의 혈장단백질은 모체의 혈장단백질과 단백결합도가 다르다.
· 단백결합도가 높은 약물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여 모체에서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난다.
· 단백결합도가 낮은 약물은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 혈장단백질에 결합하기도
한다.
· 태아의 혈장 알부민은 임신 말기에 최고, 모체의 혈장 알부민은 임신 말기에
최저 상태이다.
(3) 태아의 혈장 pH는 모체 혈장보다 좀 더 낮다.
· 약염기성 약물은 쉽게 태반을 통과한다.
· 이온 트래핑(ion trapping) : 약물 농도가 태아에서 더 높게 증가된다.
(4) 태반과 태아는 약물을 대사할 수 있다.
· 임신 9~10주차에 태아의 간에서 대사효소가 나타나지만, 미숙하다.
· 태아 혈류의 반 정도는 간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심장과 뇌에 도달하기
때문에 약물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태아로부터 모체로 약물의 역 확산이 일어나기도 하나 태반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다.

4.4. 기형 발생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서 제임스 윌슨 (James Wilson)이 처음으로 1959년
에 기형학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1977년에 보다 학문적 정의가 명료해졌으며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Wilson and Fraser's
Handbook of Teratology)14).
1. 기형 발생의 감수성은 수태물의 유전자와 환경 인자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에 달려있다.
2.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노출되었을 때 배아 발생 단계에 따라 다양하
다.
3. 기형 유발 인자는 세포와 조직이 발달하는 기전에 특정 방식으로 작용하여 비
14) Friedman JM. The principles of teratology: are they still true? Birth Defects Res A
Clin Mol Teratol. 2010; 88(10):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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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배아 발생을 유발한다.
4. 비정상적인 발달의 최종 형태는 ‘태아사망, 기형, 성장 지연 및 기능 장애’ 이
다.
5.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조직 발생이 영향을 받는 것은 기형유발인자의 특
성에 따라 달려있다.
6. 기형유발인자에 노출되더라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에서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
기까지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발달의 징후가 증가한다.
(1) 기형발생 기전
· 배아나 태아의 회복능력을 벗어나는 세포 사멸, 유사분열의 지연(방사선,
항암제, 알코올)
· 세포의 이동, 분화, 그리고 세포간 소통의 억제
· 세포의 손실, 괴사, 석회화 또는 반흔에 의한 조직발생 간섭
· 생물학적, 약리학적 수용체 매개에 의한 발생학적 효과
· 대사억제(와파린, 항경련제, 영양결핍)
· 물리적 압박, 혈관파괴, 염증반응, 양막대증후군
(2) All or None period15)
· 수정 직후 착상 전까지를 말한다.
· 배아(embryo)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기형유발물질에 노출될 경우
완전히 손상되어 죽거나 회복한다.
· 배아기에 기형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기형유발물질이 모체에 남아있지
않다면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
· 착상전기 기형발생 물질에 노출되어 기형이 발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고에 의한 노출‘ 이 아닌 경우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3) 기관형성기(Organogenesis period)16).
· 수정 후 3주에서 8주(18일에서 54~60일)까지의 배아기가 해당하며 이 때
기형유발물질에 노출이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 기형이 생길 수 있다.
· 이 때는 기관이 분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형유발물질의 노출시기에
따라 기형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 기형물질에 노출되거나 약물 오남용에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
15) Cragan JD, Friedman JM, Holmes LB, Uhl K, green NS, Riley L. .Ensuring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Medications During Pregnancy: Planning and Prevention
Through Preconception Care. Matern Child Health J. 2006;10(5 Suppl):S129-35
16) gideon Koren. Maternal-Fetal Toxicology: A Clinician's guide (Medical Toxicology).
CRC Press. 2001.

- 24 -

4.5. 수유 기간의 약리학적 특징17)

그림 10 )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가 약물에 노출되는 경로
· 약은 일차적으로 모체의 혈장과 모유 사이의 힘의 평형에 의해 확산되어
모유로 유입된다. 약이 모체 혈장으로부터 이동되어 모유로 들어간다.
모세혈관 벽을 통과하고 유선세포의 내피를 통과하여 모유 부분으로
들어간다. 산후 4일간은 유선세포 사이에 큰 간극(gaps)이 존재한다. 이 공간
때문에 초유가 나오는 기간엔 약이 모유로 들어가기가 쉽지만 대부분의
흡수되는 약은 여전히 낮은 농도이다.
· 산후 4-6일 이후에는 꽈리세포(alveolar cell)가 점점 커진다. 세포 간
간극이 없어지며 모유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줄어든다. 유선세포의 내피가
다소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은 유선세포의 이층 벽을
통과하면서 용해된다. 두 층의 지질벽을 통과하여 용해되는 것 들 중
대부분의 약물, 특히 이온화되거나 극성을 띠고 있는 약물들은 통과하기
어렵다. 지용성이 높을수록 모유에 더 잘 유입된다. 중추신경계에서
활성화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모유에서 높게 나타난다. 화학 조성이
유입되기 좋기 때문이다.
17)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번역. ILCA. 모유수유백과 – 모유수유 약물학. 리스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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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체 혈장에서의 약물은 모유와 완벽한 평형을 이루고 있다. 모유에 다소
많거나 적을 수도 있으나 여전히 평형상태에 있다. 펌프 시스템이 있는
약물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 많은 전해질(염화나트륨, 마그네슘 등)은 유선세포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
이온화 되기 때문에 유선세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체에서 높다
하더라도 모유의 전해질 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5.1. 모유수유 중 영아에게 약물 영향 평가 지표
모유수유 중 모유를 통하여 약물이 아기에게 전달되었을 때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에는 크게 두가지를 사용한다. 각 지표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모유-혈장 비율(Milk/Plasma ratio)18)
· 과학적으로, 모유/혈장 비율은 모유 대비 혈장의 상대적 약물 농축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 모유/혈장 비율이 높은 약물은 모유로 들어가기가 쉬우며 모유/혈장 비율이
낮을수록 모유에 덜 들어간다.
· 혈장과 모유의 농도를 모두 모른다면 모유/혈장 비율은 약을 사용하는데
유의하지 않다.
· 모유/혈장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아기에게 위험할 수도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오드는 체내에서 16-25배 흡수되는 매우 효과적인 펌프가
있다. 과량의 요오드 양이 모유에서 검출될 것이며 아기에게 위험하다.
라니티딘(Ranitidine)은 체내에 6배의 펌프로 흡수된다. 그러나 혈장 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모유에서도 낮은 용량이다.
· 모체 혈장 농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유/혈장 비율은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18)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번역. ILCA. 모유수유백과 – 모유수유 약물학. 리스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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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인 영아 투여 용량(RID)
· 상대적인 영아 투여 용량(RID, relative infant dose) 이란 엄마의 체중대비
투여량에 대하여 모유수유 중 아기가 모유를 통해 섭취하는 양의 비율을
추산한 것이다19)20).
  ′  
  

     × 
· 약이 아기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는
의료진에게 모유 속 약이 모유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준다. 만약 RID가
10% 이하라면, 약은 상당히 안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21).
· 모체 혈장 농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유/혈장 비율은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영야 투여용량으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19) Ramesh C. gupta.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ology, Second Edition.
Academic Press. 2017.
20) Ruth A. Lawrence. Robert M. Lawrence. Breastfeeding: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 8th edition. Elsevier. 2015.
21)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번역. ILCA. 모유수유백과 – 모유수유 약물학. 리스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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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의 약리학적 특징
본 챕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약물의 동태를
기술하였다. 또한, 영유아 약물 투여시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5.1. 약물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발달
·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 체세포의 성장, 뇌신경과 행동의 성숙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식능력의 획득’ 등을 의미한다. 연령과 발달 과정에
따라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효과의 정도, 부작용 발생, 치료의
결과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발달에 따라 약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
후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아 환자를 분류한다.
· 그 중에서도 약물에 대한 발달의 영향은 장기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출산 후 18 개월 사이에 나타나며 20년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내인성
요인 (예 : 성별, 유전자형, 민족성, 유전성 질환) 또는 외인성요인 (예 :
후천성 질환 상태, 환경 노출, 식이, 약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반응정도)
등으로 인해 약물 동태가 변할 수 있다22). 발달에 따른 약물 동태 변화의
내용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참고- 발달 연령에 따른 정의>
ICH의 연령 기준에 따라 정의함
· 미숙아 (Premature neonate) : 37주 미만 재태기간에 출생
· 만삭아 (Term neonate) : 37주 이상 재태기간 이후에 출생
· 신생아 (Neonate) : 출생 직후 한달까지
· 영아 (Infant) : 출생 한달 이후부터 생후 2년 미만
· 어린이 (Child) : 생후 2년 이후부터 12세 미만
· 청소년 (Adolescent) : 12~19세까지
(1) 점막의 발달
· 발달 과정에서 ‘소화기관, 피부, 기관지’ 와 같이 물질을 흡수하는 점막이 변하는
것은 약물의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준다.
· 대부분의 약물은 어린이에게 구강 투여되는데, 위장관의 여러 경로 마다 점막의
pH가 변화하는 것은 약물의 안정성과 이온화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약물의 흡수 가능한 양에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 기간엔 위산의
pH는 4 이상으로 높아지고, 산성도 및 위액 분비량이 모두 감소한
상태이다23)24).
22) Robert M. Kliegman, Bonita Stanton, Joseph St. geme, Nina F Schor.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 Chapter 60 Principles of Drug Therap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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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배출과 장운동의 발달
· 위 배출 및 장 운동성은 약물이 소장의 점막 표면을 따라 유입되고 분산되는
속도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출생 직후에는 소화기관의 운동성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점점 위장 전정부 수축이 (antral contractions) 발달해가면서
생후 첫 주 동안 위 배출량이 점점 증가한다25).
· 마찬가지로 장내 운동은 생후 1년 영아기에 성숙되며 소화기 수축을
전파하는 빈도, 진폭 및 지속 시간이 증가한다26).
· 영유아의 약물 흡수에 대한 발달 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물을 흡수하는 속도는 신생아와
영유아의 경우 나이가 많은 아동보다 느리다. 따라서 신생아와 영유아에
이어서 혈장 농도를 극대화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27).
· 소장 표면적과 장내미생물 형성은 신생아에서는 감소되어 있으나 생후
1년부터 성인과 비슷하게 증가하며 발달한다.
(3) 약물 대사효소의 변화28)
· 신생아와 영유아의 약물대사 효소의 미성숙은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약물 독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클로람페니콜
항생제로 치료했던 신생아가 심부전에 이르는 회색증후군이다29)30). 신생아와
영유아 진료에서 약물대사효소의 성숙 과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23) Agunod M, Yamaguchi N, Lopez R, Luhby, AL, glass gB. Correlative study of
hydrochloric acid, pepsin, and intrinsic factor secretion in newborns and infants.
Am J Dig Dis 1969;14:400-14.
24) Rodbro P, Krasilnikoff PA, Christiansen PM. Parietal cell secretory function in early
childhood. Scand J gastroenterol 1967;2: 209-13.
25) Ittmann PI, Amarnath RA, Berseth CL. Maturation of antroduodenal motor activity
in preterm and term infants. Dig Dis Sci 1992;37:14-9.8
26) Berseth CL. gestational evolution of small intestine motility in preterm and term
infants. J Pediatr 1989;115:646-51.
27)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28)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29) Young WS, Lietman PS. Chloramphenicol glucuronyl transferase: assay, ontogeny
and inducibility. J Pharmacol Exp Ther 1978;204:203-11.
30) Weiss CF, glazko AJ, Weston JK. Chloramphenicol in the newborn infant: a
physiologic explanation of its toxicity when given in excessive doses. N Engl J Med
1960;262:7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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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이 대사할 때 관여하는 CYP450효소와 UGT
(glucuronosyltransferase)가 생후 첫 두달까지는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가
생후 1년까지 서서히 증가한다. 점점 증가하여 생후 3-4년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성인보다도 대사효소들이 더 증가한다31).
(4) 체성분의 변화32)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성분의 비율도 변화한다. 체성분의 변화는 약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 세포외액은 체중에 대비한 비율이 출생 직후 가장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며
생후 1년 쯤 되어야 성인과 비슷한 비율이 된다. 총 체액량의 체중 대비
비율이 출생 직후에 가장 높았다가 생후 1년 쯤 되면 성인과 비슷한 비율이
된다.
· 체지방의 체중 대비 비율은 출생 직후에 가장 낮았다가 점점 증가하며 생후
9개월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낮아지며 생후 20년에 가장 낮아진다.
(5) 소화기관의 기능 발달33)
· 출생 직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되어있다. 담즙 분비도 감소되어 있다가
생후 3개월이 되면서 높아지며 생후 1년 쯤부터 성인과 비슷해진다.
· 키에 대비한 소장의 길이는 어른과 비교하여 오히려 비율이 높지만 운동성은
아직 미성숙 상태이다.
· 소장의 글루타치온 효소의 접합(glutathione congugation)은 생후 1~3년
사이에 가장 높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소장의 CYP1A1 효소는 출생 직후엔
매우 낮다가 생후 3개월부터 천천히 증가하여 생후 5~10세 무렵부터 성인과
비슷해진다.
(6) 신장기능의 발달34)
· 출생 직후엔 사구체 여과율이 매우 낮아져있다. 서서히 발달하면서 생후
6개월~1년 정도면 성인과 비슷해진다.
31) Robert M. Kliegman, Bonita Stanton, Joseph St. g,eme, Nina F Schor.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 Chapter 60 Principles of Drug, Therapy. 2015.
32)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33)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34)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 30 -

· 생후 1년부터 6년까지는 성인 보다 사구체여과율이 더 증가한다.
(7) 피부의 발달35)
· 체중 대비 신체 표면적은 출생 직후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미숙아의 경우는 만삭아보다도 체중 대비 신체 표면적이 출생
직후에 높다.
· 미숙아의 경우 만삭아보다 출생 직후에 피부 두께가 낮다. 그러나 점점 피부
두께도 증가하며 성인과 유사해진다.

5.2. 발달에 따른 약물 동태36)37)
· 영아기의 약동학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과정은 태어난 지 1년간,
특히 생후 첫 수개월간, 현저히 변화하는 것을 앞에서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때에는 약물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약물의 흡수
· 신생아의 경구 흡수율은 매우 낮으며 생후 1년 쯤부터 경구 흡수율이
좋아지고 점점 성인에 가깝게 성장한다.
· 근육내로 흡수하는 것은 신생아기까지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생후 1년부터
증가하여 성인에 가까워진다.
· 피하 흡수는 신생아에선 증가되어 있으며, 생후 1년부터 점차 줄어들면서
성인에 가까워진다.
· 직장의 흡수율은 신생아 시기에 매우 효율적이고 생후 1년까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만하다. 점점 직장 흡수율은 낮아지며 성인에 가까워진다. 신생아에게
직장 투여경로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약물과의 단백결합
· 혈장 알부민은 신생아에선 감소되어 있다가 생후 1년부터 성인에 가깝게
증가한다. 약물이 우리 몸에 투여되면, 혈중 단백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알부민과 가장 많이 결합하여 운반체 역할을 하거나 약물-수용체
반응에 영향을 준다.

35)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36) Robert M. Kliegman, Bonita Stanton, Joseph St. geme, Nina F Schor.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 Chapter 60 Principles of Drug Therapy. 2015.
37) Rakhmanina NY, van den Anker JN. Pharmacological research in pediatrics: From
neonates to adolescents. Adv Drug Deliv Rev. 2006 Apr 20;5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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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신생아의 경우 약물의 결합단백이 감소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항전간제(diazepam, phenytoin, phenobarbital) 등을 투여할 경우 유리된
약물농도가 증가하여 약물의 효과가 기대보다 증가하거나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 P-glycoprotein, MDR1, MDR2와 같은 운반체들은 약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태 22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신생아 시기엔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생후 1-2년에 증가하여 인체 각 부분으로 약 성분을 운반한다.
(3) 약물의 분포
· 소아의 성장과 함께 소아의 체액 구성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약물의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도 변하게 된다.
· 신생아는 성인(50-60%)보다 높은 75%의 체액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미숙아는
85%, 만삭아는 70%로 서로 다르다.
· 신생아는 체중의 45%가 세포외액인데 비해 성인은 20%이다. 대부분의
약물이 세포외액에 분비 되므로 세포외액의 양이 수용체 부위의 약물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수용성 약물인 경우 지용성 약물보다 더
중요하다.
· 체지방의 경우도 미숙아가 만삭아에 비해 체지방이 적어 성인이나 소아에서
지용성 약물이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미숙아에서는 그
약물이 축적되는 정도가 훨씬 적다.
· 신생아가 체지방 분포가 적어 지용성 약물이 축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추신경계에는 많이 분포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는
BBB(Blood-Brain-Barrier)를 통과하여 지용성 약물이 잘 분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약물의 대사
· 신생아 초기에는 간에서의 1단계 대사를 담당하는 CYP450 (cytochrome
P450) 효소의 약물대사 활성도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다. 또, 간에서의 제 2
단계 대사를 주관하는 효소들은 신생아기에 감소하며 생후 1년부터 증가하고
점점 성인에 가까워진다.
· 이는 곧 신생아의 약물대사능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약효와 독성이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대사를 받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 감소되어 있던 CYP450 (cytochrome P450) 효소와 2단계 대사 효소는 생후
1년부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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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물 배설
· 신생아의 경우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져있다. 이러한 신장기능은 생후 첫
1주일이 지나면 사구체 여과율과 신혈류량은 첫날보다 50%가 증가한다.
3주가 지나면 사구체 여과율은 어른의 50-60%가 되고, 10-12개월 후에는
성인치에 도달한다. 따라서 약물이 신기능에 의존적으로 제거되는 약물은
생후 첫 수 주 동안에는 늦게 제거된다.
· 생후 2~5년엔 성인의 사구체 여과율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어 약물 배설이
촉진된다. 사구체여과율에 따라서 약물 배설이 영향을 받으므로 투여량과
기간을 정할 때 살펴야 약물 치료로 기대한 효과를 내며,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다.

5.3. 영유아의 약물 투여 용량 결정
· 현재 대부분의 약물 사용 지침에서는 약물의 동태에 대한 생리적 발달의
영향에 기초하여 성인에 약물을 투약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별로
투약 용량을 정하고 있다38).
· 그러나 인간은 연령별로 선형적으로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역시 많이
지적되고 있다. 약물의 특성이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이다.
· 만약 영유아에 대해서도 약동력학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그에 따라 약물
투여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여기서는 약동력학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성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물
투여량을 연령별로 나누는 것 외에 체표면적과 체중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38) Kearns gL. Impact of developmental pharmacology on pediatric study design:
overcoming the challenges. J Allergy Clin Immunol 2000;106:Suppl:S128-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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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량 결정의 공식39)>
(1) 약물 분포용적이 0.3 L/kg 미만인 경우
만약 문헌에서 약물의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이 <0.3 L/kg 이라면
약물 투여량 = 영유아의 체표면적 (m2/1.73m2) X 성인 투여용량
* 체표면적의 계산40)

체표면적   



키    체중   



* 분포용적 (Vd)은 체내에 존재하는 약물의 총량을 혈장 농도로 나눈 값
(2) 약물 분포용적이 0.3 L/kg 이상인 경우
만약 문헌에서 약물의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tion)이 ≥0.3 L/kg
이라면
약물 투여량 = 영유아의 체중 (Kg/70Kg) X 성인 투여용량
단, 이 공식은 투여 간격과는 대조적으로 용량을 결정할 때만 유용하다.
신생아에 대해 투약할 때는 이렇게 얻은 투여량에서 신장 사구체 여과율, 대사효소,
장운동성, 흡수율 등을 감안하여 다시 보정을 해서 투약해야 할 것이다.

39) Kearns gL, Abdel-Rahman SM, Alander SW, Blowey DL, Leeder JS, Kauffman RE.
Developmental pharmacology - drug disposition, action, and therapy in infants and
children. N Engl J Med. 2003;349(12):1157-67.
40) Mosteller RD. Simplified calculation of body-surface area. N. Engl. J. Med.,
1987;317: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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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 이상반응과 대처
· 약물이상반응이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 규칙]의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서 정의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이란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ㆍ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에서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이상반응으로 본다. 다만, 보고자와 제조자/의뢰자 모두가 의약품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약물이상반응에서 제외한다.
· "부작용(side effect)"이란 의약품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함한다.
· "이상사례(Adverse Event, AE)"란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6.1. 약물 이상반응의 종류
· 약물이상반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약의 용량과 관계된 반응과 약의
용량과 상관없이 예측 불가능한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 약의 용량에 관계된 이상반응은 ‘약물 중독, 부작용 중 부정적인 반응,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 간접적인 유해반응’ 등이다.
· 약의 용량과 무관한 이상반응은 ‘약물에 의한 약리작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나는 중독증상, 특이 체질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과민반응, 가성 알레르기 반응’ 등이다.

6.2. 임산부 약물이상반응

6.2.1. 임신 중 약물 이상반응
· 임신 중 약물 투여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경증의
이상반응들도 있으나, 가장 중대한 이상반응은 약물로 인해 태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미국과 유럽에서는 pregnancy registry 혹은 birth registry 등록제도를
두고 임신 중 약물 투여로 나타나는 반응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해외에서 20년간의 임신 중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살펴본 결과 태아에게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을 순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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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약물 투여에서 가장 이상반응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40.2%), 특히
항우울제와 항전간제들이었다.
· 약물이상보고가 일어난 시기는 85.4%가 임신 한지 첫 6주 간이었다.
· 가장 많이 보고된 태아 발생 문제는 기형 (68.8%) 이었으며 특히 근골격계나
순환기계 기형이었다.
<임신 중 약물이상 반응 나타났을 경우 평가>
· 임신 중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했는데 이상반응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평가하는 방법들을 유럽의 EMEA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42).
· 이상반응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있으면 우선 기존 문헌을 검색해본다. 기존
문헌 중 유사한 증례보고가 있었는지, 동물실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약리 기전 상 관련이 있는 증상인지, 약물의 약동력학 데이터와 연관이 되는
지 등을 살펴본다.
· 이상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등록시스템에도 보고된 바 있는지를 확인하고,
역학 연구도 살펴본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반응이라면 꼭 보고 하도록 한다.

6.2.2. 모유수유 중 약물 이상 반응43)
· 모유를 통해 약물 성분이 아기에게 전달되어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한다. 모유를 통해 약물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이 아기에게도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한다.
· 미숙아를 둔 엄마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는, 모체의 약물 투여에 만삭아보다
미숙아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 8개월 된 아기에게 약을 사용하는 것은 미숙아나 만삭 신생아에게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항상 아기의 건강과 상태에 대해 물어야
한다. 어떤 약물들을 아기가 먹고 있는가도 확인한다.
· 모체의 약물 투여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 시간이
긴 약물은 피한다. 아기의 미성숙한 간이 독소를 걸러내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량만 모유로 들어가도록 모유수유를 한

41) Wettach C, Thomann J, Lambrigger-Steiner C, Buclin T, Desmeules J, von Mandach
U. Pharmacovigilance in pregnancy: adverse drug reactions associated with fetal
disorders. J Perinat Med. 2013;41(3):301-7.
42)European Medicines Agency. guideline on the exposure to medicinal products during
pregnancy : need for post-authorisation data. 2005.
43)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번역. ILCA. 모유수유백과 – 모유수유 약물학. 리스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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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이나 직후에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아기에게 보통과 다르거나 이상한
신호나 증후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유패턴의 변화, 잠의
변화, 울음소리, 각성 정도, 발진, 대변 변화 등이다. 약물은 모유에 가장
적은 양이 분비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6.3. 영유아 약물이상반응

6.3.1. 양약
· 약물이상반응 동향을 분석한 연구44)에 따르면, 영유아 약물이상반응의
60%가 생후 1년 이내의 아기에게 투약했을 때 발생하였다.
· 항생제가 약물이상반응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67%에 해당하였다.
· 대부분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난 약물이상반응으로
37%에 해당하였다.
· 그 뒤를 잇는 이상반응은 발열, 아나필락시스 쇼크, 구토, 오한, 궤양, 설사,
경련 등의 순이었다.
· 약을 여러 가지로 복합 투여를 했을 경우에 단일 투여했을 경우 보다 더
많이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 중 77%는 보통 수준의 이상반응이었으며, 23%는 중대한
이상반응이었다.
· ADR과 관련된 항생제는 반코마이신, 클록사실린,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메로페넴, 시프로프록사신, 세픽심을 포함한다.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디시클로민 (dicyclomine)과 sodium valproate가
스티븐 존슨 증후군 (Steven Johnson syndrome), 디곡신(digoxin)은 서맥,
구토 등을 유발하였으며,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이 나타난 것이다.
·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와 COX-2 억제제의 ADR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NSAID 노출은 어린이 질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45).

44) R. Priyadharsini, A. Surendiran, C. Adithan, S. Sreenivasan1, Firoj Kumar Sahoo. A
study of adverse drug reactions in pediatric patients. Journal of Pharmacology and
Pharmacotherapeutics. 2011;2(4):277-280.
45) Titchen T, Cranswick N, Beggs S. Adverse drug reactions to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OX-2 inhibitors and paracetamol in a paediatric hospital.
Br J Clin Pharmacol 2005;59: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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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한약
· 대부분 경증의 부작용이었으며, 부작용 빈도수는 다른 ADR연구와
비슷하였다. 다만,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환아 중 탕약을 일주일 이상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46).
· 전체 212명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남아 6건, 여아 3건, 총 9건으로
발생률은 4.2%이었다.
· 부작용의 종류로는 복통 5건, 설사 3건, 야뇨 2건, 구토 1건, 연변 1건, 변비
1건, 소양감 1건, 후중감 1건으로 脾계관련 증상 12건, 肺계관련 증상 1건,
腎계관련 증상 2건으로 脾계관련 증상이 가장 많았다.
· 부작용은 탕약 복용 1~3일 후에 발생했으며, 지속기간은 탕약 복용 수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고, 약의 분복 및 감량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 부작용의 증상이 중대한 이상반응과 같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약이 아닌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었다.

6.4. 약물 이상반응 발생시 대처
<대처>
·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환자의 상태가 중대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한다.
· 만약, 호흡을 포함하여 생체 활력 징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즉시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경증의 이상반응은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
· 호흡곤란이나 신경계 손상과 같은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은 아니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피부염, 위염, 장염, 궤양, 출혈 등이 나타날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 약물이상반응을 발견한 의료진이 직접 치료하거나, 전문 분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고지한다.
· 환자가 우선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환자가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배상을 원할 경우 배상보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46) 정선경, 곡수영, 유선애, 이승연. 한약을 복용한 소아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10;24(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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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확인>
·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약물이상반응의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시 환자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약물에 대해 환자에게
효과와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했는지를
확인한다.
· 약물이상반응이 처방에서의 오류, 약물 오남용, 개인 특이적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경우 근거를
확보해둔다.
<환자 재처방>
· 만약, 다시 환자에게 약을 처방 할 경우 약물 이상반응이 일어난 원인을
탐색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만약, 약물이상반응을 일으킨 것이 용량 과다, 장기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의
이유라면 약 처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용량과 상관없이 개인특이적 반응 혹은 면역 과민 반응이라면 해당 약물을
기록해두었다가 추후에도 약물 처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에게 고지하여 다른 곳에서 임의로라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킨다.
<사후보고>
· 환자에게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이 기존에 보고된 바가 없는 새로운
이상반응이라면 되도록 증례보고를 하는 것을 권한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할 수 있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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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산부 한약 투여
7.1. 임신 중 약물 투여 권고사항47)48)
임신 중 약물 치료를 안내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1) 가능한 한 제 1 임신기의 약물 치료를 피한다.
(2) 가임기 여성에게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은 처방 전에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장기 약물 치료를 받는 여성은 임신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상담해야한다.
(4) 필요한 약물 치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5) 임신 중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물의 체내 동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6) 지속 형 또는 복합 형 약물보다는 단발성 약물을 사용한다.
(7) 가장 안전한 유효 복용량을 사용한다.
(8)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고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만 약물을 사용한다.
(9) 가능한 경우 대체 투여 경로를 사용한다 (즉, 전신 제제가 아닌 국소 또는 흡
입제).
(10) "최신"약보다는 부작용 없이 임신 중 사용 이력이 있는 약제를 선택한다.
(11) 임신 중 약물 처방은 산모와 태아에게 해가 없어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금
기약물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보고된 약물을 사용할 경우엔 용량과 처방 구성
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한약재49)는 위험/이득을 평가하여 이득이 높
을 경우에 처방하도록 한다.
- 독성이 강한 약물, 작용이 맹렬한 약물, 파기 파혈 강설의 작용이 있는 약물
들 : 오두, 파두, 견우자, 대극, 감수, 상륙, 원화, 건칠, 반묘, 수질, 맹충, 수
은, 마전자, 경분, 웅황 등
- 임신 중 주의하여 처방해야 할 약물 : 도인, 홍화, 대황, 지실, 건강, 육계,
반하, 익모초, 관중, 우슬, 동규자, 의이인, 대자석, 구맥, 괴각, 삼릉, 봉출,
사향, 조각 등
- 동물에서 자궁수축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것으로 용량에 주의할 것 : 지골피,
구맥, 지각, 산사, 포황, 천궁, 현호색, 익모초, 홍화, 천패모, 상백피, 원지,
결명자, 사향, 속단, 당귀, 빈랑
- 동물에서 유산 가능성이 보고된 것 : 박하, 천화분, 목단피, 금은화, 감수, 위
령선, 유향, 강황, 아출, 우슬, 반하, 마두령, 합환피, 사향, 빙편

47) Larrimore, W.L. Petrie, K.L. Drug use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Prim Care.
2000;27(1):35-53.
48) Rayburn WF, Amanze AC. Prescribing medications safely during preg,nancy. Med
Clin North Am. 2008 Sep;92(5):1227-37
49) 본초학회 고운맘 카드 지침. 한의사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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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유수유 중 약물 투여 권고사항
· 부작용 우려 한약재가 포함된 약을 모유수유 중에 엄마에게 처방해야 할
경우 아기를 모니터링 한다.
· 한약 복용 중 아기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서 엄마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아기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한다.
· 한의서의 모유수유 중 안전한 처방을 준수했다면, 아기에게 나타난 반응은
한약이 전달되어 나타난 반응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성장 과정의 정상
반응이거나 다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아기 모니터링 시 성인에게 나타나던 부작용이 아기에게도 나타난다면 약을
중단해야 한다.
· 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할 때는 꼭 필요할 경우,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처방한다.
· 아기들은 대사율이 성인보다 낮으며 해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에게
전달되면 독성 발현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아기를 엄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중독 우려한약재50) :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7.3. 한약 투여 전 환자 교육
· 한약 처방 전 환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 임신 중 산후의 엄마들은 본인도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육아로 지치다보니
걱정이 많고 예민한 상태인 것을 감안한다.
·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 후 임신 중 몸의 변화, 산후 회복과 아기의 성장에
관한 산모교육을 꼭 시행한다.
· 출생 후 아기의 각종 증상(감기, 수유 패턴 변화, 설사, 변비, 보챔, 수면
변화, 피부발진) 은 아이의 발달과정이나 외부노출, 엄마의 음식 노출 등에
따라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임신 중, 산후 회복과정에서 엄마의 몸도 예민하고 변화가 많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아기의 발달과정상 정상인지, 치료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니
한약 복용 중이든 평소 궁금할 때 언제든 상담하실 것을 권한다.
· 본 한의원(병원)에서 처방한 한약은 임신과 모유수유 중에 안전한 약물
구성과 용량으로 되어있으며 규격한약재로 처방한 것임을 알려준다.
5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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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약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 지나친 제형 변화(고농축 추출 등)가 이루어져있는 약이나 식품은 피함.
· 자의적 한약재 혼합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식품은 피함.
· 의약품용 한약재로 제약회사에서 출시된 제품을 이용
· 한약 약리를 고려하여 모유수유 영향을 추정함.
· 모유수유 중 엄마와 아기에 대한 증례보고를 참고함.
·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함.
· 전통 처방의 제형과 용량과 용례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함.
· 공인된 한의서의 [임신산후] 관련 조문 에 제시되어 있는 약을 준수하여 진단
처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중독우려한약재가 섞인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할 것을 권장함.
· 부작용 우려 한약재가 포함된 처방은 아기를 모니터링 하면서 처방할 것을
권장함.

7.5. 모유를 통해 한약이 아기에게 전달될 가능성에 대하여
·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빈도 산후 처방인
생화탕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산모의 생화탕 복용이 모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결과가 다음과 같다51) .
· 연구는 출산 후 생화탕 가감방을 3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복용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모유를 채취하였고, 생화탕의 지표물질로
amygdalin, liquiritin, 6-gingerol,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를
선정하여 HPLC와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HPLC 분석 결과, 20개의 모유 시료 중 생화탕의 해당 표준 성분의 peak
retention time과 일치하는 LOQ (limit of quantitation) 수준의 peak는
검출되지 않았다.
· LC/MS/MS 분석 결과, 당귀의 decursin은 HMSP 02, HMSP 04, HMSP
06, HMSP 11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농도는 각각 16, 2, 64, 11 ppb였다.
감초의 liquiritin은 HMSP 13~HMSP 18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연구 결과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 생화탕 성분은

아기에게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따라서, 모유수유 중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다.

51) 박가영. 산모의 한약 복용이 모유에 미치는 영향 : HPLC와 LC/MS/MS를 이용한 생화탕 지표
성분 분석.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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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유아 한약 투여
8.1. 권고사항 요약
(1) 환아에게 처방하기 전에 출산력, 발달상태를 면밀히 평가한다.
(2) 수면 습관, 모유수유 상황, 대소변양, 놀이 상태 등을 평가한다.
(3) 약물 대사와 배설에 관련된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지나치게 장기간
투약하는 것은 피한다.
(4) 필요한 약물 치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5) 현재까지 알려진 소아 약물 정보를 이용한다.
(6) 약물 처방시 환아의 체중 (kg)을 포함시켜 투여량을 산출한다.
(7)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물은 처방시 최소화 한다.
(8) 지속형 또는 복합형 약물보다는 단발성 약물을 사용한다.
(9) 가장 안전한 유효한 복용량을 사용한다.
(10)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약물을 사용한다.

8.2. 의사결정 과정52)

52) Brian K. Alldredge, Robin L. Corelli, Michael E. Ernst , B. Joseph guglielmo Jr. ,
Pamala A. Jacobson , Wayne A. Kradjan , Bradley R. Williams. Koda-Kimble and
Young's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10th Edi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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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한약 투여 용량의 결정
한약 투여 용량에 대한 질의 예
(1) 생후 8개월인 A의 보호자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였다. “B가 자주 감
기에 걸리는데, 주변에서 한약을 먹이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생후 8개월
에 한약을 먹이는게 이르다고 생각이 든다. 애들 한약은 몇 살 때부터
먹이는 게 좋나요?” 라고 물었다.
（2) 생후 2년이 된 B의 보호자는 B가 적정량의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지 우려가 되었다. “연령별로 한약 투여량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
나요?” 라고 물었다.

· 한약 복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생아 시기부터 복용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기와 생후 1년 이내에는 투여 용량에 주의해야한다53).
·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을 처방 시 용량을 결정할 때, 전통 의서의
[소아문(小兒門)]에 있는 처방들은 성인 처방에 비하여 소아에 맞게 용량이
이미 조정되어 제시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
·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한약 처방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투약하려 한다면,
대체로 연령, 체중 및 체표면적에 따라 용량이 결정된다. 또한 약물의 종류,
약의 독성, 처방 내 약리작용에 따른 용량 등도 함께 고려한다.
· 영유아에서의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이 성인과 다르고, 신생아기
또한 소아의 다른 연령과 다르다. 현재까지는 제한된 연구 결과 및
경험적으로 축적된 정보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다. 경구투여된 약물의
흡수는 성인에 비해서는 저하되어 있으나, 매우 불규칙하며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민감도에 있어서도 약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 영유아의 한약 복용량에 대하여 《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 제시한 연령에
따른 안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3)

최윤정, 김장현. 소아의 한약용량과 복용에 관한 문헌적
1994;8(1):125-41.
54) 안효섭, 신희영 편.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미래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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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

▣ 소아의 복용량, 복용횟수, 복용시간55)
복용량
(성인=1)
체중,

체표면

적으로 산출되
는 경우와 비
교조절
국민건강보험
급여한약제제
(성인=1)

복용횟수

출생~1개월(신생아)
1개월~1년(영아)
2세~3세
4세~6세
7세~9세
10세~14세
14세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세~7세 미만
7세~11세 미만
11세 이상
신생아, 영아
학동전기(3~6세)
학동기(7세 이상)
· 복용 시간은 식후 1~2시간

1/6
1/4
1/3
1/2
2/3
3/4
1
1/5
1/4
1/2
3/4
1
6~8회
3~4회
2~3 회 (성인과 동일)
전후가 일반적

· 滋補藥, 驅蟲藥, 瀉下藥은 공복시
· 消食導滯藥은 식후에 바로
, 安神藥은 취침 전에 복용
· 급성병, 심한 병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
복용시간

· 병이 胸膈 이상에 있으면 식후
· 心腹 이하면 식전
· 四肢에 있으면 새벽 공복
· 骨髓에 있으면 포식한 후 밤에 복용
· 소화 장애가 심한 약물은 식후 30분경
· 일반적 약물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간, 또는 식후
2시간에 복용

■ 소아 첩약처방 예시
탕제는 20첩-120cc-30포(성인용량)를 기준으로 할때
연령
첩수
cc
포수
복용법
만2세
2
60
6
하루한포를 2~3회 나누어복용
만4세
4
40
18
하루 2~3포 복용
만6세
6
60
18
하루 2~3포 복용
만8세
8
80
18
하루 2~3포 복용
만10세
10
100
18
하루 2~3포 복용
(위의 표는 일반 첩약을 탕제할때의 기준 cc와 포수를 예시로 든 것으로 녹용 등과 같은
장시간 탕전이 필요한 한약재나 탕전방법에 따라 용량은 달라질 수 있다)
55)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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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한약 복용
복용에 대한 질의 예
한약을 처방 받은 E가 한약을 잘 복용하려 하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모르겠다며 보호자부터 전화가 왔다. 한약을 주스나 요구르트에 섞
어서 주면 아이가 한약을 복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 한약을 복용
하기 힘들어하는 아기들을 위해 증류한약을 처방한다고 하던데, 우리 아
이한테도 증류한약으로 주면 안 되는지 묻는다.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할
것인가?
미각이나 후각에 예민한 아이들은 한약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거나 토해내기
때문에 복약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증류탕약을 권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의 탕약만큼의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증류 방식으로는
추출되지 않는 약리 성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리고당 등의 감미제를
첨가해서 복용하거나, 연조추출 혹은 젤리 형태로 조제 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
볼 수 있다
· (참고) 소아에 대한 한약복약지도에 관한 연구56)
- 실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아에 대한 복약지도 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복용방법으로는 혼합복용, 제형변화,
분복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아가 한약복용을 거부하는 경우 올리고당, 설탕, 꿀 순으로 혼합복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분복, 도구 이용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약거부에 대비하며 시도한 방법으로는 증류한약, 연조엑스제, 과립제 순으로
제형변화를 선택하였다.
- 약맛의 개선을 위해 이당, 감초, 원육, 대조 등을 가미하거나 황련, 황금, 지실
등을 제거하거나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가 복용하기 힘들어한 약재는
황련, 황금, 황백, 마황 순으로 나타났고 탕약은 황련해독탕, 소청룡탕, 형개연교탕
순으로 나타났다
· 올리고당에 관한 연구57)
한약에 혼합하는 식품으로는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리고당은 당이 2~8개 정도 결합한 당으로 감미를 가진 수용성의

56) 이수정, 이승연, 유선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아에 대한 한약복약지도 현황
조사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3;27(3):12-19/
57) Park MY, Lee gS, Park SJ. Power Food-Super Food. Seoul:Pureun Haengbok.
20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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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물질로써 기존의 감미료인 설탕과 맥아당이 가진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소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당이다. 올리고당은 대개 난소화성으로 체내에서
대사가 어려워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으며 충치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세균의
증식인자로 이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올리고당 중 프락토올리고당은 채소나
과일류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물질로, 극히 소량이 위산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과당과 포도당으로 흡수되며 거의 대부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장내 균에 의해 발효된다. 이렇게 발효된 결과로 생성된 단쇄지방산은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며, 장내 균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유해균은 감소되고 유익한 비피더스균을 증가시키고 삼투압완화효과가
있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 대장을 통한 칼슘의 흡수를 선택적으로
증진키는 효과 등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특성이 있어 한약과 혼합할
감미제 중에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8.5. 제형과 보관
보관에 대한 질의 예
H의 보호자는 H가 감기에 자주 걸려서 감기 한약을 집에 두고 복용시키
고 싶어했다. 한약(탕약)을 냉동실에 얼려 놓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해동시켜 먹여도 되는지를 묻는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약 전탕액 파우치의 보관 기간에 따라 이화학적 기준 및 효능 기준에 의한
안정성이 큰 격차를 보인 바 있다58)59). 하 등60)은 평위산 전탕액을 냉동보관
하였을 때 6개월 뒤에는 유의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으나 12개월에는 효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냉동보관 시 6개월 내 복용을 권유하였다. 같은
연구팀에서 서 등61)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평위산 전탕액을 냉동보관 유통기한을
34개월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효 실험은 한약 처방의 구성 약재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제제(보험 급여 혼합 엑스제제
혹은 비보험 과립제)를 상비약으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58) Han KS, Chio YB, Lee YJ. A study on the degraded effect of decocted Sosihotang
over a period. Kor. J. Herbology. 1998;13(2):7-12.
59) Kil gJ, Lim DB, Lee YJ. A study on the degraded effect of decocted
Yeonkyopaedogsan over a period. Kor. J. Herbology 1998;13(1):173-86.
60) 하혜경, 신인식, 임혜선, 전우영, 김정훈, 서창섭, 신현규. 평위산 전탕액의 보관 온도 및 기간
에 따른 항염증 효능 비교.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2;20(2):29-35.
61) 서창섭, 김정훈, 임순희, 신현규. 평위산 전탕팩의 장기보존 시험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대한
한의학방제학회지, 2011;19(1):1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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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 (각론)

1. 신생아
1.1. 신생아 황달

1.1.1. 생후 2주인 A는 황달이 있다. 모유도 잘 먹고, 잠도 잘자고, 대소변도 원활하다. 그
런데 병원에서 황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광선 치료를 권하
였다. A의 보호자는 모유수유를 계속하면서 치료 하고 싶은데, 한약으로 치료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A의 보호자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아기의 황달이 치료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내원하였다. 아기의 황달이 한약으로 치료 가능한 범주인지 먼
저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또,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생리적 모
유 황달인지도 감별이 필요하다. 보호자에게는 신생아기의 생리적 황달은
매우 흔하고, 보통 간의 생리적 미성숙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다. 대부분
의 아기는 간이 성숙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광선치료는 증상이 심해
질 때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미숙아의 경우 출생 후 며칠간 적절히 빌
리루빈을 포합할 수 없는 미성숙한 간세포로 인해 황달이 생기며 생리적 황
달에는 교환수혈을 시행하지 않으며 광선치료도 대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을 설명한다.
모유수유아는 수유횟수와 양을 늘리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한약으로 치료
를 고려할 경우 얼굴주위에 황달이 있을 때 茵蔯蒿湯 등을 2~3일간 처방하
여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 보호자에게는 아기의 모유 섭취량, 대소변의 변
화, 전신 황달의 변화 등을 관찰하도록 교육한다. 만약, 약을 투약한 후에도
아기의 황달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아기가 보챈다거나 졸려하는 등 컨디션이
나빠질 경우는 담당 한의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말해둔다.
1) 감별진단62)63)64)
· 황달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빌리루빈의 독성 때문에
고빌리루빈혈증이나 드물지만 빌리루빈 뇌증이나 핵황달로 발전하지 않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의 구분이 필요: 황달이 출생시 바로 또는 첫 24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경우 병리적 황달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62)

American

hyperbilirubi

Academy
nemia

in

of

Pediatrics

the

newborn

Subcommittee

on

infant

more

35

or

Hyperbilirubinemia
weeks

of

2004;114:297-316
63)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64) Lawrence M, Mary R, Malcolm L. Pediatrics at al glance. 서울:이퍼블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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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ation.

of

Pediatrics.

· 만삭아에서 1주일 이상, 미숙아에서 2주일 이상 황달이 지속되는 경우 치료
를 고려한다
· 반드시 빌리루빈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복부 중앙까지 황달이 진행된
경우, 비생리적 황달임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진행성 황달인 경우,
용혈이나 패혈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생아의 경우 하루에 혈청총빌리루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직접형 빌
리루빈이 하루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
· 만삭아에서 혈청총빌리루빈이 12.9㎎/㎗ 이상, 미숙아에서 14.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
· 모유황달65)66)67) : 모유황달은 모유수유아의 약 1-2%에서 생기며, 주요인은
빌리루빈의 장간 순환이 증가되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형제 자매간 재
발률이 70% 정도이다
◎ 조기 모유황달(breast feeding jaundice) : 생후 1주일 이내에 높게 나타
난다. 모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유수유가 충분치 않아 생긴 탈수나
불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원인이 되며 아주 드물게는 핵황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몇 례가 보고되어 있다.
◎ 후기 모유황달(breast milk jaundice): 생후 4-7일에 발생되어 생후
2-3주에 10-27 mg/dL로 최고치가 되었다가 계속 모유수유시 생후
3-10주간 지속 후 소실
◎ 모유황달의 예방은 생후 조기에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하루 10회 이상
수유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유수유아의 빌리루빈 수치는 우유수유아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2) 한약 치료68)
① 陽黃증상: 眼目黃染, 全身皮膚黃如橘色, 身熱, 口渴, 腹滿, 小便黃如濃茶, 舌
紅, 苔膩, 脈滑數
· 表實(身熱, 無汗, 惡寒, 肢疼膚痒) : 茵蔯麻黃湯으로 發汗
· 裏實(腹滿, 便秘, 小便澁少) : 茵蔯蒿湯
· 表裏無證(汗出 腹滿便秘) : 利水退黃하기 위해 茵蔯五苓散
65) Lee SL. Neonatal jaundice. Korean J Pediatrics. 2006;49:6-13.
66) Semmekrot BA, de Vries Mg, gerrits gP, van Wieringen PM. Optimal breastfeeding to prevent
hyperbilirubinemia in healthy, term newborns. Ned Tijdschr geneeskd 2004;148:2016-9.
67) Maisels MJ, gifford K. Normal serum bilirubin levels in the newborn and the effect of
breast-feeding. Pediatrics. 1986;78:837-43.
68) 정민정, 강기완. 신생아 황달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연구동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6;30(4):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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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陰黃증상: 眼目暗黃, 口不渴, 身凉肢冷, 腹脹便溏, 皮膚黃色, 暗如烟熏 舌
淡 脈象沈滑
· 溫脾退黃하는 理中湯 加 茵蔯
· 溫腎退黃하는 茵蔯四逆湯으로 치료
③ 정민정 등(2016)이 신생아 황달의 예방에 관한 중국문헌들을 검색하여 9편
의 RCT논문과 2편의 CCT논문을 분석한 결과, 사용된 치료법은 한약복용,
약물욕, 약물보유관장, 추나마사지였으며 모든 연구에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신생아 황달의 예방에 있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사용빈도가
높은 한약재는 茵蔯, 梔子, 大黃 순이었다.
* 사용가능한 보험 한약제제 : 인진호탕
보험 인진호탕 제제의 적응증 [황달, 구갈, 변비, 두드러기, 간염, 구내염]
3) 한약 조제 및 투약
갓 출생한 신생아에게 한약을 투약하는 방식은 쉽지 않으나, 한약 처방 및
탕전을 2첩-120cc-3포 기준으로 시행하였을 때, 신생아의 경우 1일 복용량을
30cc 전후로 하며 경미한 황달의 경우 하루 10~20cc 전후, 심한 황달의 경우
20~40cc 전후로 투약하며 분유수유아의 경우 젖병에 주거나 분유와 같이 투
약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모유수유아의 경우에는 시럽병에 넣어 입에 짜주
는 방식, 몇 방울 씩 입안으로 흘려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1.2. 신생아 피부 질환

1.2.1. 생후 3주가 된 A는 갑자기 입주위가 붉게 올라오고 진물이 난다. A의 보호자는 왜
그런지 궁금하며,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A의 보호자는 아기의 입주변이 붉어지면서 진물이 나는 것의 원인을 알고
치료를 원하고 있다. 침을 흘리거나 손으로 비벼서 생긴 가벼운 피부염일
가능성도 있으나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필요
하다. 생후 3주의 아기로서 약물 투여 보다는 입술 주위의 위생관리, 보습
제 및 연고제 등으로 관리해보는 것을 우선 선택한다. 위생관리와 외용제
등으로 일주일 이내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
으로 변화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보호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교육한
다. 아기 입 주변의 침이 흐를 수 있게 매어둔 수건을 자주 갈아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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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아기가 얼굴을 부비더라도 손상이 없도록 하는 손싸개 등을 알려주
면서 위생관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한다.
1) 감별진단69)
· 소아에서 습진성 피부질환은 흔하며 급성습진은 울혈성, 삼출성이고 표피 안
에 소포를 형성하며 만성습진은 비후되고 건조하며 비늘 같고 거친 피부(태
선화)를 특징으로 한다.
· 소아에서 접촉성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도 흔한 편이나 가장 흔한 습진은
아토피 피부염이다.
·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시작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습진 병변을 주
요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염으로 소양감과 함께 혼반, 구진, 부종,
삼출, 가피, 찰상, 소파흔, 피부감염 등을 동반한다.
·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가족력과 병력을 가진 환자에서 특징적인 병변부
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건조, 소파로 인한 찰상,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습진성 병변을 주요 임상증상으로 한다70).
· 접촉피부염은 아토피 피부염과 증상이 유사하며 자극제, 알레르기항원, 지속
적이거나 반복적인 침의 자극, 당분이 함유된 주스, 세정제, 기타 화학물질이
나 국소 약물의 노출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영아에서는 반복된 침의 자극에
의해 호발될 수 있다.
2) 한약 치료71)
(1) 처방
· 자운고(紫雲膏)72): 동물실험에서 榮根, 當歸, 胡麻油, 蜜蠟, 豚脂로 구성된 자
운고와 티트리, 라벤더, 카모마일 오일로 구성된 아토피크림이 피부발진을 억
제하는 효과
· 경증의 아토피 환자에게 사용하는 한약추출물 외용제73) : 구성성분은 黃芩,
黃蓮, 黃柏, 梔子, 枳實, 連翹, 馬齒莧, 免絲子, 黃精, 瓜蔞根, 當歸, 黃芪,
甘草 등
· 아토피피부염 외용제에 관련된 국내 임상 및 실험논문 고찰74)
69) Lawrence M, Mary R, Malcolm L. Pediatrics at al glance. 서울:이퍼블릭. 2008
70) 한국한의학연구원. 아토피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15.
71) 한국한의학연구원. 아토피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15
72) 여의주, 한재경, 김윤희. 아토피성피부염유발제제(BMAC)를 이용한 Atopy dermatitis NC/Nga mouse
model에서 아토피 크림과 자운고(紫雲膏)에 대한 피부발진 억제효과.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8;17(2):185-98.
73) 강민서, 김정범, 김희택. 경증의 아토피 환자에서 한약 추출물 함유 외용제에 대한 임상 연구. 한방안이비
인후피부과학회지. 2014;27(3):40-55.
74) 민들레, 박은정, 강경하. 아토피피부염 외용제에 관련된 국내 임상 및 실험논문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지. 2013;27(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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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 있다. 전통적으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고
자연적으로 면역반응을 성숙시킬 수 있는 관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해야 한
다. 우선 병세를 억제하고, 변증논법에 의해 건비삼습(健脾渗湿), 양혈거풍(养
血祛风), 진심안신(镇心安神)등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치료 및 예방을 하여 재
발 가능성을 줄인다 변증에 따른 자세한 처방은 한의학연구원에서 2015년에
펴낸 아토피 한의임상진료지침75)을 참고한다. (예. 습열형: 황련해독산 합 오
령산 제제, 혈열형: 시호청간산)
* 사용가능한 보험 한약제제 : 시호청간탕
보험 시호청간탕 제제의 적응증 : [분노, 화나 짜증을 잘 냄, 귀 뒷목 유방
옆구리 가슴의 통증, 오한과 발열의 교대, 급성 간염, 늑막염, 신경질을 잘
내는 소아의 만성 편도선염,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자극과민성, 심신증]
3) 증상 관찰
생후 3주된 A 신생아가 입주위에 진물이 생기고 붉게 올라왔다. 모유나 분
유의 섭취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대변도 정상이었으나 밤에 더 붉어지거
나 진물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모친이 비염이 있었으나 아토피의 과
거력은 없었다.

4) 처방76)
75) 한의학연구원. 아토피 한의임상진료지침. 2015.
76) 한국한의학연구원. 아토피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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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서는 침의 반복 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인한 볼
부근의 아토피 피부염이 흔하게 나타난다. 소아의 장부는 생리학적 특징으로
연약하고, 기가 충분하지 않으며 비장의 기능이 약하므로 건비(健脾), 건비삼
습(健脾渗湿), 건비소도(健脾消导)법은 반드시 소아 아토피 치료에서 처음부
터 끝까지 거쳐야 할 치료법이다.
소아의 몸은 양기로 가득하고, 기가 완전치 못하며, 기혈이 아직 견고하지
않고, 모든 장부가 연약하다. 이러한 소아의 생리적인 특징을 잘 살펴 아토피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감, 담, 량 하는 약물을 사용 할 시에 용량을 적게 하여
치료를 한다. 소아 아토피 치료 시에 고한해독사화(苦寒解毒泻火)의 약물 들
이 사용되나 증상이 많이 호전되면 고한(苦寒)한 약물을 중지한다
* 소아 아토피 한약처방 예시77)
· 급성기(습열형):

승마갈근탕, 소풍산, 선방패독산

· 아급성기(비허습성형): 평위산 가 황금황련, 내소화중탕
· 만성형(음허혈조형): 생료사물탕, 당귀음자, 온청음

5) 한약 조제 및 투약
1년 이내의 영아들에게는 한약투약이 쉽지 않으므로 보습제 외에 황련해독탕
계열의 청열제제를 물에 풀어 입욕제로 쓰게 하거나 외용제로 거즈에 묻혀 첩
부하는 방식 등을 응용해볼 수 있다,
탕약의 경우 인공수유아의 경우에는 하루에 30~40cc 가량을 분유에 같이 타
서 주거나 젖병으로 투약할 수 있으나 직접 모유수유아의 경우에는 시럽을 먹
이는 방식으로 입안에 흘려주거나 짜주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이 경우에는 흡
인되지 않도록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77)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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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천성 이상 / 발달장애
2.1. 생후 24개월이 된 B는 선천적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아이이다. 이러한 아이에게
도 성장을 돕거나 질병 예방을 위한 한약을 복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여 B와 보
호자가 내원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선천성 신장질환이 있는 B의 보호자는 아기의 성장을 돕고 질병을 예방할
목적의 한약을 신장질환에도 불구하고 복용가능한지를 알고 싶어 내원하였
다. 우선 선천성 신질환의 타입을 먼저 확인한다. 신장질환으로 인해 발달
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동반 증상이 무
엇인지 면밀히 진찰한다. 발달문제나 해결해야 할 증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방을 고려하며, 신장기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한약을 처방하겠다고 보호자
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한약 처방시 한의사는 환아의 신장기능 감소 때문에
배설기능이 저하되어 약물이 체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이로 인
한 독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해 두도록 한다.

만약, 약물 체내 축

적시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한약재가 포함된 한약 처방을 쓸 수 밖에
없다면,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여 이익이 위험을 상회할 때만 처방하도록 한
다.
1) 감별진단78)
· 신질환은 소변 성분의 변화, 소변량 혹은 배뇨이상 등의 증상으로 발현할 수
도 있으나, 드물지 않게 심각한 신질환이 요로와 관련이 없는 증상으로 나타
나거나 혹은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족력 : 다낭성 신장병, Alport 증후군, IgA 신병증, 당뇨병, 요붕증 등), 난
청, 고혈압, B형간염, 방광요관역류 등에 관해 알아보아야 한다.
· 과거력 : 태반의 부종(체중의 25% 이상)이 있는 경우 선천성 신증후군을 의
심하며, 출생 시 질식의 병력이 있으면서 육안적 혈뇨가 있는 경우 신정맥혈
전증을, 제대동맥의 카테터 삽입 병력이 있는 영아의 고혈압은 신동맥 혈전
증을 의심한다. 영아에서 설명이 잘 안되는 고열을 동반하면 요로감염을 감
별진단 해야 한다.
· 동반증상 : 신경성 난청을 동반한 경우 Alport 증후군을, 자반을 동반한 경우
헤노흐-쉔라인 자반병을, 신혈관 고혈압 또는 갈색종, 얼굴의 나비모양 홍반
을 동반한 경우 전신 홍반 루푸스를 의심한다.
· 다낭성신은 신장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유전질환으로서 양측성이며， 태아기
에 신세뇨관의 발육이상으로 발생한다. 과거에는 영아형 (infantile type)과
78)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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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형 (adult type)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아형을 상염색체 열성 다
낭포성 신질환(autosomal recessive polycystic kidney disease), 성인형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포성 신질환이라고 명명하며 다낭신 환자들에게 가장 일
반적인 증상은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 배부나 복부의 둔통이다79)80).
2) 한약 치료81)
· 六味地黃丸
· 腎氣丸
· 四六湯
* 사용가능한 보험 한약제제 :
① 보중익기탕
보험제제 적응증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 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 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
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 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
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 후두기관염,
급성 후두염, 딸꾹질, 상지 마비, 하지 마비, 수족 마비,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엉덩신경의
병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 대마비, 사지마비, 과다
월경, 빈발 월경,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후유증 및 회복기 치료, 요실금,
여성 생식기 탈출, 자궁하수, 대하, 음취, 임신 중 당뇨, 자연유산, 조기 임
신 중 출혈, 산과적 외상, 분만 중 회음부 열상,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
증성 장애, 임신, 출산, 산후기의 소화기계통 장애,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
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 이상, 젖흐름증, 난청, 이명, 만성 고막염, 몸통의
피부 고름집, 종기, 불안, 긴장, 흥분]
② 삼출건비탕
보험제제 적응증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의 소화기능의 개선, 소화불량, 식
욕부진, 신경성 식욕부진, 고창, 복부팽만,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장관 흡수 장애, 기능적 설사, 설사를 동반
한 과민성 장증후군,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
도의 악성 및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날문연축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79) Robert M. Kileman et al.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th edition. Elsevier. 2016
80) 배한호，이정은，한영주，임도희，박양춘. 다낭성신질환， 한의학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04:25(4):192-199.
81)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 56 -

③ 익위승양탕
보험제제 적응증 [기혈 손상으로 인한 피로권태감의 개선, 대출혈 혹은 만
성 출혈 후의 원기 회복, 심번불안, 과다월경, 빈발월경, 불규칙 월경, 자
궁 및 난소의 기능 장애로 인한 과다 출혈, 자궁내막 증식증, 유산 혹은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3) 임상 증상 관찰
환아는 선천적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아이지만 소변량, 횟수, 소변의 색깔과
혈뇨여부를 확인했을 때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신장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소변의 이상여부와 함께 생식기의 발육부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선
천적으로 품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격이 약하고 수족이 차며 하지에 통증이
생기기가 쉽다. 치아나 모발상태가 불량하고 신경이 예민한 편이고 아침 기
상 시에 눈 주위가 자주 붓고 안색이 창백하다. 여아는 비임균성 질염등으로
황색 분비물이 보이기도 한다.
4) 처방
신질환이 있는 환아에 대한 증례보고 및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하다. 일본에
서 소아의 Steroid 반응성 nephrosis 증후군에서 柴苓湯 병용증례의 초기
steroid 치료기간과 재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82), 시령탕은 항염증작
용, 스테로이드 유사작용, 면역조절작용, 항혈소판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
나 소아의 신증후군에도 시령탕을 사용한 보고가 있지만 효과가 명확하지 않
았으나 다수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소아기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에 있
어서 시령탕이 재발방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한약 조제 및 투약
현재 신질환을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한 투약에 대한 임상경험은 있으나 증
례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경험적으로 신질환이 있는 환아에게 투약하는 경우
용량을 동일한 개월수의 환아의 적정용량의 50~70%에서 시작하여 반응을 살
펴본 후 증량하는 방법을 취하며 예를 들어 6세 환아의 경우 6첩-60cc-18포
정도가 적정용량이나, 다른 아이들은 하루에 2포~3포 정도를 복약하나 신질환
이 있는 아이의 경우 하루에 한포에서 시작하여 두포정도까지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다고 하겠다.

82) Norishige Y, Hiroshi I, Yasuo T, Masataka H, Midori A, Kasumoto I, Hajime N, Yoshiki S,
Nobuaki T, Shinzaburo H, Ichiro M. Standard Versus Long-term Prednisolone with Saireito for
Initial therapy in Childhood responsive nephrotic syndrome : A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Jpn J Nephrol. 1998;40:5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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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는 생후 5년이 되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았다. 현재 언어와 인지행동 치
료 중이다. C는 평소 입맛이 없어 밥을 잘 먹지 않고, 쉽게 지쳐 하여 보호자는
아이의 체력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또, 한약이 자폐스펙
트럼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C의 보호자는 C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
폐스펙트럼장애도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내원하였다. 환아는 어떤 타입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지 감별하고, 발달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영역을 확인
한다. 동반증상 들을 관찰하여 변증감별 진단한다. 보호자에게는 환아의 뇌기
능 발달을 돕고 동반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아가 한약을 복용하며 사회성 치료, 언어치료
나 인지행동치료를 할 때 수용도가 높아짐도 설명할 수 있다83). 환아의 뇌신경
발달을 도와야 하는 한약은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환아의 간과 신장 기능을
평가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는 장기 투약이 필요하므로 간과 신장에
안전한 약으로 처방하겠다고 설명하도록 한다. 투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간
과 신장 기능을 평가한다.
1) 감별진단
· 자폐장애의 특징증상은 사회적 상호교류의 질적인 장애, 의사소통 및 언어발
달장애, 제한된 활동 및 흥미영역, 드리고 다양한 행동장애로 나타난다.
· ASD는 질환이 만성적이고 개개인의 사회적・행동적인 기능의 제약이 다양하
기 때문에 포괄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치료는 아동의 나이
와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인 맞춤화가 된 상태로 환아의 약점을 강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84)
· ASD는 의서에서 그 증상의 표현 상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呆’, ‘健忘’, ‘五
遲’ 중 ‘語遲’와 ‘行遲’ 등의 증상과 일치하며 뇌의 발달상의 지연 혹은 장애
(腦未滿)로 인식하고 치료의 측면으로 ‘神’, ‘心’, ‘腦’, ‘腎’, ‘精’의 균형적인
발달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85)

83) Lee JY, Kim DK.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autistic disorder (focused on mind-spirit
therapy and speech therapy). J Pediatr Korean Med. 1994;8(1):157-63.
84) Maglione MA, gans D, Das L, Timbie J, Kasari C, For the technical expert panel, HRSA autism
intervention research–behavioral (AIR-B) network. Nonmedic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SD:
recommended guidelines and further research needs. Pediatr. 2012;130Suppl2:S169-78.
85) Hwang EW, Lee JS, Kim JW, goo BS, Kim RH, Kim BK, Kim CH, Ryu YS, Oh gS, Lee DW, Lee
SY, Lee SG, Lee JH, Jung DG,. Haneuisingyungjungsingwahak. Seoul: Jip Moon Dang Publishing co.
20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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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식욕부진의 원인은 주로 음식부절제, 영양부적절이 주요원인이라
고 본다. 또한 자주 병을 앓아 脾胃를 손상한 경우나 여름의 暑濕으로 脾陽
이 舒展되지 못한 경우,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2) 한약 치료86)
· 상용처방87): 청심연자탕, 청뇌탕, 해어탕, 창포환, 육미지황탕+석창포산,
곽향정기산+ 산조인, 백자인, 당귀, 천궁, 인삼(안신양혈)
· 脾失健運 : 국맥지출환, 계비원, 전씨이공산, 향사육군자탕, 삼령백출환)
· 胃陰不足 : 양위증액탕, 인삼양위탕, 비화음
· 脾胃氣虛 : 삼령백출산, 향사육군자탕, 전씨이공산, 삼출건비탕, 향사양위탕
태화환, 소건중탕
· 肝鬱 : 해울건비탕
· 脾腎陽虛 : 이신환, 사신환
· 주로 소화기가 약한 경우 : 소건중탕, 시호계지탕, 계지가작약탕, 계지가용골
모려탕, 영계감출탕88)
· 補劑: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처방: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사군자탕, 육
미지황탕89)
· 소아의 허약체질 중 반복성 배꼽주위 산통, 경련성 변비, 구토 등을 잘 일으
키는 소아, 감기나 아토피가 호발하는 소아의 체질개선 : 소건중탕 합 보중익
기탕
· 내소화중탕(內消和中湯)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아에서 위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서파·주파워의 증가 등 위전도 소견이 개선된 비율이 57%이다90)
· 의이내금산(薏苡內金散): 병정이 1년 정도 지속된 6세의 소아거식증 환아를
치료91)
* 사용가능한 보험 한약제제 :
① 보중익기탕
보험제제 적응증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 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
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 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86)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87)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88) 일본동양의학회 EBM 특별위원회. 한방처방의 EBM. 서울;고려의학. 2004.
89) 일본동양의학회 EBM 특별위원회. 한방처방의 EBM. 서울;고려의학. 2004.
90) 김종윤,이진용,윤상협. 기능성소화불량증 환아의 위전도에 대한 內消和中湯의 효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2;16(2):199-213.
91) Lan YM. Treatment of “Yiyiren” to Digestive Diseases.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1;52(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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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 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 후두기관염, 급성 후
두염, 딸꾹질, 상지 마비, 하지 마비, 수족 마비,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
환의 후유증,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엉덩신경의 병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 대마비, 사지마비, 과다 월경, 빈발 월
경,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후유증 및 회복기 치료, 요실금, 여성 생식기 탈
출, 자궁하수, 대하, 음취, 임신 중 당뇨, 자연유산, 조기 임신 중 출혈, 산과
적 외상, 분만 중 회음부 열상,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
산, 산후기의 소화기계통 장애,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
능 이상, 젖흐름증, 난청, 이명, 만성 고막염, 몸통의 피부 고름집, 종기, 불
안, 긴장, 흥분]
② 삼출건비탕
보험제제 적응증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의 소화기능의 개선, 소화불량, 식욕
부진, 신경성 식욕부진, 고창, 복부팽만,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
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장관 흡수 장애, 기능적 설사, 설사를 동반한 과
민성 장증후군,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
성 및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날문연축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③ 자음강화탕
보험제제 적응증 [기침, 객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음, 체액 소실에 수
반되는 발열, 홍조, 식은땀, 체중감소, 식욕 부진, 만성후두기관염, 만성 기관
지염, 기관지 확장증, 우울증 에피소드, 반복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
④ 팔물탕
보험제제 적응증[허약한 사람의 피로, 무력감, 식욕부진, 이명, 병후 회복, 빈
혈, 저혈압,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저림, 신경통, 신경염, 혈뇨, 월경 과소,
희발 월경, 과다 월경, 빈발 월경, 불규칙 월경, 월경통, 사춘기 지연, 무월
경,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기타 뇌혈관 질환,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기타 심장성 부정맥, 악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3) 임상 증상 관찰
환아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아이나 평소 기운
이 없고 얼굴빛이 좋지 않으며 식욕이 부진하였다. 음식을 잘먹지 않으려고 하
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며 급하게 먹은 후에는 오심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고 마
른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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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
자폐스펙트럼 증세와 관계없이 환아는 脾虛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蔘朮健脾湯, 香砂養胃湯 등의 처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방의
사용으로 환아의 컨디션이 향상되며 식욕 및 소화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
어 환아의 자폐증상의 개선이나 학습능력의 향상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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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
3.1. 생후 1년이 된 D는 면역을 증진시키고 감기를 예방하는 한약을 복용 중이다. 한
약 복용 중 감기에 걸렸다. D의 보호자는 “지금 복용하는 한약을 중단하고 감기
치료약을 따로 먹여야 하나요. 그런데 감기 예방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왜 감기
에 걸린 것인가요?” 라며 문의를 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D는 감기 예방을 위한 한약을 복용 중에 감기에 걸렸다고 하며 보호자로
부터 연락이 왔다. 보호자는 환아의 감기를 어찌 치료해야 하는지, 한약을
복용 중인데도 감기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다. 우선, 환아의
증상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한다. 감기와 알레르기는 증상
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다. 환아의 증상이 나타난 부위와 염증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한다. 보호자에게는 한약을 투여 중이라도 아기가 면역
력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경
우 감기에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 아기가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다면
감기처럼 보이지만 알레르기 유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피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감기예방을 위한 한약 복용은 중단시키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증상이 완화되고
나면 감기 예방을 목적으로 했던 한약 즉 면역 회복을 위한 한약을 다시 복
용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감별진단
· 알레르기 질환(비염 등) : 감기의 증상은 증상의 발현이 빠르고 7일에서 12
일 가량 지속되며 알레르기 질환은 2주 이상 지속되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의 증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특히 창백한 점막부종의
상태를 보인다.
· 기관지염: 감기의 증상 중 기침이 2~3주 이상 지속되며 녹색 또는 노란색의
가래를 배출하며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열이 38.3도 이상 나타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야간에 식은땀이 나기도 하며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 감기와 편도선염: 편도선염은 감기의 증상이 지속되면서 인후부의 발적과
부종이 생기고 인후부에 흰반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도의 염증으로 인해
삼킬때의 통증과 함께 식욕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독감(influenza virus) : 감기는 일주일 정도 가벼운 증상이 지속되다가 호
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인플루엔자 감염이나 세균감염의 경우에는 수일에서
수주간 증상이 지속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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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감기와 중이염 :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날카롭고 먹먹한 귀의 통증이
나타나고 고막을 살펴보면 진주색의 투명한 고막의 양상이 아니라 고막의
발적과 부종, 염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더불어 귀에서 삼출물이 나오거
나 청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40도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
서 어지럽거나 두통, 식욕저하, 민감도 증가,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부비동염: 감기는 맑고 수양성의 콧물이 2~3일 정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
면 콧물의 색이 진해지고 끈적거리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콧물의 양상만으
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2세 이상 소아에서 10일 이상

의 증상이 계속되면서 콧물이 지속적으로 끈적거리고 녹황색양상으로 탁하
며 이로 인해 코막힘의 증상이 지속되고, 전두부 중심의 두통과 눈과 얼굴
주위의 통증이 있고, 윗잇몸부위의 통증이 있으면 부비동염을 의심해야 하
며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감기의 증상이 악화되며 발열과 기침, 후비루의 증
상도 나타나게 된다.
· 폐렴: 감기는 기침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폐렴은 기침이
심해지면서 기침과 함께 빈호흡과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가슴이 쑥쑥 빨려
들어가는 모습(chest indrawing)을 보이고, 해열된 지 1~2일 이후 다시 열
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2) 한약 치료92)93)
· 가감보아탕94):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十全大補湯에서 가감한 것으로 氣血俱
虛를 治하고 氣血을 大補시켜 虛勞를 治하는 補氣血劑의 대표처방에 소아
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數種의 藥劑를 加減한 처방
· 가미보아탕95) 水土丹에서 貢砂仁, 白荳蔲, 陳皮, 元肉을 加하고 胡黃蓮, 使
君子肉, 蘆薈를 去한 方劑로 水는 六味地黃湯을, 土는 肥兒丸을 指稱하며
腎水를 滋養하여 小兒의 成長 發育을 촉진시키고 비위기능을 원활히 하여
영양작용과 신진대사를 도와 저항력을 키워주는 小兒의 虛弱證을 치료하는
처방
· 보중익기탕가미방96): 李東垣의 代表的인 處方으로, 甘溫除熱하는 效能이 있
어 體質이 氣虛하여 感冒를 자주 앓거나 또는 氣虛外感으로 發熱不退하고
身倦多汗한 症狀에 應用. 五味子와 麥門冬을 加하면 味麥益氣湯으로 補中
92)
93)
94)
95)
96)

일본동양의학회 EBM 특별위원회. 한방처방의 EBM. 서울;고려의학. 2004.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5.
김윤희. 가감보아탕의 조혈 및 면역증진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0;14(1). 페이지불명.
정연희, 유동열. 가미보탕의 면역조절작용에 대한 실험적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4(2):61-84.
박지수, 김윤희, 유동열. 보중익기탕가미가 새끼 생쥐의 면역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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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氣湯보다 心虛가 甚한 境遇나 여름철의 咳嗽나 長期 感氣 또는 注夏症에
쓰이는 처방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처방.
· 가미귀룡탕97) : 歸茸湯에 白朮, 黃芪, 人蔘, 龍眼肉, 唐木香, 貢砂仁, 甘草,
神麯, 鷄內金, 生薑, 大棗를 加味한 處方으로 眞陰을 補하여 先天不足을 補
하고 腎水를 滋養하여 成長 發育을 促進시키고 脾胃機能을 원활히 하여 영
양작용과 신진대사를 도와 小兒의 諸虛弱證을 치료하는 처방
· 風寒感冒: 총시탕, 행소산, 형방패독산가감, 인갈음
· 風熱感冒: 은교산가감, 상국음가감, 산열음
· 感冒夾食(表裏兼證) : 곽향정기산, 평위산 등
· 感冒夾熱: 선방패독탕
· 호흡기가 약한 잦은 감염 : 소시호탕, 시호계지탕, 시호계지건강탕, 시호청
간탕, 시박탕, 시령탕, 억간산
· 기침, 담, 콧물, 천명 등을 반복할 때 : 소청룡탕, 마행감석탕, 마황부자세신
탕, 신비탕
· 소아의 기도감염은 매우 흔한 질환이며, 반복적인 기도감염은 알레르기성
인자의 관여가 높으며 기관지 천식인 소아는 기도점막의 과민성이 심하여
감염되기 쉬우며 천식이나 유사증상을 반복하면 마황제를 다용하나 일반적
인 기도감염의 반복에는 시호제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증상을 개선한다.
· 시호제에는 항알레르기작용도 있고 기도점막의 과민성을 정상화하는 역할도
있어 반복적인 기도감염의 개선목적에 유용한 약재라고 사료되며 소아기의
대표적인 시호제로는 소시호탕과 시호계지탕을 들 수 있다.
· 시호계지탕은 소시호탕증 보다도 더 신경과민으로 스트레스에 약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가벼운 두통이나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열성경련에는
시호계지탕가작약을 사용한다.
* 사용가능한 보험 한약제제 :
① 삼소음
보험제제 적응증[기침, 콧물, 재채기, 코막힘, 풍한감모 후유증에 의한 불수
의적 이상 운동, 주기적 발열, 원인 미상의 발열, 정서적 요인에 의한 가슴
답답함, 감기, 인플루엔자, 급성후두기관염, 임신 혹은 산후기에 합병된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 담낭염, 기관, 기관지, 폐, 종격동의 악성 혹은 양
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② 형개연교탕
97)

한재경, 김윤희,
2000;14(2):47-60.

유동열.

가미귀룡탕이

생쥐의

면역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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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보험제제 적응증[코막힘, 콧물, 코의 소양감, 기침, 천식, 귀의 통증, 외이의
수포나 염증, 감기, 인플루엔자,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염, 세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염, 후두기관염, 백일해, 중이염, 고막염]
③ 행소탕
보험제제 적응증 [감기, 기침, 가래, 만성 후두기관염]
④ 소청룡탕
보험제제 적응증 [감기, 콧물, 재채기, 기침, 숨 쉴 때의 가슴통증, 명치 통
증, 딸꾹질, 구역, 구토, 갈증이 있고 설사를 하면서 아랫배가 답답한 증상,
관절통, 비염, 급만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천식, 폐렴, 늑막염, 폐부종,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슴막삼출액, 가슴막판, 기타 가슴막
의 병태, 상세불명의 호흡기능 상실, 상세불명의 호흡기장애, 기관, 기관지
및 폐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가슴샘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심장, 종격동
및 가슴막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가슴내 장
기의 악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기관 기관지 및 폐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상
세불명 의 호흡기계통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가슴샘 양성신생물의 대증요
법, 급성결막염]
3) 임상 증상 관찰
· 환아는 한약을 복용 중이나 발열이 경미하게 나고 오한이 있으며 약간의 두
통이 있으면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증상을 보인다.
4) 진단 및 처방
· 폐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보강하는 한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환
아의 환경과 생활상태에 따라 감기가 걸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한약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복약방법을 재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감기 전에 복용하던 보폐, 면역력을 증진하는 처방은 감기를 회복하는
데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나, 초기 감기에는 단기간에 한약 엑기스제제
또는 2~3일간의 탕약복용으로 감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감모의 변증에 따라 처방하는데 위의 임상 증상 관찰의 경우에는 풍한감모
에 해당하므로 행소산, 형방패독산 등을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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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후 1년이 된 D는 여행을 다녀온 날 밤 발열이 생겼다.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38도까지 오르는데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지, 감기 걸렸을 때 열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받아온 한약을 먹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보호자가 연락을 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D는 발열이 생겼는데, 보호자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고 싶어 연락을 하
였다. 발열 요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 내원하도
록 하여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 등을 알아내기 위해 임상적 검사를 수행하
도록 한다. 신경학적 이상이나 유행성 감염 질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감별하도록 한다. 발열 외에 동반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보호
자에게는 대체로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발열이 다수임을 설명하며, 만
3일 이내에 열이 가라앉지 않거나, 고열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엔 상급의료
기관에 가서 진료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일차적으로 해열 및 소염
효능이 있는 한약을 환아의 동반 증상을 감안하여 처방한다. 간염 혹은 신
우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간과 신장 기능을 고려한 한약을 처방 한다. 한
약 처방 외에 환아의 옷을 벗겨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시켜 열을 치료할 수
있다. 미지근한 물을 적신 스폰지를 피부에 대는 것 또한 증발에 의해 체온
이 내려간다는 것을 보호자한테 설명한다.
1) 감별진단98)
·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쟀을 때 37도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정의하나 열이 높
다고 해서 병의 정도가 항상 심한 것은 아니며, 아이들은 가벼운 질병에서
도 열이 발생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열은 비특이적 바이러스 감염과 상기도 감염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아에서 중이염과 편도선염은 열의 흔한 원인이다.
· 고열의 아이들은 반드시 뇌염, UTI, 폐렴 등의 감염을 제외하면서 검사해야
한다.
· 예방접종 이후에 고열과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
다.
· 신생아는 감염관련 증후가 잘 나타나지 않아 발열 관련 국소 증상이 없으면
심한 세균 감염과 쉽게 좋아지는 바이러스 감염을 감별하기 어렵다. 발열이
있으면서 심하게 아파 보이지 않는 신생아의 약 7%에서 잠재 균혈증, 수막
염, 폐렴, 골수염, 화농 관절염, 장염 및 요로 감염 등의 심한 세균 감염이
있다. 영아는 발열 관련 국소 증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98) Lawrence M, Mary R, Malcolm L. Pediatrics at al glance. 서울:이퍼블릭. 2008

- 66 -

의심할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세균 감염일 수 있다. 중이염, 폐렴, 제대
염, 유두염, 기타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의 경우는 바이러스 보다는 세균
감염이 더 많다.
· 발열 환자에게서 꼭 보아야 하는 것은 목안, 귀, 요검사이다. 목안에 인두
염, herpangina, herpes 구내염 등이 있는지, 귀에 급성 중이염의 증상이
있는지, 요로감염의 증상이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2) 한약 치료
· 소시호탕99)100) : 소아 발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일본에서 발열성 질
환에 다용하는 처방은 소시호탕이다. 주약은 소염해열작용이 있는 시호, 황
금이며 발열과 염증이 심할 때에는 대량으로 사용 가능하며 석고, 지모, 황
련, 산치자, 용담초, 연교, 금은화 등의 소염작용이 있는 청열약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즉 백호탕, 황련해독탕, 소함흉탕, 양격산 등을 합방하는
경우도 있다.
· 계지탕, 시호계지탕: 風寒表證, 表虛寒證
· 마황탕, 갈근탕: 風寒表證, 表實寒證
· 風熱表證: 은교산, 갈근탕가 길경 석고
· 백호가인삼탕 : 고열이 지속되고 발한이 있고 구갈이 심한 사람
· 대승기탕, 대시호탕 : 고열이 지속되고 변비가 있는 사람
· 오령산: 물같은 구토, 설사가 있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사람

3) 임상 증상 관찰
· 소아가 열이 나면서 오한, 발열, 두통의 증상이 있고 체온이 상승하더라도
한기를 많이 느낀다. 발열 외의 발진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신경학적 이
상징후도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방
· 소아가 열이 나면서 오한, 발열, 두통의 증상이 있고 체온이 상승하더라도
한기를 많이 느낀다. 이런 경우 표허한증으로 변증하고 시호계지탕을 투여
할 수 있다.

99) 반도쇼죠. 질환별 한방치료의 실제. 서울:군자출판사. 2011.
100) 김수빈， 정윤경 ， 이한결， 문상관， 정우상， 조기호. 소시호탕을 사용하여 호전된 교뇌출혈로 인한
중추성 발열환자치험1례. 대한중풍 순환신경학회지. 2016;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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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후 5개월의 E가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였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 보약을
복용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아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약을 써도 되는
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3.3.1. E의 보호자는 아기를 위해 보약을 처방 받고 싶은데, 너무 어릴 때 한약 쓰면 좋지
않다고 하여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무엇을 진찰하고 보호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 진찰해야할 사항: 현재 아이의 체중과 신장, 아기의 현재 개월 수, 출산 시
만삭임신여부, 출생 이후 선천성 질환 여부 및 최근 이환한 질환, 최근 체중
증가 속도, 식욕, 대변과 소변상태 등을 진단한다.
·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의 장점막이 미숙하여 한약에 대한 이상 반응을 유발
할 수도 있으므로 꼭 치료해야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6개월 내지
생후 1년 이후에 보강하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지도한다.

3.3.2. E의 보호자는 “한약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우리 아이는 5개월인데 한약 주기
너무 어리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 생후 5개월이라 하더라도 질환이 있어 치료해야 하는 상황(감기, 구토, 복통,
변비, 설사 등) 에는, 아기의 체중과 신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한약제제 및 탕
약을 복용시켜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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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가 생후 1년이 지나 면역 강화를 위한 한약을 다시 복용하고 싶어 내원하였다.
보호자는 아기가 한약을 복용 하니 잘 아프지 않고, 건강해졌다고 생각되어 한
번 더 복용시키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3.4.1. E의 보호자는 “어른들이 한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자주 줘도
되나요? 얼마나 자주 먹어도 괜찮나요?” 라고 하였다.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할 것
인가?
· 아이들의 신체 발달상태와 질환상태에 맞추어 처방한 약물은 안전하며, 보
통 체력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약의 경우 봄가을을 중심으로 1년에 2~4회
정도 복용하거나 적정기간을 복용하면 아이의 약한 기능들이 보강되어 아이
가 더 잘 자라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3.4.2. 보호자는 어린 E가 한약을 장기간 투약하는 것에도 우려가 있었다. “한약을 어느 기
간까지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였다.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할 것인가?
· 아이들의 신체 발달상태와 질환상태에 맞추어 처방한 약물은 안전하며, 보
통 연령에 따라 기본으로 정해진 용량이 있으며, 아이가 만성질환이거나 허
약아의 체질이라면 장기간 복용해야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한약 처방 구
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연이어 투약하는 것은 괜찮으며, 아이
의 상태에 따라 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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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
4.1. 생후 2년인 F은 만삭아로 태어났고 모유수유도 생후 1년까지 충분히 하였다. 돌
이 지나자마자 성장을 위한 한약도 한달간 복용하였다.

4.1.1. 한약을 복용시켰는데도 2007년 대한민국 성장 곡선 상 하위 10~20%에 위치하
고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보호자가 궁금해 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F의 보호자는 성장을 위한 한약을 한달간 복용하였는데도, 여전히 성장이
더딘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F의 보호자는 아기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준
다. 한약을 복용한다고 성장곡선 상 키 체중의 백분위수가 급격히 변동되
기 어렵지만, 기존 성장 속도에 비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작
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성장을 위한 한약은 직접적인 성장호르몬으로서의
작용 보다는 성장이 더딘 원인을 해결하여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보통 성장 지체나 지연
때문에 한약 복용시 장기간 투약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기의 간과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약물 이상반응에 주의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는 다른 약물 병행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함께 지도
한다.
1) 감별진단 (성장평가101))
· 성장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 성장평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측정치를 동일
성별 및 연령군과 비교하여 평균 2 표준편차 범위(또는 3 백분위수 이상)
안에 포함되면 정상 범위로 간주한다.
· 저신장은 같은 성별, 같은 연령군의 평균 신장보다 2 표준편차(또는 3 백분
위수 미만)인 경우, 저체중은 체질량지수가 5 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로 정의
한다. 저신장 아이의 성장평가의 목표는 병리적 원인(터너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 다른 기저 전신 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102). 만 1-2세 저신
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성(가족성) 저신장이거나 체질성 저신장(체질성
성장지연)인데, 이는 모두 정상적인 성장 변이에 해당된다.
· F의 경우 10~20 백분위수이므로 정상 범위에서 또래보다 키 체중 성장이

1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브란스 소아진료 매뉴얼.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
원. 2013.
102) Alan DR, Mitchell Eg, Alison gH. Diagnostic approach to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hort stature. UpTo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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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임상 증상 관찰103)
· 병력을 문진하고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1) 문진
· 식이 섭취 : 모유 및 분유 섭취, 이유식, 현재 식사 및 편식 여부, 주스 및
고형식의 양과 종류. 필요시 식사 일기를 적어올 수 있도록 하여 영양 상태
를 파악한다.
· 구토 : 있다면 빈도, 양, 혈액이나 담즙 동반 여부
· 배변 : 횟수와 상태
· 과거력 : 키, 체중, 두위에 대한 과거 기록.
· 임신 및 출산력 : 엄마가 임신 시 적절한 체중 증가 여부, 임신 시 질환(고
혈압, 당뇨) 출산 시의 비정상적 합병증
· 가족력 : 부모의 키를 통해 MPH(midparental height, 중간부모키)를 구한
다. 형제자매의 성장패턴, 가족 중 면역 결핍, 신경 질환, 대사 장애 여부
· 기타 :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장염 등
(2) 신체 검진
· 부모나 검사자에 대한 아이의 일반적인 반응 평가, 기관 계통의 평가를 통
해 영양 상태 파악(점막, 머리, 손톱, 피부 상태는 비타민, 단백질, 지방, 미
량원소의 결핍 파악), 그 외 필요시 머리를 관찰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두
개로나 구루병의 두개골연화증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필요시 심폐기능, 연하
기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3) 처방
· F의 경우 정상 범위 내에서 키 체중이 평균에 비하여 적은 것이라 보호자에
게 이를 설명하고 앞으로 성장곡선의 변화의 관찰이 중요함을 말하였다. 다
만 소화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식욕이 좋지 못하여 가미이공산104)을 처방하
였다.
· 그 외 키 체중 성장이 더딘 아이가 허약한 경우 귀룡탕105)을 처방할 수 있
고 복통이 잦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경감되고 손발이 찬 경우 향사육군
자탕이나 소건중탕106)을 고려할 수 있다. 성장장애에 대한 빈용 처방으로
103) Adams HM. Foy JM. Signs & Symptoms in pediatrics. Americal Academy Pediatrics.
2015.
104) 加味異功散 : 백출초 6g, 귤피, 후박, 백복령 각 4g, 생강 3g, 사인, 인삼 각 2.8g, 오매 대조
각 2g. 청강의감
105) 歸龍湯 : 녹용 8g, 당귀신, 백복령 귤피 각 4g, 생강 3g, 대조 2g, 김영훈, 청강의감. 서울:성
보사. 1984.
106)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한, 성현경,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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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중건아탕, 삼출건비탕 가감 등이 조사된 바 있다107)
4) 보험처방의 활용
소아의 식욕부진을 겸한 성장부진에 대하여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의 소화기
능의 개선, 소화불량, 식욕부진, 신경성 식욕부진,고창, 복부팽만, 위십이지장
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장관흡수 장애, 기능적 설
사,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장증후군, 분문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성 및 양성 신생물의 대증요법, 날문연축증, 만성 바이러
스 간염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삼출건비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투약 시 고려한다.
5) 한약 조제 및 투약
예) 가미이공산 : 백출초 6g, 귤피, 후박, 백복령 각 4g, 생강 3g, 사인, 인
삼 각 2.8g, 오매 대조 각 2g
위의 약재를 한 첩으로 하여 5첩 10일 10팩으로 하였고, 1팩 50cc를 하루
에 3회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설명하였다.

4.1.2. F의 아버지가 어릴 때 한약을 복용하고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한약을 복용하면
체중이 늘어 비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F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한약을 복용시키고 싶은데 비만이 될까봐 우려하
고 있다.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주고, 실제 내용을 알려준다. 보통 한
약을 복용하고 체중이 늘었다는 말과 한약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연구결과 근거 없는 속설이었음을 공감을 바탕으
로 설명하도록 한다.
<참고>
·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보호자의 한약복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이 ‘살이 찌는 것’으로 나타났다108). 장 등109)은 2002년부터
규태, 정민정, 채중원, 천진홍,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상). 서울:의성당. 2015.
107) 김장현, 성장장애에 관한 임상적 연구(1).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8;12(1):101.
108) 유한정, 이진용, 김덕곤. 한방 소아과에 내원한 환아 보호자 일반적인 인식도 조사와 한약 치
료후의 반응에 대한 후향적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2):243-53.
109) 장지혜, 강현경, 이승연. 소아의 한약 복용과 비만에 대한 후향적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지. 2006;20(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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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한방병원 한방소아과에 잦은 감기, 식욕부진, 허약을 주소로 내
원하여 1년에 10일 이상 한약을 복용하고 다음 해에 내원한 38명의 환아들
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전후의 비만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 비만도는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을 계산하여
20-30%이면 경도비만, 30-50%면 중등도 비만, 5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
로 분류한다.
· 한약 복용 전 환아들의 비만도가 0-10인 경우(비만에 해당하지 않음)가 31
명(81.6%)으로 가장 많았고, 복용 후에도 0-10인 경우가 30명(79%)으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만도의 변화는 평균 0.91±5.45로 한약 복
용 후 비만도가 약간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 이를 미루어봤을 때 한약복용이 소아들의 비만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으
며 한약 복용으로 비만이 유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연구는
환아들이 처음 한약을 복용한 날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의 비만도를 조사한
것이므로 보호자들이 ‘어릴 때 한약 복용하면 나중에 살이 찐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소아 비만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이110)의 연구에서 동일한 아동의 비만
유병율은 7세 3.1%에서 17세 1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동일 아동의 비만 유병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여
기에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합쳐져 나온 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
다.

4.1.3. F의 보호자는 성장 촉진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녹용에 대해 물었다. “아이에게 녹용
을 잘못 먹이면 머리가 잘못된다고 하던데, 녹용 들어간 한약을 먹이면 위험한가
요?” 라고 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F의 보호자는 녹용 이 포함된 한약을 아이에게 복용시키고는 싶으나, 잘못
된 속설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먼저 걱정에 대한 공감을 해주면서 녹
용에 대한 실제 효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한다. 녹용을 복용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의 종류는 장기적으로 오남용 했을 때 주로 발생하였으며,
적절하게 전문가 처방을 받은 경우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 녹용은 사슴과에 속하는 매화록, 마록, 또는 대록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이
다. 전통적으로 장원양(壯元陽), 생정수(生精髓), 강근골(强筋骨) 등의 효능이
110) 이용. 소아 비만아의 10년간의 추적 관찰. 조선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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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알려졌다. 약리작용으로 내분비 및 조혈기능, 항산화작용, 면역증진
효과, 항염증 효과가 밝혀졌다111).
· 특히 녹용이 첨가된 녹용대보탕의 경우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두뇌활동을 치료 및 예방하는 약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112)113).
· 녹용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동물실험에 의하면 성호르몬 자극 효과를 나타낸
다114). 그러나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서는 남성의 호르몬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았다115). 「중약학 Chinese Medical Herbology and Pharmacology116)」
에 따르면, “과용량을 사용할 시 진전, 호흡곤란, 떨림, 소화장애, 피부발적,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중국에서 출간된 부작용 사례 모음

집인 「중약급기제제불량반응대전(中药及其制剂不良反应大典)」에 따르면117),
“소화관 출혈, 검은색의 대변, 기절, 얼굴이 창백해짐, 식은땀, 상복부의 불
편함, 오심, 심박동 빨라짐, 대변잠혈,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과민성 쇼
크”를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대략 안전할 것으로 파악 되지만 여러 임상시험
에서 확증된 바는 없다. 동물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녹용을
오남용할 경우 성호르몬 대사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4.1.4. F는 성장을 돕는 한약을 3개월간 복용하였다. 복용하고 난 후 2주일이 지난 즈음 F
가 구토가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간기능이상으
로 AST와 ALT가 100까지 올랐다고 하였다. F의 부모는 혹시 한약으로 인한 간독
성이 생겼는지 궁금하여 한의원에 연락을 하였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약> F는 한약을 복용하고 2주 후에 발생한 간염증 수치 상승에 한약 때문인지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한 것이다. 먼저 아이의 상태와 보호자의 우려에 대해
111) 한방약리학 편찬위원회. 한방약리학 제4판. 서울:신일북스. 2015.
112) 정명희, 정인철, 이상룡. Alzheimer's Disease 병태모델에서 鹿茸大補湯의 신경세포 보호효
과.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09;20(2):1-17.
113) 서규태. 鹿茸大補湯이 β-amyloid로 誘導된 Alzheimer's Disease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7.
114) Hemmings, S. J. and Song X. The effects of elk velvet antler consumption on the
rat:
development,
behavior,
toxicity
and
the
activity
of
liver
gamma-glutamyltranspeptidase.
Comp
Biochem
Physiol
C.Toxicol
Pharmacol
2004;138(1):105-112.
115) Conaglen, H. M., Suttie, J. M., and Conaglen, J. V. Effect of deer velvet on sexual
function in men and their partners: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Arch
Sex Behav. 2003;32(3):271-278
116) John K. Chen, Tina T. Chen. Chinese Medical Herbology & Pharmacology . 2004.
117) 欧明，王宁生. 中药及其制剂不良反应大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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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을 해준다. 그리고, 한약 때문에 일어난 약인성 간염인지 아닌
지를 감별하기 위해 자세한 문진을 한다. 아이에게 처방한 복용법 대로 적
절하게 복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F에게 처방되었던 한약의 구성을 확인
하여 간기능 이상을 일으킬만한 약재가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만약, 한약
처방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간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약재가 포함되지 않았더
라면, 개인특이적 반응에 의한 약인성 간염이거나, 바이러스성 간염 등의
가능성이 있다. F의 보호자에게는 그간 처방되었던 한약 내용에 대해 설명
하고, 한약 이외의 다른 약물 복용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한약 및 다른
약들을 복용법에 맞게 복용하였는지 점검한다. 한약이나 다른 약물의 문제
가 아니라면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검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려준
다. 바이러스성 간염과 다른 약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특이적 약물반응
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1) 간기능 검사118) : AST, ALT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간세포 손상을 의미한다. 간
기능 검사 중 AST/ALT비는 기저질환 추정에 유용하다. 1 또는 1보다 약
간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AST/ALT<1인 경우 바이러스성 간염
등을 추정할 수 있고, >1인 경우,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화, 심근경색, 근
육질환, 용혈성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AST/ALT 단독 상승일 경우
약물 복용력(acetaminophen, NSAIDs, 항생제, 항경련제 등)을 체크할 필
요가 있다.
* 정상치 참고 (U/L)119)
· AST : 1-12개월(22-63), 1-3년(20-60), 3-9년(15-50), 10-15년(10-40),
16-19년 남(15-45) 여(5-30)
· ALT : 1-12개월(12-45), 1-19년(5-45)
2)

약인성

간손상의

판정기준120)

:

RUCAM(Roussel

Uclaf

casaulity

assessment method) 기준이 많이 사용된다.
① 검사소견 : AST(GOT), ALT(GP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ALP 중 한 가지라도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며, 해당 약물 중단 2주 내
상승된 수치가 1/2이하로 감소.
② 임상증상 : 전신 무기력, 피로감, 구토, 설사, 상복통, 발열, 황달, 두드러
118)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2017.
119) 안효섭, 신희영 편.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미래엔. 2016.
120)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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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기, 관절통 등을 동반
이상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경우 약인성 간손상으로 판단한다.
3) 약물에 의한 간독성121) : 예측할 수 있는 간독성과 약물 특이체질 반응으로 나
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간독성은 약물에 노출된 개인에게 높은 빈
도로 발생하며 용량 의존적이다. 약물 특이체질 반응은 빈도도 낮고 예
측하기 어렵다. 약물 용량과 무관하며 발생 시기도 다양하다. 약물에 노
출된 후 민감화되었다가 재접촉 시 면역학적으로 매개된다.
4) 소아의 약물 유발 간 손상
· 소아에서 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다고 알려져 있고,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나이가 많은 소아에 비해 빈도가 높다고 한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담도계
질환, 패혈증, 허혈 간 손상, 악성 종양의 침윤, 유전 대사질환과 임상 양상
이 비슷하므로 감별이 필요하다. 혈청 검사를 통해 HBs항원, HBe항원,
HBc항체(고역가), HBV-DNA, HCV항체, HCV-RNA, 항핵항체(ANA)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4) 치료 : 대부분 투약 중지와 대증 요법으로 호전된다. acetaminophen에 의한
간 손상에는 N-acetylcysteine이 효과적이고, 면역 매개 기전에 의한 경우
에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5) 주의해야할 한약재 : 특히 간염보균자, 간독성 기왕력자, 약물 장기복용자 등
· 단일 약재로 간독성 유발사례가 보고된 약재 : 황금(국내 사용 황금과 다른
외국 사례, Scutellaria Laterifolia), 백굴채, 백선피, 곡기생
· 경험적으로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약재 : 창이자,
천련자, 마황, 반하, 감초, 현호색, 하수오, 고련피
·

간독성 유발 사례가 보고된 복합 처방 : 시령탕, 소시호탕, 대시호탕, 청혈
강기탕, 가미오적산, 육미지황환

6) 한약에 의한 간독성 예방122)
· 간독성 위험요인은 한약 측면(활성중간대사체 생성 한약재, 용량), 유전적
측면(한약의 흡수 및 대사 능력), 환경적 측면(다른 약물 복용여부, 알코올,
기타 질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 한약 복용에 의해 간독성의 지표인 ALT, AST 상승 시 즉각 투여 중단한다.

121) 안효섭, 신희영 편.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미래엔. 2016.
122) 이선동, 박영철. 한약독성학Ⅱ. 경기:한국학술정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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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중단 시 ALT는 약 2~12주 이내로 혈청농도가 정상수치로 회복되며
대부분 간독성은 가역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 지속적 간독성에 대한 임상생화학 및 조직병리학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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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기/ 호흡기염증
5.1. 생후 3년이 지난 H와 보호자가 성장을 잘 하고 감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 받고 싶다고 내원하였다.

5.1.1. H의 보호자는 성장 촉진과 감염성질환 예방의 목적의 한약은 어느 정도의 간격으
로, 어느 기간 동안 복용시키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한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한약이 양약에 비해 안전하고 점진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괜찮다고 단언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약이 위험하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분
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혼란을 느껴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모두 극단적인 표현들로서 사실은 아니다. 실제는 한약도 약이므로 약물 남
용이나 장기적인 복약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123). 아이의
성장 상태나 감염성 질환(감기 등)의 빈도에 따라서 한약 투여 필요성이 결
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횟수나 빈도가 정해져있지 않다. 소아 질
병은 쉽게 발병하고 쉽게 변화하지만 또한 빨리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적
시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중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성인에 비해서 경과 관찰을 자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
한 시점에 한약을 복용한다고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5.1.2. H의 보호자가 전화로 문의를 했다. “한약 먹고 H의 감기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한
약 중지하면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H의 보호자는 한약 치료를 통해 감기가 나았는데 한약을 중단하면 금새
재발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한약으로 치료하는 감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감기가 재발하면 다시 그 때에 맞추어 치료용 한약을
복용하면 되며, 감기가 재발할까봐 계속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한다.
1) 보호자 교육
· 감기의 한약 치료는 전반적 증상 개선과 감기 이환 기간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상기도 감염에 이환되는 경우 재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 호흡기 감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연평균 6-8회 감염되며, 빈도
는 노출 횟수에 비례하게 된다. 또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발생 빈
123)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한, 성현경,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장
규태, 정민정, 채중원, 천진홍,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상).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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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한다.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호흡기 자극 요인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집단생활을 과거에 비해 일찍 시작하게 되어 감기 발생 횟수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24).
2) 처방
(1) 감기 회복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125)
· 맥문동탕 : 마른기침
· 쌍화탕 : 과로성 감기, 심신허로, 발열, 사지무력감, 頭重, 지절통, 자한, 도
한, 권태감
· 보중익기탕, 도씨보익탕 : 권태감, 기력저하, 식욕부진, 미열
(2) 감기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126)127)
· 옥병풍산 : 오한자한, 풍사에 쉽게 감염
· 보폐양영전 : 진액고갈, 만성해수, 잦은 감기
3) 보험처방의 활용
소아의 감기 회복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
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 혹은 영양장애
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 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 후두기관염, 급성 후두염, 딸꾹질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
는 보중익기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투약 시 고려한다.
4) 한약 조제 및 투약
· 보중익기탕 : 황기 6g, 인삼 백출 감초 각 4g, 당귀 진피 각 2g, 승마 시호
각 1.2g
· 위 약재를 1첩으로 하여 7첩 14일 14팩으로 하여 1팩 50cc를 하루 2-3회
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설명하였다.

124)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한, 성현경,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장
규태, 정민정, 채중원, 천진홍,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상). 서울:의성당. 2015.
125)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2017.
126) 이지홍, 이은주, 이보람, 장규태. 소아 반복성 호흡기 감염의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동
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6;30(2):82-95.
127) 곡수영, 정선경, 유선애, 이승연. 폐계허약아에 대한 가감보폐양영전의 임상적 효능 연구. 대
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0;24(2):88-98.

- 79 -

5.1.3. H의 보호자가 전화가 왔다.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는데, 집에 있던 해열제랑 감기
치료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문의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H의 보호자는 아기의 감기 치료를 위해 해열제 양약과 감기치료 한약을
함께 복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를 하고 싶어 연락을 한 것이다.
복용하려고 하는 한약과 양약의 내용과 용량을 검토하여 유의한 약물상호작
용이 있을지 예상해본다.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약물이상반응이 예상된다
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약물상호작용128)
· 단일제제의 약물이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 시 상호작용을 통해 약물동태학
적 혹은 독물동태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두 약물의 상호작
용으로 흡수, 대사, 분포, 배출에 있어서 두 약물의 약리적 효능 뿐 아니라
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한약의 경우 자체가 수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성분 또는 한약재 간 상호작용
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약재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너무 많은 성
분으로 의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 한약 투여로 양약의 흡수가 감소 또는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1회 복용 탕
약의 양이 장내 용액의 부피 증가로 양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한약의 다양한 성분들이 담즙산의 흐름, 내장 혈류속도, 장내의 pH, 장내
배출 등의 요인을 통해 약물의 동태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2)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한 독물동태학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복용 유
의점
· 한약과 양약의 동시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두 약물 간 투여는 약 2시간
정도 시차를 두어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항생제는 장내세균의 사멸을 유도하여 한약의 유효성분 생성 및 흡수의 감
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 복용 1주일 전에 복용을 중단한다. 또한
한약 복용 전에 장내세균의 활성화를 위해 발효식품 섭취가 필요할 수 있
다.

128) 이선동, 박영철. 한약독성학Ⅱ. 경기:한국학술정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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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H의 보호자는 다시 전화가 왔다. “한약을 복용하고 나니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것 같
아요. 한약 계속 먹어도 되나요? 혹시 다른 병이 새로 생긴 건 아닌가요?” 라고 문
의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
<요약> H의 보호자는 H가 한약 복용 중 나타난 두드러기가 약물이상반응인지 아
니면 새로운 병이 생긴 것인지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하였다. 한의사는 약물
이상반응인지, 알레르기인지 등을 우선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이상
반응이라면 한약투여를 중단시키며, 이상반응이 아니라 알레르기 등으로 인
한 두드러기라면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도록 한다. 약물이상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일 경우 간기능도 함께 평가하고, 두드러기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
지 투약을 중단한 채로 기다리며, 필요시 한약 처방을 교체하도록 한다. 만
약 두드러기 외에도 간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
여 치료하도록 한다.
1) 진찰
· 병력을 자세히 물어서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음식물, 약
물, 감염, 한랭 등)
·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서는 어떤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
다. 약물 중 aspirin이나 항생제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약 복용 후 얼마
뒤에 발생하였는지 시간을 파악한다129).
2) 한약과의 인과 관계 판단
· 만약 한약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한약 투여를 중단하도록
설명한다. 중단 후 두드러기가 소실되고, 재투여 후 재발하며, 한약 이외의
다른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한약 복용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30).
3)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의 치료
· 원인을 제거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게 하고 과도한 열이나 찬 샤워를 피
하도록 한다.
· 한약 : 방풍통성산, 가미보화탕, 가미곽정탕, 가미청기산을 응용한다131).
인진오령산이나 월비가출탕을 기본으로 하며 형개연교탕, 소풍산 등을 처방
129) 홍창의. 소아과진료. 서울:고려의학. 2003.
130) 이지홍, 유선애, 이승연.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연구 –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
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4;28(3):1-16.
131)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한, 성현경,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장
규태, 정민정, 채중원, 천진홍,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하).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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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32).
· 양약 : 약물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처방한다. 그 외 아드레날린계 약
물,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
4) 보험처방의 활용
소아의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에 코막힘, 콧물, 코의 소양감, 기침, 천식, 귀의
통증, 외이의 수포나 염증, 감기, 인플루엔자,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
염, 인두염, 편도염, 세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염, 후두기관염, 백일해, 중이
염, 고막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형개연교탕[한약제제]이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되나 현재 적응증에 없으므로 향후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2. 생후 3년의 I는 기관지염에 걸려 항생제를 2주간 복용하다가 기침을 계속하여 내
원하였다. I의 보호자는 한약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항생제를 2주간 복용하다가 와
서 아이의 간이 안 좋을까봐 걱정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도 궁금해 하였다.

5.2.1. I의 증상에 대해 진찰, 처방, 환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약> I의 보호자는 I가 기관지염에 걸린 후 양약으로 치료해도 기침이 남아 한
약으로 치료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I가 항생제를 2주 투여하고 나서 한약을
바로 투여해도 간기능에 괜찮을지 걱정되어 문의를 하였다. 우선 환아의 기
관지염 상태를 확인하고, 항생제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는지 점검한다. 간기
능을 평가하고 한약 투여가 가능한 상태인지도 진찰한다. 항생제로 인한 이
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관지염 치료를 위한 한약을 처방하도록 한
다.
1) 항생제 처방의 오남용 문제133)
· 호흡기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의 오남용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
다. 호흡기감염은 75% 이상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고134), 세균감염
132) 니노미야 후미노, 피부질환의 한방치료. 서울:군자출판사. 2011.
133) 김예지, 이수형, 박실비아, 나현오, 최병호. 소아 호흡기감염 외래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양
상. 보건행정학회지. 2015;25(4):323-32.
134) Pichichero ME, g,reen JL, Francis AB, Marsocci SM, Murphy ML. Oucomes after judicious
antibiotic use fo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seen in a private pediatric practice. Pediatrics
2000;105(4 Pt 1):753-759. DOI: http://dx.doi.org,/10.1542/peds.10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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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외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는 연구들135)136)이 있
다. 어린이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대사작용과 약동학은 어른과 다
르다137). 또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영유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항생
제 내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138)139).
2) 항생제의 부작용140)
· 부작용은 직접독성에 의한 것과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것(약물 알레르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독성에 의한 부작용은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일
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한편 면역과민반응에 의
한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량의 사용에서도 일어
날 가능성이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
· 직접 독성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의 대량, 장기적 사용이나 약물 배설
능 저하 등에 의한 약물의 체내 축적이 독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항균
제마다 장애를 받기 쉬운 장기나 발생빈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적절한 투여
량을 처방해 장기장애가 나타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장기 독성
으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균제는 페니실린계, 세펨계, 마크로라이드
계, 뉴퀴놀론계가 있다.
3) 약물 유발 간 손상141)
· 간은 약물 대사에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 구조적 및 기능적
손상을 받기 쉽다. 임상 경과는 무증상으로 간기능상 생화학적 이상만 있는
경우부터 전격 기능 상실까지 매우 다양하나 증상은 비교적 경하고 비특이
적이다. 과민감화에 의한 경우 발열, 발진, 관절통이 현저하다. 만성 바이러
스 간염, 담도계 질환, 허혈 간손상 등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대부분 투약
135) Spurling GK, Del Mar CB, Dooley L, Foxlee R. Delayed antibiotics for re\-spiratory
infection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7;(3):CD004417.
DOI:
http://dx.doi.org,/10.1002/14651858.CD004417.pub3.
136) Fahey T, Stocks N, Thomas T. Systematic review of the treatment of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Arch
Dis
Child
1998;79(3):225-230.
DOI:
http://dx.doi.org,/10.1136/adc.79.3.225.
137) Gjelstad S, Dalen I, Lindbaek M. GPs’ antibiotic prescription patterns fo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still room for improvement. Scand J Prim Health Care 2009;27(4):208-215. DOI:
http://dx.doi.org,/10.3109/02813430903438718.
138) Gjelstad S, Dalen I, Lindbaek M. GPs’ antibiotic prescription patterns fo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still room for improvement. Scand J Prim Health Care 2009;27(4):208-215. DOI:
http://dx.doi.org,/10.3109/02813430903438718.
139) Livni G. Ashkenazi S. Treatment of resistant bacterial infections in chil\-dren: thinking
inside
and
outside
the
box.
Adv
Exp
Med
Biol
2013;764:123-132.
DOI:
http://dx.doi.org,/10.1007/978-1-4614-4726-9_9.

140) 정담 편집부.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2: 감염. 서울:정담. 2013.
141) 안효섭, 신희영 편.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미래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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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와 대증 요법으로 호전된다. 필요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다.
4) 항생제와 한약 흡수 감소
· 항생제 복용으로 인하여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변 상태를 파
악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장을 통한 한약 유효성분
의 흡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장내세균은 한약재의 특정 성분을 흡수가
잘되는 대사체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여 한약재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그러
나 항생제는 장내세균을 감소시켜 한약재 유효성분을 감소시킨다. 이런 이
유로 한약 복용 1주일 전에 김치, 요구르트의 발효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기
도 한다. 항생제에 의해 감소된 장내세균은 정상화에 약 1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142).

5.2.2. I는 기침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을 복용한지 3일이 지났다. D의 보호자는 아기 변이
묽어졌는데 한약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약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전
화로 문의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I는 기관지염 기침을 개선하기 위해 한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데 대변이
무르게 나와 약물이상반응인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이상반응, 음식
섭취의 문제, 바이러스 감염 등 가능성에 대해 감별진단을 먼저 하도록 한
다. 약물이상반응이 의심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며, 약물이상반응
이 아닐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한약 처방을 새
로이 하도록 한다.
1) 감별진단143)
· 육안으로 대변의 양이나 수분의 함유 정도를 살펴 병적인 설사변인지 약간
묽은 정도의 정상변인지 구분한다. 변의 색깔에 혈액이나 다량의 점액이 섞
였는지 확인하여 대장의 염증 병변을 감별한다.
· 만약 설사라고 한다면 감염원, 탈수, 전해질 장애의 합병증 동반 여부를 파
악해야 한다. 설사의 기간, 정도, 묽기, 점액과 혈변의 유무, 발열, 구토, 경
련 등의 증상을 확인한다. 발열은 염증과 관련되나 탈수가 심한 경우 동반
될 수 있다. 구토는 바이러스, 장독소를 생산하는 세균 등에 의한 것을 시사
한다. 복통과 물설사는 노로바이러스, 장독소를 분비하는 세균, 독감 바이러
스 H1N1에서 나타난다. 바이러스 감염은 물설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세
142) 이선동, 박영철. 한약독성학Ⅱ. 경기:한국학술정보. 2013.
143) 안효섭, 신희영 편.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미래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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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감염은 혈변, 점액변이 나타나며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
독소를 생성하는 세균감염에 의한 설사는 물설사를 보이기도 한다. 그 외
전신상태, 활동, 소변 횟수를 확인하여 설사의 정도에 따른 합병증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원인 감별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항생제 사용, 비슷한 증상을
보인 사람과의 접촉력, 해산물이나 씻지 않은 채소, 날고기, 오염된 물의 섭
취에 관해서도 물어보아야 한다.
2) 한약과의 인과 관계 판단144)
· 한약 복용을 우선 중단하도록 설명한다. 중단 후 설사(혹은 무른 대변)가 소
실되고, 재투여 후 재발하며, 한약 이외의 다른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한약 복용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한약 치료145)
· 만약 한약으로 무른 대변이 유발된 경우 한약을 중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들이 유해한 반응이라고 인식하지 않아 약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146). 감염성 설사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호전된다. 필요시 한약 및 침 치료를 시행한다.
(1) 오령산 : 구갈, 구역감, 구토, 소변량 감소, 부종, 두통
(2) 위령탕 : 구갈, 수양성 설사, 심하부 불편감, 구토, 소변량 감소
(3) 반하사심탕 : 명치 통증, 오심, 구역감, 식욕부진, 불면, 불안, 腹中雷鳴
(4) 황금탕 : 발열, 복통, 후중감, 급성 장염
(5) 곽향정기산 : 식체, 감기로 인한 설사, 오한발열이 동반된 경우
(6) 삼령백출산 : 큰병 후, 체력소모 과다 후, 전신허약 상태의 설사
(7) 육군자탕 : 과식 후 설사, 식욕부진, 명치 팽만감
(8) 침 치료 : 족삼리, 삼음교, 천추, 합곡, 태충
(9) 뜸 치료 : ① 곤륜, 족삼리 ② 裏內庭(족2지 굽혀 발가락 끝이 발바닥에
닿는곳) ③ 신궐 ④ 梁丘 ⑥ 중완 천추 관원 ⑦ 신맥 하 적백육제 ⑧ 소
장수 대장수
** 전자뜸을 사용하면 소아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144) 이지홍, 유선애, 이승연.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연구 –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
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4;28(3):1-16.
145)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2017.
146) 이지홍, 유선애, 이승연.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연구 –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
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4;2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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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처방의 활용
소아의 설사에 명치 밑이 그득하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 감기 및 기타
감염으로 열이 나고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구토하는 경우, 구내염, 숙취,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 구토, 위의 급성 확장, 위하수, 속쓰림, 트림,
위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식도염, 신경성 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고창, 소화기계통의 처치 후 장애, 날문연축증, 장관 흡수 장애, 묽은 변
혹은 설사,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신경증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반하사심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투약을 고려한다.
또한 구역, 구토, 설사, 맞지 않은 물과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증상,
곽란, 오한과 발열의 교대, 기침, 식도염, 위십이지장염, 대장염, 기능적 창
자 장애, 이질, 식중독, 감기, 인플루엔자, 후두기관염, 기관지염, 기관지확
장증, 각기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불환금정기산[한약제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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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
6.1. 생후 1년이 된 J가 연일 수 차례 구토를 보였다. J의 보호자는 토할 때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 있는지 궁금하여 아기를 데리고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
할 것인가?
<요약> J의 보호자는 J의 구토 원인을 알고 한약으로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
구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감별진단을 한다. 특별한 신경학
적 이상, 염증 혹은 감염 증세 등을 확인한다. 감별진단에 따라 한약을 처
방하고 아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보호자에게는 음식을 먹일 때 주의사
항을 일러주고, 호전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구토가 나타날 경우 다시 내원
할 것을 권유한다.
1) 감별진단147)148)
· 구토양상: 구토 시간이 영아 24시간, 소아 48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여 체액과
전해질 교정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담즙성 구토가 있는지 확인하여 장폐색과
감별한다. 분출성 구토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문협착증과 감별한다. 토혈이 있
는지 확인하여 식도정맥류, 식도염, 위염, 위궤양과 감별한다. 주기성이 있는
지 확인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 주기적 구토증후군과 감별한다. 자세에 따라
발생하는지, 잠에서 깰 때 발생하는지, 두통을 동반하는지 확인하여 두개내압
상승과 감별한다. 특정 음식 섭취 후 생기는지 확인하여 음식알레르기나 효
소결핍증과 감별한다.
· 동반증상: 심하게 처지는지 체중감소가 큰지 확인하여 전신질환 및 대사장애
와 감별한다. 설사와 발열이 있는지 확인하여 바이러스성 위장염, 충수염 등
감염과 감별한다. 혈변이 있는지 확인하여 장중첩증, 감염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과 감별한다.
2) 한약 치료149)150)151)152)
147) Lorenzo CD, Li BUK, Hoppin AG. Approach to the infant or child with nausea and
vomiting. UpToDate. 2017.
148)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149)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150)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2017.
151) 김기훈, 조형준, 이진용, 김덕곤. 반복적 구토 및 복통으로 가성 장 폐쇄로 진단받은 환자 1
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1):93-104.
152) 이지영, 정민정, 이승연. 주기성 구토 증후군 환아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2):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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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령산: 구역, 위장 진수음, 소변불리, 수양성 설사, 노로바이러스 감염 구토
에 유효
· 이진탕: 오심, 구토, 위장 불쾌감, 기침
· 소반하가복령탕: 오심, 구토, 소변불리, 현훈
· 반하사심탕: 심하부 팽만감, 장명음
· 시령탕: 로타바이러스 감염 구토에 유효
· 비화음: 가성 장폐쇄증 구토 증례 보고
· 미후등식장탕: 주기성 구토 증후군 증례 보고
3) 임상 증상 관찰
· J는 식후 한번씩 구토하거나 물을 마실 때 구토를 했다. 구토는 소화되지 않
은 음식이 그대로 나왔고 토사물에서 혈액이나 담즙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
이는 약간 처져 있지만 체중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변은 진하게 보면서
대변은 물같이 보고 진수음이 약간 있었다. 며칠 전 발열이 있었다고 하였다.
4) 처방
· 아이의 발열, 구토, 설사를 토대로 위장염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물을 마
실 때 구토하면서 소변이 진하고 대변을 물같이 보는 등 수분대사에 장애가
온 상황이라 수분 대사를 개선하면서 감염성 구토에 효과가 있는 오령산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오령산은 이뇨 효과가 있는데 섭취된 수분이 조
직 내나 소화관 내에 정체하여 혈중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갈증이 생기거나
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153).
5)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구토에는 소화불량, 복통, 위염, 구역,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신체통,
숙취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진탕[한약제제] 또는 오심, 구
역, 구토, 설사, 연변, 입덧, 속쓰림,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염, 위하수, 위산
과다, 십이지장염, 소화성 궤양, 구내염, 인후부 이물감, 숙취 등을 적응증으
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하사심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이진탕이나 반하사심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구토
가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6) 한약 조제 및 투약154)
· 1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4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다.

153) 한방약리학 편찬위원회. 한방약리학. 제4판. 서울:신일북스. 2015.
154)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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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7-8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오
령산의 경우 8첩 분량인 택사 48g, 저령 복령 출 각 36g, 계지 24g 을 50cc
15포로 달여서 하루에 1포를 수시로 나누어 먹도록 한다.

6.2. 생후 1년인 J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설사를 해서 지사제와 장염약을 먹였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는다. J의 보호자는 J를 데리고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
여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J가 오랜 기간 설사를 하여 보호자와 함께 한약으로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
였다. 우선 J의 설사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감별진단을 하도록 한다. 감별
진단에 따라 처방 하고 기대 효과를 설명한다. 음식 섭취에 대한 보호자 교
육을 병행한다.
1) 감별진단155)156)
· 설사양상: 설사 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지 확인하여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를
감별한다. 혈성 설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세균성 이질, 염증성 장질환을 감별
한다. 설사변이 포도젤리양상인지 확인하여 장중첩증과 감별한다.
· 동반증상: 항생제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막성 대장염, 항생제 기인성
설사를 감별한다. 중증 복통과 복부종괴가 있는지 확인하여 장중첩증과 감별
한다. 중증 창백, 자반, 혈뇨가 있는지 확인하여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감별
한다. 복막 자극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 복막염과 감별한다. 알레르기 증상
을 확인하여 음식 알레르기와 감별한다.
· 탈수확인: 체중감소 ~5, ~10, ~15%를 기준으로 경증-중등도-중증을 판별한
다.
2) 한약 치료157)158)
· 오령산: 수양성 설사, 구역, 위장 진수음, 소변불리, 노로바이러스 감염 설사
에 유효
· 이중탕: 수양성-진흙상 설사, 허약, 복통
· 진무탕: 수양성-진흙상 설사, 위장 진수음, 전신권태, 사지냉감
· 계비탕: 만성 설사, 복부 연약, 체력저하, 안색불량, 후중감, 설사 기간 단축
155) Fleisher GR, Teach SJT, Duryea TK, Wiley JF. Approach to diarrhea in children in
resouce-rich countries. UpToDate. 2016.
156)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157)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158)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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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사심탕: 심하부 팽만감, 장명음
· 곽향정기산: 장간막 림프절염 설사 증례 보고
3) 임상 증상 관찰
· K는 설사변에서 음식물 형태가 보이기는 했지만 혈액이나 점액은 나타나지
않았다. 복부를 만져보니 종괴는 없었고 복벽에 긴장이 떨어졌다. 피부는 약
간 건조했지만 자반은 없었고, 소변은 진한 편이지만 혈뇨는 없었다. 설사가
나타나기 전에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3주간 복용했다고 하였다. 체중은 설사
전과 비교해 8% 정도 감소하였다.
4) 처방
· 아이의 설사 기간과 항생제 복용력을 토대로 항생제 기인성 만성 설사로 진
단을 내릴 수 있다. 만성 설사에서 설사 기간 단축 효과가 보고된 계비탕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계비탕은 정장제 투여에도 설사가 개선되지 않은
소아 환자에서 설사 소실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159).
5)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설사에는 비위한증, 냉증, 복통, 위통, 설사, 위장허약증, 구역, 구토,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통, 요각통 등을 적응
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중탕[한약제제] 또는 오심, 구역, 구토, 설사,
연변, 입덧, 속쓰림,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염, 위하수, 위산과다, 십이지장
염, 소화성 궤양, 구내염, 인후부 이물감, 숙취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하사심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이중탕이나 반하사심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설사가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6) 한약 조제 및 투약160)
· 1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4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7-8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계
비탕의 경우 8첩 분량인 출 복령 각 32g, 인삼 연육 산약 각 24g, 산사자 진
피 택사 각 16g, 감초 8g 을 50cc 15포로 달여서 하루에 1포를 수시로 나누
어 먹도록 한다.

159) 宮崎瑞明, 富田寬. 小児下痢症に対する啓脾湯の検討. 漢方の臨床. 1996;43:217-23.
160)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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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생후 3년인 K는 변비가 있어 자주 관장을 하였다. 관장 외에 한약으로 평소에 배
변작용을 돕고 싶어 보호자와 함께 K가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
인가?
<요약> K의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였다. 우선 K의 변비 상
태를 점검하고 감별진단을 하도록 한다. 감별진단에 따라 처방 하고 한약이 장운
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개선하는 기대 효과를 설명한다. 음식 섭취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병행한다.
1) 감별진단161)162)
· 변비양상: 배변 참는 행동, 배변 통증, 변기 막힘 등은 기능성 변비를 시사한
다.
· 동반증상: 식이섬유 섭취량과 음수량 부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이성 변비와
감별한다. 항문 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능성 변비와 감별한다. 치루가 있
는지 확인하여 항문직장기형을 감별한다. 열, 구토, 체중감소/정체, 중증 복
통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질적 질환과 감별한다. 요천부 피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여 척추봉합폐쇄장애와 감별한다. 항문 반사 저하, 하지 긴장 저하를
확인하여 신경학적 기능이상과 감별한다.
· 직장수지검사: 항문괄약근긴장이 증가했는지, 대변이 부드러운지, 검사 후 대
변이 터지듯 배출되는지 확인하여 히르슈슈프룽병과 감별한다. 항문괄약근긴
장이 저하됐는지 확인하여 신경인성변비와 감별한다. 직장이 커져 있는지, 단
단한 대변이 가득한지 확인하여 만성 기능성 변비를 감별한다.
2) 한약 치료163)164)165)
· 소건중탕: 복통, 변비, 복부 연약하나 복직근 긴장, 허약, 식욕부진, 후중감
· 대건중탕: 복통, 만성 변비, 복부 팽만감 및 냉감, 복부 타진 시 북소리
· 대시호탕: 복통, 변비, 흉협고만, 자폐스펙트럼장애, 과잉행동
· 방풍통성산: 습관성 변비, 비만, 식욕항진
· 대황감초탕: 기능성 변비, 학동기 중증 변비, 향정신성약물로 인한 변비
161) Sood MR, Li BUK, Hoppin AG. Constipation in infants and children: Evaluation.
UpToDate. 2017.
162)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163)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164) 권승원, 박준영. KCD 한의임상을 위한 한방내과 진찰진단 치료가이드. 경기:가온해미디어.
2017.
165) 윤정훈, 김동현, 안정조, 조현정, 김윤식, 설인찬, 유호룡. 변비를 주소로 내원한 환아에 대한
윤장탕 투여 2례.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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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탕: 변비 환아 증례 보고
3) 임상 증상 관찰
· K는 대변을 볼 때마다 아파서 울고 대변을 참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항문 열
상이나 치루는 없었고 요천부 피부 상태는 정상이었다. 복부는 가스가 많이
차서 팽팽했고 타진해보니 북소리가 났다. 복부 냉감이 있고 찬 음식을 먹으
면 배앓이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진단 및 처방
· 아이의 대변 습관을 토대로 기능성 변비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복부의 팽
만감과 냉감을 토대로 溫裏劑인 대건중탕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대건
중탕은 위장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166), 콜린성 신경계 및 5-HT3 수용체
를 경유해 위장관 운동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167).
5)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변비에는 헛소리, 신경쇠약, 딸국질, 감기, 몸살, 발열, 입마름,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편마비, 불면, 어깨결림, 급성 염증(기관지염, 폐
렴, 간염, 담낭염, 담석증, 위염, 장염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흉통, 복통,
두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치질, 비만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
는 대시호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대시호탕
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변비가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
처방을 고려한다.
6) 한약 조제 및 투약168)
· 2~3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3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
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10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대건중탕의 경우 10첩 분량인 교이 200g, 건강 40g, 인삼 30g, 촉초 20g 을
50cc 15포로 달여서 하루에 1포를 수시로 나누어 먹도록 한다.

166) Murata P, Kase Y, Ishige A, Sasaki H, Kurosawa S, Nakamura T. The herbal
medicine Dai-kenchu-to and one of its active components [6]-shogaol increase
intestinal blood flow in rats. Life Sci. 2002;70(17):2061-70.
167) Shibata C, Sasaki I, Naito H, Ueno T, Matsuno S. The herbal medicine
Dai-Kenchu-Tou
stimulates
upper
gut
motility
through
cholinergic
and
5-hydroxytryptamine 3 receptors in conscious dog,s. Surg,ery. 1999;126(5):918-24.
168)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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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레르기와 아토피
7.1. 생후 5년의 L는 봄이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진다. E의 보호자는 E가 이비인후
과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복용한지 1달이 넘었는데, 완전히 낫지를 않아
한약을 병행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7.1.1. L에 대하여 무엇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
<요약> L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 항히스타민제로도 낫지
않아 한약으로는 치료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다. 보호자에게 단순히 증상
완화 만이 아니라, 한약으로 과민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비염을 치료한다
고 설명할 수 있다. 보호자가 치료를 원한다면, L의 비염 상태를 감별진단
하여 한약을 처방하도록 한다.
1) 감별진단169)
· 증상 첫날 인후통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급성 감염성 비염과 감별한다. 비소
양감과 재채기가 없는지 확인하여 만성 비알레르기성 비염과 감별한다. 12주
이상 화농성 콧물, 코막힘, 안면통, 후각저하가 있는지 확인하여 만성 비부비
동염과 감별한다. 비혈관 수축제 과용 여부를 확인하여 약인성 비염과 감별
한다. 만성 비강 울혈 및 점막 위축을 확인하여 위축성 비염과 감별한다. 일
측에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물, 종양, 용종 등과 감별한다.
2) 한약 치료170)171)172)
① 소청룡탕: 가래 기침
② 마황부자세신탕: 다량의 수양성 콧물, 냉자극 시 증상 심화
③ 갈근탕가천궁신이: 코막힘, 부비동염
④ 월비가출탕: 결막염
⑤ 형개연교탕: 알레르기 비염 소아 증례 보고
3) 임상 증상 관찰
· L은 아침 저녁으로 맑은 콧물, 재채기, 가래 기침을 보이고 눈과 코가 가려워
서 자주 비빈다고 하였다. 증상 첫날 인후통은 없었고 안면통이나 후각저하
169) deShazo RD, Kemp SF, Corren J, Feldweg AM. Allergic rhinitis: Clinical
manifestations, epidemiology, and diagnosis. UpToDate. 2016.
170)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171) 西村 甲. 臨床漢方小児科学. 東京:南山堂. 2016.
172) 이해자, 박은정. 알레르기성 비염의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2):1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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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다. 비강은 창백한 편이었다.
4) 처방
· 콧물, 재채기, 소양감, 창백한 비강 등을 근거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하
고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염에 효과적인 소청룡탕을 처방하였다. 소청룡탕은
IgE 면역반응과 호산구 축적을 유발하는 type 2 helper T cell의 분화를 억
제하고173) 호산구 침윤이나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여174)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에 효과를 보인다.
5)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감기 초기, 콧물 감기,
코막힘, 기침, 묽은 가래, 재채기,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청룡탕[한약제제] 또는 귀의 통증,
중이염, 외이염, 감기, 콧물, 코막힘, 축농증, 기침, 비염, 부비동염, 인후염,
편도염, 기관지염, 여드름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형개연교탕
[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소청룡탕이나 형개연
교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비염이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6) 한약 조제 및 투약175)
· 4~6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2 용량을 1일 2-3포 복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15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소
청룡탕의 경우 15첩 분량인 반하 90g, 마황 작약 건강 감초 계지 세신 오미
자 45g 을 50cc 30포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1포씩 먹도록 한다.

173) Ikeda Y, Kaneko A, Yamamoto M, Ishige A, Sasaki H. Possible involvement of
suppression of Th2 differentiation in the anti-allergic effect of Sho-seiryu-to in
mice. Jpn J Pharmacol. 2002;90(4):328-36.
174) Kao ST, Lin CS, Hsieh CC, Hsieh WT, Lin JG. Effects of xiao-qing-long-tang
(XQLT)
on
bronchoconstriction
and
airway
eosinophil
infiltration
in
ovalbumin-sensitized guinea pigs: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Allergy. 2001
Dec;56(12):1164-71.
175)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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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L의 보호자는 항히스타민제랑 한약을 같이 병행하여 복용해도 되는지 우려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L의 보호자는 아기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한약
을 함께 복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면 위험
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를 하고 싶어 연락을 한 것이
다. 복용하려고 하는 한약과 항히스타민제의 종류와 용량을 검토하여 유의
한 약물상호작용이 있을지 예상해본다. 약물상호작용은 때로는 약효를 증가
시키기도 하며,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이상반응이 예상된
다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항알레르기치료에 치료효과 증대176): 알레르기 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소청룡탕,
건강탕, 시박탕, 시호계지탕 등과 항히스타민제의 병용치료는 단독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면서 항히스타민제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고, 졸음, 갈증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2) 천마를 처방한 경우 약물이상반응 주의177): 천마는 gastrodin, vanillyl
alcohol, methylprotocatechuic aldehyde 등을 함유하는데 이는 진정
및 진경작용이 있어 중추신경흥분제와 항히스타민제와 길항하여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다.

7.1.3. L은 평소에 비타민, 유산균 제제 등 건강기능식품도 섭취 중인데, 항히스타민제와
한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를 보호자가 궁금해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비타민, 유산균 제제 등도 한약 및 양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
다. 한의사는 약물상호작용 정보를 검토하여 같이 섭취할 경우 약효에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약물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강
기능식품 섭취에 주의를 당부한다.
1) 비타민
· 목향, 사인, 황금을 처방한 경우 권장178): 상기 한약은 장 억제 작용이 있기
176)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2).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유익한 경우. 민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1
177) 윤성중. 천연물신약 소재 한약과 양약의 병용 부작용. 민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5
178)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2).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유익한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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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타민이 소장 상부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켜 흡수에 도움을 준다.
· 와릉자, 해표초, 주사를 처방한 경우 비타민 B1 병용 주의179): 상기 한약은
알칼리성 성분을 함유하여 위산을 중화하고 비타민 B1의 분해를 촉진하여 효
과를 떨어뜨린다.
· 호장근, 편축, 사계청, 황약자, 대금전초, 마편초, 오배자, 지유, 가자, 석류피,
대황, 산수유, 목과, 금앵자, 계내금 등을 처방한 경우 비타민 B1 병용 주
의180): 상기 한약은 탄닌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여 비타민 B1과 체내에서 강
력한 결합물을 생성하고 이를 체외로 배출시켜 효과를 떨어뜨린다.
· 단삼을 처방한 경우 비타민 B1, B2 병용 주의181): 단삼과 비타민 B1, B2는
cytochrome c oxidase와 착화합물을 형성해 침전을 일으킨다.
2) 유산균
· 금은화, 연교, 황금, 황련, 어성초를 처방한 경우 주의182): 금은화, 연교, 황
금, 황련, 어성초 등을 포함한 한약은 비교적 강한 항균작용이 있어 유산균의
활성을 저하시킨다.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1
179)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3).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불리한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8
180)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3).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불리한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8
181)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3).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불리한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8
182) 윤성중.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3).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이 불리한
족의학신문. 20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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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민
경우. 민
경우. 민
경우. 민

7.1.4. L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 중이었다. 그런데 E가 한약을 복용 중
에 발열이 생겼다. E의 보호자는 한약 때문에 열이 난 것인지 전화로 문의하였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약> 한약을 복용 중이던 L에게 발열이 생겼는데 보호자는 발열이 약물이상반
응인지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하고 있다. 우선 약물이상반응인지 혹은 다른
염증성 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감별이 필요하다. 전화로 감별이 어려울 경우
내원하도록 한다.
1) 감별진단183)
·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호흡기 감염과 감별한다. 구토, 설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화기 감염과 감별한다. 소변빈도변화를 확인하여 요로감
염과 감별한다. 심각하게 아파 보이는 경우 수막염, 패혈증, 봉와직염 등 중
증 감염과 감별한다.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기인성 발열과 감별한
다.
2) 한약과의 인과 관계
· 한약으로 발생하는 유해반응은 대개 경미한 편이고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소실된다184).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발열이 소실된 후 다시 복용하여 발열이
재발한다면 한약 복용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7.2. 생후 18개월된 M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밤이면 소양증이 증가하여 잠을 푹 자
지 못한다. M과 보호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방병의원에 내원하였다.

7.2.1. M의 보호자는 “나를 닮아 피부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소양인이라고 진단 받았
고 소양인 한약을 복용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내가 복용 중인 한약을 아이에게 줘
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호자가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환아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부모-자녀 간
183) Allen CH, Fleisher GR, Kaplan SL, Wiley JF. Fever without a source in children 3
to 36 months of age. UpToDate. 2017.
184) 이지홍, 유선애, 이승연.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연구 –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
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4;28(3):1-16.

- 97 -

체질 분포를 분석한 연구185)에 따르면, 부모의 체질은 자녀에게 유전되는데 부모
의 체질이 같은 경우 자녀도 같은 체질을 가질 확률이 높고, 부모의 체질이 다른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체질과 일치하게 되는데,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체질이
우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음인이 소음인, 소양인에 비해
우성이고, 소양인이 소음인에 대해 우성일 가능성은 있다. 부모의 체질을 토대로
볼 때 아이의 체질이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고 아이의 아토피피부염이 보호자의 피
부질환과 유사한 경과를 보인다면 한약의 용량을 줄여서 투여해볼 수 있지만, 안
전하면서 효과를 내려면 환아에 대한 체질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7.2.2. M의 보호자는 아기의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한의원을 다닌 경험을
전하였다. “한의원 마다 치료법이 다른데 혼란스럽다. 체질을 고려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아토피 치료 한약으로 치료 가능한지 궁금해하였다.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
아토피 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186)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한약 치료는 특징적
인 피부 증상 이외에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취약성,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에 따른
양상을 고려한 변증 분류에 의해 약물 처방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할만한 편익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환아의 체질을 고려한 사상의학적 처방은 활용도가 높지만
아직은 편익을 신뢰할 수 없는 정도로 권고 등급이 더 낮다. 일반적인 아토피 치
료 한약으로 치료가 힘든 경우에 체질을 고려한 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설명
한다.

7.2.3. M은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한 한약을 복용 중이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완
화되었는데 한약을 중단하니 그런데 다시 소양증이 생기고 진물이 흐른다. 왜 증상
이 재발하는지 궁금하며, 한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복용한다면 얼마나 더 복용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호자에게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과 한약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증상 개선의 정
185) 이수현, 윤유식, 김홍기, 김종열. 부모-자식간 사상체질 분포에 대한 임상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2004;18(6):1904-7.
186)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아토피 피부염 韓醫임상진료지침. 개정판.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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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항원에 노출될 때마다 급성 증
상이 반복되며 만성화하는 특징이 있어 만성 증상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급성 증
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87). 한약을 이용한 아토피 국
내 임상시험은 대개 4주간 치료하고, 국외임상시험은 최대 24주까지 치료하여 효
과를 보였다188). 1~6개월 정도의 한약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
다.

187)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총람. 2012.
188) 김윤희. 한약을 이용한 아토피 임상연구의 경향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2;26(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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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경계
8.1. 생후 3년된 N은 생후 3개월부터 경련이 시작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항전간제
를 계속 복용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경련이 없으니 약을 중단하고 한약으로 치
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N의 보호자는 현재 복용 중인 항전간제 투여를 중지하고 한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보통 항전간제의 이상반응 때문에 투여 중
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아에게 나타나는 항전간제 투여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진찰한다. 또, 환아에게 나타났던 그간의 뇌전증 증상
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항전간제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
은 오히려 뇌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로 한약 투여를 하면서 항전간
제를 중단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또, 항전간제
를 처방하는 주치의에게 항전간제를 줄일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의사는 환아가 항전간제를 서서히 줄이더라
도 뇌전증 증세를 관리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한다. 항전간제와 한약 처방
간 약물 상호작용 등을 검토해야 하며,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인해 간기능
이상과 같은 유해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1) 감별진단189)190)
· 부분 발작: 해부학적 운동 확산(잭슨발작), 회전성 운동 등 국소 운동이 있는
지 확인하여 운동 발작과 감별한다. 현기증,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상 등 감
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감각 발작과 감별한다. 상복부 솟구치는 느낌, 발
한, 동공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자율신경 발작과 감별한다. 의식소실과
자동증이 동반되는지 확인하여 복합 부분 발작과 감별한다. 얼굴에만 경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양성 롤란도 간질과 감별한다.
· 전신 발작: 경련없이 의식 소실만 있는지 확인하여 결신 발작과 감별한다. 의
식 소실이 있으면서 강직과 경련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여 전신 긴장 간대 발
작과 감별한다. 근긴장도가 떨어지는지 확인하여 탈력 발작과 감별한다.
· 기타: 갑자기 창백해지며 쓰러졌는지 확인하여 실신과 감별한다. 발작 전 지
속적으로 울었는지 확인하여 호흡정지발작과 감별한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
는지 확인하여 히스테리와 감별한다.

189) Wilfong, A, Nordii DR, Eichler AF. Seizures and epilepsy in children: Classification,
etiology, and clinical features. UpToDate. 2017.
190)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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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뇌전증 약물 치료의 중지191): 최종 발작 이후 2-3년 약물 투약 후 뇌파와 임
상 양상을 고려해 6개월에 걸쳐 감량 및 중단할 수 있다. 약물 중단 후 발작 재발
확률은 20-40%이다.
3) 한약 치료192)193)194)195)196): 발작 20-30% 개선
· 시호계지탕: 肝鬱 증상(우울, 초조), 脾虛 증상(식욕부진, 피로), 濕痰 증상(오
심, 구토)
· 시호가용골모려탕: 肝鬱 氣逆 증상(초조, 불면, 다몽, 동계), 脾虛 증상, 濕痰
증상, 긴장. 뇌손상으로 인한 증후성 간질 증례 보고.
· 억간산: 스트레스 역치 저하, 자극 과민 반응, 자율신경기능 실조
· 감맥대조탕: 불안, 비애, 놀람, 입면장애, 야제, 脾虛 증상(식욕부진, 하품)
· 대시호탕: 氣鬱, 변비
· 귀비온담탕: 부분발작, 결신발작 소아 증례 보고
· 곽향정기산: 결신발작, 전신발작, 영아연축 소아 증례 보고
4) 임상 증상 관찰
· N은 뇌전증으로 항전간제를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경련이 잘 조절되는 상
황이었다. N은 평소 긴장이 많고 입맛이 없으며 이따금 구토를 한다고 했다.
복진을 해보니 동계가 느껴졌다.
5) 처방
· 뇌전증의 관리를 위해 시호가용골모려탕을 처방했다. 시호가용골모려탕은 동
물모델에서 경련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는데, 그 약
리기전은 불명확하지만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작용을 통해 경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97). 항전간제는 서서히 감량하기로 하였다.

19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브란스 소아진료 매뉴얼, 제4판. 서울: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 2013.
192)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193) 西村 甲. 臨床漢方小児科学. 東京:南山堂. 2016.
194) 김윤영, 민상연, 김장현. 수면중 간질발작을 주소로 하는 증후성 간질 환아 증례 보고.
2009;23(1):85-93.
195) 나원경, 한경훈, 이해자, 박은정. 가미곽향정기산 투여로 호전된 소아 간질 환자 2례.
2004;18(1):131-8.
196) 강경하, 박은정. 단순부분발작, 영아연축 및 결신발작으로 진단받은 소아간질 3례에 대한 증
례보고.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4;28(1):61-70.
197) Sanae F, Hayashi H, Chisaki K, Komatsu Y. Effects of Saiko-ka-ryukotsu-borei-to,
a Japanese Kampo medicine, on tachycardia and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tion
induced by theophylline in rats and mice. Jpn J Pharmacol. 1999;79(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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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뇌전증에는 복통을 수반하는 위장염, 위산과다, 식욕부진, 설사, 미열,
두통, 오한과 발열의 교대, 감기, 감기 후 증상, 흉협통, 스트레스로 인한 통
증, 신경통, 담낭염, 담석, 간기능 장애, 췌장염, 류마티스, 신경쇠약, 감기 중
기에서 후기의 증상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호계지탕[한약
제제] 또는 헛소리, 신경쇠약, 딸국질, 감기, 몸살, 발열, 입마름, 변비, 고혈
압, 동맥경화, 뇌졸중, 편마비, 불면, 어깨결림, 급성 염증(기관지염, 폐렴, 간
염, 담낭염, 담석증, 위염, 장염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흉통, 복통, 두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치질, 비만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
시호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시호계지탕이
나 대시호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발작이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
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7) 한약 조제 및 투약198)
· 2~3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3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
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10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시호가용골모려탕의 경우 10첩 분량인 시호 50g, 반하 40g, 복령 계지 각
30g, 황금 대조 생강 인삼 용골 모려 각 25g, 대황 10g 을 50cc 15포로 달
여서 하루에 1포를 수시로 나누어 먹도록 한다.

8.2. 생후 2년된 O은 지난 주 40도 발열과 함께 경련이 생겨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
았다. 열성경련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한약으로 열성 경련 예방을 위한 처방이 있는지, 어떤 효과
를 나타내는지 궁금해 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열성 경련으로 치료를 받았던 O의 보호자는 열성경련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 한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우선 O의 열성경
련 발생시 원인과 상태를 확인한다. 열성경련은 아이가 성장하여 신경계와
면역이 성숙하면 발생율이 줄어들며, 한약 처방이 아이의 신경계와 면역 성
숙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1) 감별진단199)200)
198)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199) Millichap JJ, Nordli DR, Eichler AF. Clinical features and evaluation of feb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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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국소 발작
인 경우 복합열성경련을 시사한다. 의식 소실이 없고 안면근/호흡근 경련이
없으며 약하게 관절을 떠는 정도인지 확인하여 오한 전율과 감별한다. 수막
자극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막염과 감별한다.
2) 한약 치료 기간
· 중국에서 출판된 열성경련 한약 치료 임상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01)
치료 기간은 1주일 이내가 대부분이었고, 2년 동안 치료한 연구 1건을 제외
하고는 1달 이내로 치료를 했다. 1주~1달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
을 기대할 수 있다.
3) 한약 치료202)
· 선방패독탕: 外感風寒. 만 2-3세 전에 많음. 인후가 부으면서 오는 경우 많
음.
· 곽향정기산: 乳食積滯. 만 4-5세에 많음. 반복경련이 많아 간질로 오인 가능.
· 포룡환: 暴受驚恐. 전신경련보다는 부분경련. 밤에 깜짝 놀라서 우는 경우 많
음.
4) 임상 증상 관찰
· O는 편도가 큰 편이고 식욕은 양호하였다. 열성경련이 발생했던 지난 주부터
지금까지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
5) 처방
· O는 외감형 열성경련으로 판단하고 선방패독탕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선방패독탕은 임상에서 열성경련 환아에 많이 사용되고 효과가 나타난 처방
중 하나이다203).
6)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열성경련에는 복통을 수반하는 위장염, 위산과다, 식욕부진, 설사, 미
열, 두통, 오한과 발열의 교대, 감기, 감기 후 증상, 흉협통,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신경통, 담낭염, 담석, 간기능 장애, 췌장염, 류마티스, 신경쇠약, 감기
seizures. UpToDate. 2017.
200)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201) 이보람, 이은주, 이지홍, 장규태. 열성 경련에 대한 중의학 임상 연구 동향 – RCT를 중심으
로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6;30(3):78-96.
202)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203) 윤경희, 이진용, 김덕곤. 한방소아과에 경련을 주증으로 내원한 환아 90례의 臨床的 報告. 대
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2):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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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서 후기의 증상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호계지탕[한
약제제] 또는 헛소리, 신경쇠약, 딸국질, 감기, 몸살, 발열, 입마름, 변비, 고
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편마비, 불면, 어깨결림, 급성 염증(기관지염, 폐렴,
간염, 담낭염, 담석증, 위염, 장염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흉통, 복통, 두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치질, 비만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
시호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시호계지탕이
나 대시호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경련이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
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7) 한약 조제 및 투약204)
· 2~3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3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
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10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선방패독탕의 경우 10첩 분량인 금은화 100g, 연교 괄루근 시호 각 40g 조
각자 생강 각 30g, 현삼 백지 형개 방풍 전호 강활 독활 지각 길경 천궁 감
초 절패모 적복령 각 20g, 박하 10g을 50cc 15포로 달여서 하루에 1포를
수시로 나누어 먹도록 한다.

8.3. P는 모유수유 중인 생후 8개월 아기이다. 최근 일주일간 야제증인지 밤마다 아기
가 울면서 잠을 깨고 깊이 자지 못한다. P의 보호자는 밤중수유를 중단하라는 권
유를 받기도 하고 한약을 쓰면 좋아진다고도 들었다며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
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P는 밤마다 울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한 증상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보
호자는 밤중수유 중단과 한약 투여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아기가 수면 장
애가 있는지, 단순히 급성장기에 자주 나타나는 수면 이상 등을 먼저 감별
한다. 대체로는 아기가 급성장기일 때 나타나는 생리적 수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생리적 수면 이상인 경우 밤중수
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만약 2주 이상 지속되면 신경학적 이상 혹은 수
면 장애 등인지를 감별한다.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약을 처방하며 투
약하도록 한다.
1) 감별진단
· 아이가 낮에 많이 자는지 확인하여 수면부족, 지연형 수면 장애, 기면증과 감
별한다. 코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감별한다. 몽유,
204)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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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악몽, 야뇨, 이갈이, 경련 등 수면 중 이상행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밤중수유205)
· 밤중수유는 깊은 숙면을 유도하여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강제로 끊었
을 때는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여 뇌발달에 오히려 좋지 못할 수 있다. 엄마는
낮에 아기가 잘 때 같이 자는 등 휴식을 취하면서 밤중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약 치료206)207)208)
① 억간산: 신경과민. 허약한 경우 억간산가반하진피 사용.
② 귀비탕: 억간산이 효과없는 경우. 학동기는 가미귀비탕 사용.
③ 감맥대조탕: 돌발적 발생, 허약
④ 계지가용골모려탕: 복부 연약, 복직근 긴장, 복부 대동맥 동계, 허약
⑤ 시호계지탕: 복부 연약, 흉협고만
⑥ 시호가용골모려탕: 복부 충실, 흉협고만
⑦ 황련해독탕: 복부 충실, 변비
⑧ 육신산: 脾寒. 下半夜啼
⑨ 도적산: 心熱. 上半夜啼
⑩ 인숙산: 神氣怯弱, 客忤(갑자기 놀라거나 낯가림, 분리불안). 수면장애 증례
보고.
⑪ 포룡환: 열이 나며 경련이 자주 발생
4) 임상 증상 관찰
· P는 낮에 특별히 많이 자거나 코골이가 있지는 않았다. 수면 중 자주 깨고
깊이 못자는 것 외의 이상행동은 없었다. 낯가림이 심해서 진찰이 어려웠다.
5) 처방
· P는 겁이 많은 형태의 야제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숙산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인숙산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몇몇 증례에 사용되어 효과를 보
였다209).

205) 지은영. 모유수유(母乳授乳) 지도해 보셨습니까(20). 밤중 수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민족의학
신문. 2007.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6
206) 崎山武志, 日本小児東洋医学会. 小児漢方治療の手引き. 東京:日本小児医事出版社. 2015.
207) 西村 甲. 臨床漢方小児科学. 東京:南山堂. 2016.
208)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209) 송인선, 이정림, 하광수, 신지나. 仁熟散을 이용한 수면장애 소아 환자 治驗例. 대한한방소아
과학회지. 2004;18(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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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야제에는 복통을 수반하는 위장염, 위산과다, 식욕부진, 설사, 미열,
두통, 오한과 발열의 교대, 감기, 감기 후 증상, 흉협통, 스트레스로 인한 통
증, 신경통, 담낭염, 담석, 간기능 장애, 췌장염, 류마티스, 신경쇠약, 감기 중
기에서 후기의 증상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호계지탕[한약
제제] 또는 고열, 경련, 코피, 열성출혈, 습진, 피부염, 가려움증, 구내염, 결
막염, 위염, 어지러움, 고혈압, 심계항진, 불면, 신경증, 갱년기 장애 등을 적
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황련해독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
으로 투여한다. 만약 시호계지탕이나 황련해독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
고, 야제가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7) 한약 조제 및 투약210)
· 6개월~1세 소아의 경우 성인 복용량의 1/4 용량을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도
록 한다. 예를 들면, 보름치(성인 30첩) 분량으로는 7-8첩을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인숙산의 경우 8첩 분량인 출 복령 각 32g, 인삼 연육 산약 각 24g,
산사자 진피 택사 각 16g, 감초 8g 을 50cc 15포로 달여서 하루에 1포를 수
시로 나누어 먹도록 한다.

8.4. 생후 1년인 Q는 또래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 특히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며, 베개
가 푹 젖을 정도이다. 땀을 많이 흘리다보니 감기에도 자주 걸리는 것 같은데 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요약> Q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감기도 자주 걸려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 Q의
땀을 흘리는 양상을 관찰하여 신경학적 이상이나 염증성 질환 등을 감별한
다.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은 환경적 요인인지 저항력이 떨어져서인지 등을
감별한다. 진단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할 수 있다.
1) 감별진단211)
· 종양(림프종, 고형 종양), 감염(세균, 진균, 바이러스, 미코박테리아), 약제(항
우울제, 해열제, 호르몬제제 등), 내분비질환(갑상선기능항진증, 저혈당증 등),
신경학적 질환(자율신경병증, 중풍 등), 기타질환(만성피로증후군, 위식도역류,
공황장애, 수면무호흡증 등) 등을 동반하며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이차성 다한
증과 감별한다.
210)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211) Smetana GW, Aronson MD, Libman H. Approach to the patient with night sweats.
UpTo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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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 치료212)
① 옥병풍산: 自汗. 表虛.
② 계지가부자탕: 自汗. 陽虛. 惡寒怕冷.
③ 백호탕: 自汗. 陽明實熱. 不惡寒反惡熱. 肌膚灼熱.
④ 조위승기탕: 自汗. 便祕.
⑤ 산조인탕: 盜汗. 心虛. 睡中多驚.
⑥ 당귀육황탕: 盜汗. 心熱. 身熱多煩.
⑦ 이감탕: 食後汗出. 胃熱.
⑧ 대시호탕: 手足汗. 胃實.
⑨ 팔물탕: 手足汗. 氣血虛弱.
⑩ 팔미지황환: 陰汗. 衰弱.
3) 임상 증상 관찰 : Q는 진료실에서도 머리가 축축했으며 가벼운 기침과 콧물을
보였다. 종양이나 신경학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활발하기 보다는 무력한
편이라고 하였다.
4) 진단 및 처방 : 가벼운 감기와 무력감을 토대로 表虛로 인한 自汗으로 진단으
로 내릴 수 있다. 일차 처방으로 옥병풍산을 선택하였다.
5) 보험처방의 활용
· 소아의 다한에는 변비, 변비를 수반하는 제증상, 두통, 역상, 습진, 피부염,
여드름, 식욕부진, 복부팽만, 농혈변, 설사, 주기적 발열, 급성 충수염, 정신
적 장애, 다형홍반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위승기탕[한약제
제] 또는 헛소리, 신경쇠약, 딸국질, 감기, 몸살, 발열, 입마름,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편마비, 불면, 어깨결림, 급성 염증(기관지염, 폐렴, 간염,
담낭염, 담석증, 위염, 장염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흉통, 복통, 두통, 식욕
부진, 오심, 구토, 치질, 비만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시호
탕[한약제제] 또는 허약체질, 식욕부진, 피로권태, 빈혈, 저혈압, 저림, 신경
통, 월경이상, 허혈성 질환, 뇌혈관 질환, 부정맥 등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팔물탕[한약제제]이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 만약
조위승기탕, 대시호탕, 또는 팔물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다한이 지
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212)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개정판. 서울:의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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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임산부 약물 투여 지침 (각론)

► 본 part는
국민행복카드 한방 진료 매뉴얼(2015,

대한한의사협회)

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 진료 상황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 임신 중 한약 투여
1.1. A는 임신 8주의 여성이다. 목이 아파 침을 삼키기 어렵고, 목소리도 쉬는 등 감기
에 걸려 한방병의원을 내원하였다. 임신 초기에 약물은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산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며 걱정이 많은 상태였다. 약물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목
감기를 치료하고 싶어 내원하였다. 그런데 한약 복용이 임신 초기에 괜찮을지 걱
정을 하며 문의한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환자교육 안>
· 임신 중일 때 복용 가능한 한약 처방이 따로 있으며 한의사는 임신 중 처방
해도 안전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합니다. 이것은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
사와 한의사는 관련 전문 학회에서 임산부가 복용가능한 약물 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이는 약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몸이 아파도 약물의 성분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
칠까봐 임산부는 약을 함부로 먹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약물
들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한약
재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의사는 의서 및 현대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전문학회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처방하지 않으므로, 임신 중 아플 때는
한약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1) 감별진단
· 임신감기의 경우 임신 중 발열, 오한, 두통,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전
신통 등 外感表證의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며, 임신해수의 경우 지속되는 심
한 기침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外感表證과 호흡기 증상 및 증후 등을 종합
하여 임상적 진단을 한다. 체온을 측정하여 기본적으로 발열의 정도를 파악
하고, 환자의 증상 및 증후를 통해 변증진단을 한다.213) 다른 질환들을 배제
하고 일반적인 감기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하도록 한다. 천식, 인플루엔자 등
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치료과정 및 예후 등에 대해
상의할 필요가 있다.
· 임신부는 正氣가 虛하여 外感邪氣에 감촉되기 쉬우므로 임신부들의 경우 평
소 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寒氣를 피하
고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자주 가지 않도록
213) 김동일 외. 국민행복카드 한방 진료 매뉴얼. 대한한의사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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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영양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
킨다. 임신감기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안정을 취하고 수
분섭취와 과일섭취 등을 늘려 감기가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한다.
* 전원 해야 할 경우
· 고열이 동반되고 기침, 가래 증상 등이 심하여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천식발작이 심한 경우 등은 임상의의 판단 하에 전원
을 고려한다.213)
2) 한약치료
· 蘇葉, 葛根, 陳皮, 前胡, 蔥白, 香附子 등의 가벼운 발산지제를 사용한다.
1. 궁소산 (보험제제)
2. 소시호탕 (보험제제)
3. 삼소음 (보험제제 혹은 탕약)
3) 검진예시
· J씨는 임신 8주가 되었는데 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원하였다. 임
신 중 약물복용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한방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궁금해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임신 3-8주에 사이는 특히 태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감기로 내원한다면 임신 중 약물복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전 의서 및
임상214)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며, 임신 중 혹은 산후에 발생한 감기, 몸살, 기
침, 천식, 인플루엔자, 기관지염을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궁소산
[한약제제] 또는 소시호탕[한약제제] 있음을 알리고 일차적으로 투여한다.215)
만약 궁소산이나 소시호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불편감이 지속되면
다른 일반 한약제제나 탕약 감기처방을 고려한다.

214) 김태희 등. 芎蘇散加減方을 투여한 姙娠傷寒 환자 18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
회지. 2002;15(4):202-207.
215) Junyoung Jo, Sun Haeng Lee, Jin Moo Lee, Hyangsook Lee, Seung Jun Kwack, Dong
Il Kim, Use and safety of Korean herbal medicine during pregnancy: A Korean
medicine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6;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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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는 임신 10주가 되었다. 입덧이 점점 심해지는데 한약으로 치료 가능한지, 입덧
을 가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지,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1) 감별진단
· 증상의 시작시기, 심한 정도, 악화 및 호전인자, 월경력(LMP), 산과력, 과거
력 등 오심 구토를 일으킬만한 질환이 없는지 감별하고 배제한 뒤, 임신으로
인한 입덧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하도록 한다.
* 전원 해야 할 경우
· 임신오조의 오심과 구토가 심해져 탈수와 케톤뇨증이 발생하고 3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액요법과 집중치료가 필요하므로 입원치료가 가
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만약 체온상승, 황달, 토혈, 점상출혈,

망막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전원 해야 한
다.
2) 치료
(1) 침 치료
· 침치료는 內關穴과 함께 변증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脾胃虛弱證의 경우 足三理, 中脘, 上脘, 公孫을
- 肝胃不和證의 경우 內關, 太衝, 足三理, 中脘을
- 痰濕阻滯證의 경우 陰陵泉, 豊隆, 足三理, 中脘, 幽門을 적용해 볼 수 있
다.
· 耳鍼요법은 3회 이상 시술 시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나 체침 요법의 보조적
치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내관혈의 지압은 자가요법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2) 한약 치료
· 경증: 이진탕 (보험제제)
· 보험제제에 호전 반응이 적으면 辨證施治를 기본으로 保生湯, 橘苓保生湯 등
을 기본처방으로 권고한다. 증상이 소실되면 치료를 종결한다.
3) 검진예시
·

J씨는 임신 6주부터 입덧 증상이 시작되었고, 임신 10주가 되었는데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원하였다. 체중은 한 달간 1kg 정도가 빠졌고,
오심과 하루 1회 정도의 구토증상외에 다른 불편감은 없다. 한약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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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고, 다른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오심 및 구토 증상이 임신으로 인한 입덧으로 판단되므로, 1차적으로 침 치
료를 고려한다. 또한 내관혈 지압법을 교육한다. 3-5일간 치료 후 호전이 없
거나, 미미한 경우, 입덧에 효과가 있는 이진탕[보험제제]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진탕을 3-5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불편감이 지속
되면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환자교육 안>
·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협조하도록 한다. 우선 증상을 발생시킬 만한
음식들은 피하도록 한다. 기름기 있는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자극적
인 음식, 철분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가급적 공복을 피하고록 한다.
특히 아침 공복 시 증상이 심한데, 아침에 일어나 바로 식사하기 보다는 가
벼운 유동식이나 비스킷 같은 것을 조금 먹고 나서 아침식사를 하도록 한다.
환자가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하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할 수 있게 한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
다는 맑은 장국이나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식사 중간에 수분 섭취
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3. A는 임신 16주가 되었다. 본래 임신 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다. 임신 중이라
비염치료약을 따로 복용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코가 자주 막히고, 머리가 아프
고, 재채기가 연신 난다.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는 복용하기 꺼려지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증상을 관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한약은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하
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
인가?
1) 감별진단
· 증상의 시작시기, 심한 정도, 악화 및 호전인자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임신
중 침 치료는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는 점을 교육한다.
2) 치료
· 침 치료 : 침 치료는 영향혈을 기본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통상적인 침 치료
를 시행한다.
- 112 -

(2) 한약 치료
· 경증: 소청룡탕 혹은 형개연교탕 (보험제제)
· 5-7일간 보험제제에 호전 반응이 적으면 辨證施治를 기본으로 탕약을 고려한
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한약처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검진예시
·

J씨는 임신 16주부터 환절기가 되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시작되었고, 증
상이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원하였다. 한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임신 전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차적으로
침 치료와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가 있는 소청룡탕 또는 형개연교탕
[보험제제]을 일차 처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주일간 치료 후 호전이 없거
나, 미미한 경우,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1.4. A는 임신 20주가 되었다. 임신 20주가 되면 지치는 것도 덜하고 지낼만 하다고
하던데 여전히 임신 초기처럼 피로하고, 입맛도 없다. 임신 중 보약을 복용하면
힘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내원하였다. 임신 중 보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걱정
하는 A를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1) 감별진단
피로감, 기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이 없는지
감별한다.
2) 치료
· 한약 치료 : 십전대보탕 등 일반적인 보약 등을 기본처방으로 사용하며, 辨證
施治에 따라 가감을 할 수 있다. 증상이 소실되면 치료를 종결한다.
3) 검진예시
·

J씨는 임신 20주부터 피로하고, 보약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원하였다.
임신 중 정기검진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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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전한지 궁금해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임신 중기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
임을 설명한다. 또한 이 시기에 복용하는 한약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하며, 임부에게 안전한 한약임을 설명한다. 15일 단위로 몸의 상태에 따라
1-2회 정도 처방한다.

1.5. A는 임신 30주가 되었다. 밤이면 소양증이 극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긁다보니
피부가 거칠어지고 붉게 변하였다. 많이 긁은 곳은 상처도 생겼다. 한약으로도
소양증이 관리 되는지, 왜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또 한약으로 관리
하면 태아에게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된다며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
할 것인가?
1) 감별진단
· 임신 중의 피부 소양증은 임신부의 피부에 가려움이 자각되는 증상으로, 단
순히 소양증만 나타나는 것, 발반이나 발진이 동반되는 것, 수포나 분비물 등
이 동반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소양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
나 임신기에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에 의한 것, 기존의 피부 질환에
변화가 생긴 것, 또는 임신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피부증상의
일부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임신기에 특이적으로 발생
하는 피부 질환에 의해 생긴 소양증을 다루게 되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소
양증은 감별진단항목에서 다룬다. 임신기에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
에는 간내담즙정체성 소양증(Cholestasis of Pregnancy), 임신소양성 두드
러기구진 및 판(Pr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PUPPP), 임신 구진성 발진(Papular Eruptions of Pregnancy), 임신소양성
모낭염, 임신헤르페스(임신유사천포창 Pemphigoid gestationis) 등이 있다.1)
* 전원 해야 할 경우
· 단순한 임신소양의 경우 증상의 심화로 인한 관리 곤란의 경우 외에는 전원
사유가 없다. 다만 감별이 필요한 상태로서 임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간염에
동반된 간내담즙정체성 임신 소양증은 조산과 주산기 사망률 증가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급의료기관에 전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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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 한약 치료
1. 血虛型: 當歸飮子
2. 風熱型: 消風散
·

임신 가려움 발진의 한의학 치료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증례 연구 형태
로 보고되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중국 등에서도 주로 증례보고 연구가 많으
며, 이들 증례보고들은 주로 한약위주의 치료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임을 밝히
고 있다.

3) 검진예시
·

J씨는 임신 30주부터 임신 소양증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증상이 계속 심해지
는 것 같아서 내원하였다. 홍반성 두드러기성 구진 혹은 판이 전신 혹은 복
부 및 둔부와 사지(대퇴부 및 팔)에 발생하였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를 복용했는데 큰 차도가 없어서,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임신 3분기 이후에 발생했고, 증상을 통해 임신 소양성 두드러기 구진 및
판으로 진단한다. 풍열형 변증을 보여 소풍산을 일주일간 치료해 보기로 한
다. 일주일 뒤 증상의 호전이 보이면 일주일 단위로 더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만약 소풍산 일주일 투여 후 효과가 없고, 불편감이 지속되
면 다른 탕약처방을 고려한다.

<환자교육 안>
·

소양을 참지 못하고 긁으면 환부의 손상은 물론 이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긁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게 깎으며 손 위생에 주의하도록 한다. 고온 환
경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소양이 더 심해지므로 의복착용과 실내 온도 및
습도 등 생활환경을 조절하도록 한다. 심리적 불안 역시 증상을 심화시키므
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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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유수유 중 한약
2.1. B는 40주 만삭으로 출산한지 1주가 되었다. 산후 회복 한약을 복용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야기 하여 걱정이 된다. 모유수유 중에 한약을
복용하면 아기에게 전달되어 안 좋을 수 있다거나, 농약 중금속 등의 문제 때문
에 한약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후회복 한약을 복용하지 않
으면 나이 들어 아플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저런 걱정이 된다며 내원하였다. 어
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환자교육)
·

모유수유 중일 때 복용 가능한 한약 처방이 따로 있으며 한의사는 모유수유
중 처방해도 안전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합니다. 이것은 양약도 마찬가지입
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관련 전문 학회에서 모유수유 중 복용 가능한 약물
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산모들 중 한약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
달되어 좋지 않을까봐 한약 복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약이
농약,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사와 약효 규격 검사를 모두
통과한 한약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한 규격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유를 통해 농약 혹은 중금속이 아기에게 전달될 염려를 하지 않
으셔도 괜찮습니다. 모유수유 중 아기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한약이 전달되어
나타난 반응이라기보다 대부분 아기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 반응이
거나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기와 함께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산후회복 한약
· 산후풍이나 다른 산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한약 투여는 전통적인 한
방산후조리의 주요한 항목이었다. 산후조리 기간 한약투여를 받았던 산모를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한약의 효과는 어혈제거 효과가
95.7%로 가장 많았고, 부종제거 72.9%, 기력보강 2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풍이 발생한 경우에 증상에 맞는 ‘침, 뜸, 한약 등의 한방치료’를
통해 약 90%의 산후풍 증상이 호전된 연구가 보고되었다.
· 인공 수유 제품이 없던 전통사회에서는 전승되는 산후조리 방법과 모유수유
를 바탕으로 한 산후관리 경험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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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의 산후 관리와 산후 질환 치료의 경험은 모유수유 중 엄마와 아기
에게 해가 없으며 모유수유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
다.
2) 한약치료
· 산후 출혈 및 빈혈, 동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만 방식과 무관하게 기본적으
로 生化湯을 분만 직후 투여하도록 한다.
· 生化湯
- 코호트 연구에서 산후에 생화탕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은 삶
의 질을 높임
- 생화탕은 분만 직후부터 오로 배출이 이뤄지는 기간 이내에 투여하도록 하
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용량으로 3일에서 10일 정도 투여하도록 한다.
- 분만 방식, 모유 수유 여부, 투여 시점 및 산모의 증상에 따라 생화탕 원방
을 투여하거나 적절한 약물을 가감하여 투여한다
· 補虛湯
- 補虛湯은 생화탕에 이어 투여하거나 산후 허약한 산모의 경우 초기 처방으
로 활용한다.
· 芎歸調血飮
- 芎歸調血飮 역시 산후우울과 산후통증의 감소를 위해 분만 직후 투여하는
처방으로 활용한다.

2.2. B는 산후 백일이 지났다. 임신 중 체중이 임신 전보다 20Kg 는 증가하였는데 100
일이 지난 지금 10kg 정도 감량되었을 뿐, 남은 10kg 을 더 줄여야 한다. 모유수
유 중에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다이어트이고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 더 나은지 궁금하다며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상담내용)
· 출산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산후조리의 범주에 속한 것을 설명
한다. 임신 중 체중 증가가 1삼분기, 2삼분기, 3삼분기 중 언제 얼만큼 증가
했는지 여부가 향후 체중조절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한다. 임신 초반기에
늘어난 체중일수록, 다이어트를 해서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 후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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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출산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 산모가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신체상태임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 비만 여성은 정상 여성보다 많이 갖고 있는 잉여 지방은 화학적 오염물이 희
석된 채로 존재하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 지질친화성 물질은 유방의 지방이
나 체지방에 저장되어 있다가 모유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살을 급속히 빼면
모유로 더 많은 양의 지질친화성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이어트에 흔히 사용되는 마황의 여부 등에 따라 아기상태를 관찰하면서 수
유 직후 한약복용을 하는 방법을 권유한다.
· 2012년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주최의 ‘마황의 모유수유 중 투여에 대한 학술
집담회’에서 ‘독성 실험에서 하루 4.5g 이내의 마황 용량은 무해하다고 나타
났으며 기성한의서에서 산후에 마황 용례는 주로 1일 4~8g 이다. 모유수유
중 안전한 투약을 위해서는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하고 △모유수유
중일 경우 장기적 고용량 마황 투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고용량, 장기 투여
시에는 엄마, 아기에게 유해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약해야 한
다’고 하였다.216)

216) 천병태, 곽승준, 김윤경. 모유수유 중 의약품 안전성 평가·마황의 안전 투여. 대한모유수유한
의학회 정기학술집담회. 201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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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1. D는 1년간 인공수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예정이다. 어
떤 이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앞두거나 시술 후에도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한
다. 한약을 복용하면 태아 착상을 방해하거나 기형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 시술 전후의 한약 복용이 성공률을 높이고 기형 발생
우려는 없다고도 한다. 임신이 빨리 성공했으면 바람으로 내원하였다. C를 어떻
게 진료하고,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상담내용)
· 시험관 아기시술 시 한약이나 침 치료 등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시험관
아기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아래의 근거 연구들을 토대로 설명한
다. 일반적으로 시험관아기시술을 하기 2-3개월 전부터는 한의약 치료를 시
작하는 것이 좋음을 설명한다.
·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721명을 대상으로한 20개의 RCT를 메타분석
한 결과217),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을 병행치료한 경우 단순 시험관아기시술
만 수행한 경우보다 임상적 임신 성공률의 odds ratio를 약 2배 높였으며,
지속임신율(ongoing, pregnancy)의 odds ratio도 약 1.9배 높인다고 하였
다.
· 2013년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된 58명의 난관요인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RCT에 의하면218),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30명), 단
순히 시험관아기시술만 받은 여성들(28명)에 비해 임신성공률이 유의하게 높
아진다고 하였다 (70% vs 42.8%).
·

국내 후향적 임상결과 분석연구219)에서도 체외수정시술시 난자채취일로부터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와 안전이천탕(安尊二天湯) 한약치료를 병행한 56명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25명, 즉 45%가 임상적 임신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217) Cao H, Han M, NG, EHY, Wu X, Flower A, et al. (2013) Can Chinese Herbal
Medicine Improve Outcomes of In Vitro Fer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LoS ONE 8(12): e81650.
218) Xinggao, Xiufeng Chang, Huilan Du, Min Zhang, Jianping Zhang,, Aiping Zhu.
Effect of soothing liver therapy on oocyte quality and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9
in patients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3(5): 597-602
219) 문현주, 강명자. 체외수정시술 시 한약투여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3):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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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적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2015년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된 1231명의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챠트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220)에 의하면, 시험관아기시술 전 침과 한약치료
등을 병행한 한방치료는 단독 시험관아기시술보다 생아 출생(live birth)의
odds ratio를 2배 정도 높인다고 하였다. 침 치료만 받는 것에 비해서도
1.62배 정도 odds ratio를 높였다.

3.2. E는 30세 여성으로 결혼한지 1년이 되었다. 특별히 피임을 한 것은 아닌데 임신
이 잘 안된다며 내원하였다. 한약을 복용하면 임신이 되는지, 한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을 해도 태아는 괜찮은지 궁금하여 내원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
인가?
환자교육)
· 한약은 임신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자와 정자요
인, 배아의 발달, 착상요인으로 임신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요인은 신
경계, 면역, 자궁, 호르몬 불균형 등과 관련되는데 한약은 각 요인들을 회복
시키고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한약이 직접 난자와 수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체를 회복시킵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엔, 스트레스나 인체 불균형이 있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한약 복용 후 임신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수행한 난
임 사업에서 한약으로 20~30%의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
다. 임신이 잘 안될 경우 한약 치료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1) 감별진단
· 월경력, 산과력 등 기본적인 현병력과 과거력 등을 파악한다. 여성의 나이,
난임 기간(임신 시도 기간), 난임 요인[여성요인(원인불명, 난관요인, 자궁요
인, 배란요인 등)과 남성요인(정액검사 결과지)] 등을 파악하여 한방치료를 통
해 자연임신을 얼마나 더 시도할지 또는 보조생식술을 염두하고 치료할지 등
을 결정한다.

220) Lee E. Hullender Rubin, Michael S. Opsahl, Klaus E. Wiemer, Scott D. Mist, Aaron
B. Caughey. Impact of whole syste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in-vitro
fertilization outcomes. 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2015;30(6):6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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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해야 할 경우
나팔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골반염 또는 복부 수술력이 있다면, 나팔관
조영술 검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한다. 남편의 경우 정액검사를 한 적이 없으면, 정
액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2) 치료
· 자세한 난임진료는 난임한방진료지침221)을 참고한다.
3) 검진예시
·

J씨(34세)는 결혼 3년차이며, 2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남편과 내원하였다. 나팔관 조영술 및 기본적인 난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
별한 이상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추위를 잘 느끼는 편이고, 스트레스에
예민한 성격이다. 남편의 경우, 정액검사는 정상이나, 매일 흡연을 반 갑정도
15년째 하고 있으며, 음주도 주3회 정도로 잦은 편이다. 인공수정과 같은 양
방시술을 하기 전에 한방치료를 받으면 어떨지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내원하
였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수족냉증 등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온경
탕에 향부자, 시호 등을 가미하여 처방한다. 남편의 경우 먼저 금연과 절주를
권유하고, 오자연종환가미방을 처방할 수 있다. 가임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임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 등을 설명하여 준다. 난임기간이 2년
으로 아직은 짧은 점, 아내의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고, 남편의 정액검사 역
시 정상범위에 속하므로, 3-6개월간은 생활관리를 하면서 한방치료를 통하여
임신 시도를 해 보도록 권유한다.

221) 난임한방진료지침, 대한한의사협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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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는 30세 여성으로 임신 5주가 되었는데, 소량의 질 출혈이 보인다고 한다. 산부
인과 초음파에서는 임신낭과 난황은 보이는 데 피가 약간 고여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한약을 복용하면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지, 태아는 괜찮은지 궁금하여 내원
하였다. 어떻게 진료하고 설명할 것인가?
1) 감별진단
· 임신 20주 이전에 발생하는 질 출혈 및 이와 동반된 복통이 있으면 일차적으
로 임상적 절박유산으로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진통 양상의
복통과 천골부위의 통증으로 진행되고 출혈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불가피유
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상적 개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연유산의 병력이 있거나 난임의 병력 또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한 경우 등
불량한 예후와 관련한 병력이 있으면서 출혈량이 점차 많아지고 현저한 복통
및 골반통이 동반되는 등 불가피유산이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현재의 상태와 예후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3일 내외의 安胎 처방 투
여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 개입을 시도하되, 산부인과 검사를 바로 의뢰한
다.1)
2) 치료
· 원인불명의 임신초기 출혈과 절박유산에 대한 한방치료는 安胎 목적의 한약
투여를 위주로 한다. 泰山磐石散, 安尊二天湯 등의 한약을 산부인과적 검사
시기 등과 맞춰 5~7일 단위의 처방을 하도록 하여 임신 유지가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될 때는 적절한 시기에 下胎를 고려해야한다. 만약 질 출혈과 복통
등 제반 증상이 완화되고 산부인과 검사 상 임신 소견이 정상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태 처방을 위 처방 단위로 추가 투여한다. 정상 임신이 확인된
후에도 계속해서 2주 정도 한약 치료를 더 지속하여 안태를 확고히 하도록
한다. 반대로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유산 후 조리의 임상 과정을 밟는다.
· 치료에 대한 평가는 증상 및 증후의 변화와 초음파 검사, 연속적인 혈청
hCG 및 황체호르몬 등 산부인과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증상
이 발현된 경우의 산부인과적 검사는 외래 진료를 통해 통상 1주 간격으로
진행되나 출혈과 동통이 심해질 경우 입원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3) 검진예시
·

J씨(34세)는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낭을 확인한 날(임신 5주)부
터 소량의 질 출혈이 속옷에 묻어나와 내원하였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질
출혈을 경험하고 유산한 적이 있어 몹시 걱정이 된다. 일단 산부인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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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정을 취하고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4) 진단 및 처방예시
·

소량의 묻는 정도의 질 출혈은 일단 안심시키도록 한다. 安尊二天湯 7일분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한편 절박유산은 약 반수가 실제적
인 임신 손실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진통 양상의 복통이 출현하고
출혈이 심화되면 유산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특히 과거 절
박유산 후 자연유산으로 이행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유산(滑胎)의 범주
에 따른 임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환자교육 안>
·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절박유산의 경과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
하나 임상적으로 태동·태루가 발생한 후에는 과도한 육체적 활동과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추천된다. 육체적 안정과 더불어 초조하거나 긴
장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임신 중 성생활을
제한하고, 커피를 포함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 하루 1~2잔 정도의 커피 음용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하루 300mg 이상의 다량의 카페인 섭취는 임신 초기 태아손실과 연
관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도록 한다.

3.4. 유산 후 회복을 위하여 한약을 복용한지 3일째 되는 환자이다. 점점 줄어들어
거의 나오지 않던 혈액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시 늘어났다. 한약 때문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우려가 되어 문의하였다.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상담내용)
· 유산후 회복을 위한 한약 복용 중에 출혈량이 증가하여 약물이상반응인지 궁
금하여 문의한 환자이다. 보통 유산후 회복을 위한 한약은 어혈을 제거하고
자궁을 임신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한약을 복용하
다보면 혈류량이 증가하여 자궁 내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못했던 혈액이 나오
게 되는데, 출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는 이렇게 약효를 나타내
는 과정 중의 반응에 해당한다고 환자에게 설명한다. 다만, 약의 이상반응이
거나 출혈로 인해 자궁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생리양 정도의 출혈이 아닌
계속 멈추지 않는 대량 출혈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해 둔다.

- 123 -

Part Ⅳ <부 록>

한약 처방 모음
다음 처방 모음은 앞에 소개된 처방들의 구성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1돈(錢)은
편의상 4g 으로 정하였으며, 환자의 연령 및 상태에 맞추어 다음 제시된 처방을
바탕으로 용량의 증감을 조절하고 약재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처방
의 조제법은 기록하지 않았으니 필요한 경우에 출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
부 파트의 처방은 국민행복카드 매뉴얼222)의 내용을 따랐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매
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1. 황달
1.1. 인진호탕
· 방약합편
· 대황 16g, 인진호 16g, 치자 16g

1.2. 인진오령산
· 방약합편
· 백출 6g, 육계 2g, 인진 6g, 저령 6g, 적복령 6g, 택사 10g

1.3. 이중탕 가 인진
· 방약합편
· 감초 4g, 건강 8g, 백출8g, 인삼 8g, 인진

1.4. 인진사역탕
·방약합편 원출전 경악전서고방팔진(景岳全書古方八陣)
· 감초 4g, 포건강 4g, 포부자 4g, 인진 4g

222) 김동일 외. 국민행복카드 한방 진료 매뉴얼. 대한한의사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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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토피
2.1. 승마갈근탕
· 방약합편, 원출전 <염씨소아방론(閻氏小兒方論)>
· 갈근 8g, 감초 4g, 백작약 4g, 승마 4g, 생강3편, 대추 2개

2.2. 소풍산
· 동의보감
· 백지 40g, 인삼 40g, 전갈 40g

2.3. 형방패독산
· 동의보감
· 감초 2g, 강활 4g, 길경 4g, 독활 4g, 방풍 4g, 시호 4g, 인삼 4g, 적복령 4g,
전호 4g, 지각 4g, 천궁 4g, 형개 4g

2.4. 평위산 加 황금 황련
· 방약합편
· 감초 3g, 진피 6g, 창출 8g, 후박 4g, 생강 3 편 대추 2 매를 넣고 끓여 복용한
다. + 황금 황련

2.5. 내소화중탕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처방집
· 산사 8g, 맥아 8g, 후박 6g, 진피 6g, 택사 6g, 창출 4g, 향부자 4g, 지실 4g,
반하 4g, 백복령 4g, 신곡 4g, 사인 4g, 삼릉 4g, 건강 4g, 곽향 3g, 목향 2g,
감초 2g

2.6. 생료사물탕
· 득효방
· 생지황 2g, 적작약 2g, 천궁 2g, 당귀 2g, 방풍 2g, 황금 1g, 박하 1g

2.7. 당귀음자
· 동의보감
· 감초 3g, 당귀 4.5g, 방풍 4.5g, 백질려 4.5g, 생지황 4.5g, 적작약 4.5g, 천궁
4.5g, 하수오 3g, 형개 4.5g, 황기 3g, 생강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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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온청음
· 동의보감
· 당귀 4g, 백작약 4g, 생건지황 4g, 천궁 4g, 치자 4g, 황금 4g, 황련 4g, 황백
4g

2.9. 황련해독산 합 오령산
· 황련해독탕 방약합편
· 치자 5g, 황금 5g, 황련 5g, 황백 5g
· 오령산 원출전 의학입문(醫學入門)
· 백출6g, 육계 2g, 저령 6g, 적복령 6g, 택사 10g

3. 발달장애
3.1. 육미지황환
· 방약합편, 소아약증직결
· 목단피 120g, 백복령 120g, 산수유 150g, 산약 150g, 숙지황 300g, 택사 120g

3.2. 신기환
· 동의보감 허로문 신허약
· 목단피 112.5g, 백복령 112.5g, 부자 40g, 굽는다. 산수유 150g, 산약 150g, 숙
지황 300g, 오미자 150g, 육계 40g, 택사 112.5g

3.3. 사륙탕
· 방약합편
· 감초 3g, 길경 4g, 당귀 6g, 맥문동 6g, 목단피 4g, 반하 4g, 백복령 4g, 백작
약 6g, 사삼 4g, 산수유 6g, 산약 6g, 상백피 4g, 숙지황 10g, 오미자 3g, 자완
4g, 진피 4g, 택사 4g, 패모 3g, 행인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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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D
4.1. 청심연자음
· 방약합편
· 연자육 8g, 인삼 4g, 적복령 4g, 황기 4g, 감초 3g, 맥문동 3g, 지골피 3g, 차
전자 3g, 황금 3g

4.2. 청뇌탕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처방집
· 백복신 12g, 구판 8g, 반하 8g, 진피 6g, 산사 6g, 적복령 6g, 창출 6g, 백출
4g, 인삼 4g, 황금 4g, 맥아 3g, 택사 3g, 천마 3g, 건강 2g, 황백 1g

4.3. 창포환
· 동의보감
· 당귀 4g, 맥문동 4g, 석창포 4g, 원지 4g, 유향 4g, 인삼 4g, 주사(수비) 4g, 천
궁 4g

4.4. 곽향정기산
· 방약합편
·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4g, 대복피 4g, 백복령 4g, 후박 4g, 백출 4g, 진피
4g, 반하제 4g, 길경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4.5. 곡맥지출환
· 증치준승(證治準繩)
· 맥아 30g, 백출60g, 지실 30g, 신곡 30g

4.6. 계비원
· 동의보감
· 감초 60g, 건강 40g, 맥아 40g, 백출40g, 신국 40g, 인삼 40g, 진피 40g, 청피
40g, 후박 40g

4.7. 전씨이공산
· 방약합편
· 감초 4g, 목향 4g, 백복령 4g, 백출4g, 인삼 4g, 진피 4g, 생강3편 대추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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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향사육군자탕
· 방약합편
· 향부자 4g, 백출 4g, 백복령 4g, 반하 4g, 진피 4g, 백두구 4g, 후박 4g, 사인
2g, 인삼 2g, 목향 2g, 익지인 2g, 감초 2g, 생강 4 조각, 대조 4개

4.9. 삼령백출환
· 동의보감
· 감초 40g, 길경 75g, 당귀 40g, 반하 40g,법제한다. 백복령 40g, 백출 94g, 흙
으로 볶는다. 백편두 40g, 산약 40g, 석창포 20g, 연육 75g, 원지 40g, 의이인
75g, 인삼 40g, 진피 40g, 축사 20g, 향부자 40g, 황련 40g

4.10. 인삼양위탕
· 의학입문
· 감초 1g, 곽향 2g, 대조 2개. 복령 2g, 생강 3 조각. 오매 1 개. 인삼 1.5g, 진
피 3g, 창출 4g, 초과 1.5g, 후박 3g

4.11. 비화음
· 동의보감
· 감초 2g, 곽향 2g, 백복령 4g, 백출4g, 신국 4g, 인삼 4g, 진창미 15g, 진피
2g, 축사 2g

4.12. 삼령백출산
· 의학입문
· 감초 12g, 길경 6g, 백출 12g, 백편두 6g, 복령 11.25g, 사인 6g, 산약 12g, 연
육 6g, 의이인 6g, 인삼 12g

4.13. 향사육군자탕
· 방약합편
· 향부자 4g, 백출 4g, 백복령 4g, 반하 4g, 진피 4g, 백두구 4g, 후박 4g, 사인
2g, 인삼 2g, 목향 2g, 익지인 2g, 감초 2g, 생강 4 조각, 대조 4개

4.14. 전씨이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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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보감
· 감초 4g, 귤피 4g, 목향 4g, 백복령 4g, 백출4g, 인삼 4g

4.15. 삼출건비탕
· 동의보감
· 감초 2g, 맥아 2g, 백복령 4g, 백작약 3g, 백출4g, 산사육 4g, 신국 2g, 인삼
4g, 지실 3g, 진피 4g, 축사 2g, 후박 4g, 생강 3편, 대추 2개

4.16. 향사양위탕
· 방약합편
· 대조 4g, 생강 6g, 백출 4g, 백복령 3g, 창출 3g, 백두구 3g, 진피 3g, 후박
3g, 사인 3g, 목향 1.2g, 인삼 1.2g, 감초 1.2g

4.17. 태화환
· 동의보감 원출전 만병회춘
· 감초 30g, 굽는다. 당귀 75g, 맥아 94g, 목향 20g, 반하 45g, 백두구 50g, 백복
령 94g, 백작약 94g, 백출150g, 산사육 40g, 신국 94g, 용안육 50g, 인삼 20g,
지실 75g, 진피 40g, 향부 75g, 황련 40g

4.18. 소건중탕
· 동의보감
· 감초 4g, 계지 12g, 작약20g, 생강5편, 대추 4개

4.19. 이신환
· 동의보감
· 육두구 75g. 파고지 150g

4.20. 사신환
· 동의보감
· 향부 40g, 오수유 20g

4.21. 시호계지탕
· 동의보감
· 감초 2g, 계지 4g, 대조 2 개. 반하 4g, 생강 3 조각. 시호 4g, 인삼 4g, 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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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황금 4g

4.22. 계지가작약탕
· 상한론
· 계지 6g, 적작약 6g, 대조 6g, 생강 6g, 감초 4g, 작약 4g

4.23. 계지가용골모려탕
· 상한론
· 계지 6g, 백복신 6g, 대조 6g, 생강 6g, 용골 6g, 모려 6g, 감초 4g

4.24. 영계감출탕
· 금궤요략
· 복령 12g, 계지 9g, 백출 6g, 감초 6g

4.25. 보중익기탕
· 방약합편, 동원십서
· 황기 6g, 인삼 4g, 백출 4g, 진피 4g, 당귀 4g, 감초 4g, 승마 2g, 시호 2g

4.26. 육군자탕
· 동의보감
· 감초 2g, 반하 6g, 백복령 4g, 백출6g, 인삼 4g, 진피 4g, 생강 3편, 대추 2개

4.27. 사군자탕
· 동의보감
· 감초 5g, 백복령 5g, 백출5g, 인삼 5g

4.28. 육미지황탕
· 동의보감
·숙지황 16g, 산수유 8g, 산약 8g, 목단피 6g, 백복령 6g, 택사 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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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역
5.1. 가감보아탕
·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十全大補湯에서 가감
· 황기(밀자) 8g, 원육 8g, 구기자 4g, 감초 4g, 당귀 4g, 산약(초) 4g, 백작약(주
초) 4g, 백출 4g, 백복령 4g, 진피 4g, 천궁 4g, 백두구 3g, 공사인 2g, 목향
2g, 익지인 1g, 산사육 8g, 신곡(초) 4g, 맥아(초) 4g, 사삼 4g, 상백피 4g, 석곡
4g, 녹용 6g, 생강 12g, 대조 8g,

5.2. 가미보아탕
·방약합편의 水土丹에서 가감
· 숙지황 12g, 산약 6g, 산수유 6g, 백복령 4g, 목단피 4g, 산사육 6g, 택사 4g,
신곡 4g, 맥아 4g, 공사인 4g, 인삼 2g, 모황련 2g, 감초 2g, 백출 2g, 목향
2g, 백두구 2g, 진피 4g, 원육 6g,

5.3. 가미귀룡탕
· 동의보감 허로문처방 가감
· 백출 8g, 황기 8g, 당귀 8g, 인삼 6g, 용안육 6g, 목향 4g, 공사인 4g, 자감초
4g, 신곡 4g, 계내금 4g, 생강 12g, 대조 8g, 녹용 3g

5.4. 보중익기탕가미방
· 방약합편
· 맥문동 8g, 황기 6g, 인삼 4g, 백출 4g, 감초 4g, 오미자 4g, 당귀산 2g, 진피
2g, 시호 1g, 승마 1g

5.5. 총시탕
· 생강 5 조각(片). 총백1

5.6. 행소탕
· 동의보감
· 감초 2g, 반하 4g, 백출4g, 상백피 4g, 소엽 4g, 오미자 4g, 진피 4g, 패모 4g,
행인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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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형방패독산가감
· 동의보감
· 감초 2g, 강활 4g, 길경 4g, 독활 4g, 방풍 4g, 시호 4g, 인삼 4g, 적복령 4g,
전호 4g, 지각 4g, 천궁 4g, 형개 4g

5.8. 은교산
· 온병조변
· 감초 15g, 금은화 30g, 담두시 15g, 박하 18g, 연교 30g, 우방자 18g, 죽엽
12g, 형개수 12g, 고길경 18g

5.9. 상국음
· 온병조변
· 감초 3g, 국화 4g, 길경 12g, 노근 12g, 박하 3g, 상엽(桑葉)0.4g, 연교 6g, 행
인 8g

5.10. 시호청간탕
· 경악전서
· 감초 2g, 길경 3g, 시호 6g, 연교 3g, 인삼 4g, 천궁 4g, 치자 4g, 황금 6g

5.11. 시령탕
· 방약합편
· 시호 6.4g, 택사 5.4g, 백출 3g, 저령 3g, 적복령 3g, 반하 2.8g, 황금 2.4g, 인
삼 2.4g, 감초 2.4g, 계심 1.2g, 생강 4g

5.12. 억간산
· 보영촬요
· 백출 4g, 복령 4g, 당귀 3g, 조구등 3g, 천궁 3g, 시호 2g, 감초 1.5g

5.13. 소청룡탕
· 방약합편
· 마황 6g, 작약 6g, 오미자 6g, 반하 6g, 건강 4g, 계지 4g, 세신 4g, 감초 4g

5.14. 마행감석탕
· 감초 2g, 마황4g, 석고10g, 행인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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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신비탕
· 동의보감
· 귤홍8g, 목향 2g, 반하 4g, 상백피 8g, 인삼 4g, 자소엽8g, 적복령 4g,

6. 성장부진/성장장애
6.1. 가미이공산 탕제
· 청강의감
· 백출(초) 6g, 귤피 4g, 후박 4g, 백복령 4g, 생강 3g, 사인 2.8g, 인삼 2.8g, 오
매 2g, 대조 2g

6.2. 귀룡탕(歸龍湯) 탕제.
· 청강의감
· 녹용 8g, 당귀(신) 4g, 백복령 4g, 귤피 4g, 생강 3g, 대조 2g

6.3. 향사육군자탕 탕제.
· 동의보감
· 향부자 4g, 백출 4g, 백복령 4g, 반하 4g, 진피 4g, 백두구 4g, 후박 4g, 사인
2g, 인삼 2g, 목향 2g, 익지인 2g, 감초 2g, 생강 3g, 대조 2g

6.4. 소건중탕 탕제.
· 동의보감
· 백작약 20g, 육계 12g, 감초 4g, 이당 40g, 생강 6g, 대조 8g

6.5. 삼출건비탕 탕제.
· 동의보감
· 백복령 4g, 백출 4g, 산사육 4g, 인삼 4g, 진피 4g, 후박 4g, 백작약 3.2g, 지실
3.2g, 감초

2g, 맥아

2g, 신국

2g, 사인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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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독성 유발 사례 보고 처방
7.1. 시령탕 탕제
· 방약합편
· 시호 6.4g, 택사 5.4g, 백출 3g, 저령 3g, 적복령 3g, 반하 2.8g, 황금 2.4g, 인
삼 2.4g, 감초2.4g, 계심 1.2g, 생강 4g

7.2. 소시호탕
· 방약합편
· 시호 12g, 황금 8g, 인삼 4g, 반하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7.3. 대시호탕
· 방약합편
· 시호 16g, 황금 10g, 백작약 10g, 대황 8g, 지실 6g, 반하 4g

7.4. 청혈강기탕
· 동의수세보원
· 갈근 8g, 황금 4g, 고본 4g, 연자육 4g, 산약 4g, 나복자 2g, 길경 2g, 승마
2g,백지 2g, 대황 2g, 천문동 2g, 맥문동 2g, 원지 2g, 석창포 2g, 산조인 2g,
용안육 2g, 백자인 1g, 감국 1g

7.5. 가미오적산 탕제223)
· 방약합편
· 창출 8g, 마황 4g, 진피 4g, 후박 3.2g, 길경 3.2g, 지각 3.2g, 당귀 3.2g, 건강
3.2g, 백작약 3.2g, 백복령 3.2g, 천궁 2.8g, 백지 2.8g, 반하 2.8g, 육계 2.8g,
감초 2.4g, 생강 4g, 총백 6g

7.6. 육미지황환/탕
· 환제 : 숙지황 320g, 산약 160g, 산수유 160g, 백복령 120g, 목단피 120g, 택
사 120g
· 탕제224) - 숙지황 16g, 산약 8g, 산수유 8g, 백복령 6g, 목단피 6g, 택사 6g

223) 참고문헌에는 가미오적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 처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적산에 대한
처방 내용을 기재함
224) 박영철, 김종봉, 국윤범, 이선동. 육미지황탕(환)의 약리와 독성에 대한 문헌고찰.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2012;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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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기 한약 치료
8.1. 맥문동탕 탕제 혹은 비급여과립제제
· 탕제 -

갱미 16g, 맥문동 12g, 반하 8g, 인삼 4g, 대조 6g, 감초 2g, 동의보

감, 원출전 금궤요략
· 비급여과립제제 - 맥문동 10g, 반하 갱미 각 5g, 대추 3g, 감초 인삼 각 2g, 금
궤요략

8.2. 쌍화탕 탕제
· 동의보감
· 백작약 10g, 숙지황 4g, 황기 4g, 당귀 4g, 천궁 4g, 계피 3g, 감초 3g, 대조
감초 4g

8.3. 보중익기탕 탕제, 보험 급여제제
· 황기 6g, 인삼 백출 감초 각 4g, 당귀 진피 각 2g, 승마 시호 각 1.2g,

8.4. 도씨보중익기탕 탕제
· 방약합편
· 인삼 2.8g, 생지황 2.8g, 황기 2.8g, 당귀 2.8g, 천궁 2.8g, 시호 2.8g, 진피
2.8g, 강활 2.8g, 백출 2.8g, 방풍, 세신 2g, 감초 2g, 총백 4g, 생강 4g, 대조
4g

8.5. 옥병풍산 탕제
· 방약합편
· 백출 10g, 방풍 4.8g, 황기 4.8g

8.6. 보폐양영전 탕제
· 청강의감
· 감초 20g, 귤피 4g, 길경 4g, 당귀 4g, 대조 2개, 맥문동 4g, 백복령 4g, 백작
약 6g, 사삼 6g, 생강 3 조각, 생건지황 6 g, 오미자 3g, 패모 4g, 행인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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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드러기
9.1. 방풍통성산 탕제, 비보험 과립제제
· 방약합편
· 활석 6.8g, 감초 4.8g, 석고 2.8g, 황금 2.8g, 길경 2.8g, 방풍 1.8g, 천궁 1.8g,
당귀 1.8g, 적작약 1.8g, 대황 1.8g, 마황 1.8g, 박하 1.8g, 연교 1.8g, 망초
1.8g, 형개 1.4g, 백출 1.4g, 치자 1.4g, 생강 5g

9.2. 가미보화탕225)
· 방약합편
· 보화탕 - 탕제, 귤피 6g, 나복자 맥아 산사육 향부자 후박 각 4g, 감초 연교
각 2g, 방약합편.

9.3. 가미곽정탕226)
· 방약합편
· 곽향정기산 - 탕제,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4g, 대복피 4g, 백복령 4g, 후박
4g, 백출 4g, 진피 4g, 반하제 4g, 길경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9.4. 가미청기산227)
· 방약합편
· 청기산 - 탕제, 인삼 4g, 시호 4g, 전호 4g, 강활 4g, 독활 4g, 지각 4g, 길경
4g, 천궁 4g, 적복령 4g, 감초 4g, 천마 4g, 박하 4g, 선퇴 4g, 생강 4g

9.5. 인진오령산
· 방약합편
· 택사 10g, 적복령 6g, 백출 6g, 저령 6g, 육계 2g, 인진호 30g

9.6. 월비가출탕
· 동의처방집
· 석고 8g, 마황 6g, 창출 3g, 감초 2g, 건강 1.2g, 대조 3개

225) 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 처방 내역이 없어 보화탕을 기재
226) 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 처방 내역이 없어 곽향정기산을 기재
227) 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 처방 내역이 없어 청기산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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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형개연교탕
· 방약합편
· 형개 2.8g, 연교 2.8g, 방풍 2.8g, 당귀 2.8g, 천궁 2.8g, 백작약 2.8g, 시호
2.8g, 지각 2.8g, 황금 2.8g, 치자 2.8g, 백지 2.8g, 길경 2.8g, 감초 2g

9.8. 통도산
· 동의보감
· 대황 8g, 당귀 4g, 도인 4g, 소목 4g, 홍화 4g, 감초 2g, 목통 2g, 지각 2g, 진
피 2g, 후박 2g

9.9. 소풍산
· 방약합편
· 형개 4g, 감초 4g, 인삼 2g, 백복령 2g, 백강잠 2g, 천궁 2g, 방풍 2g, 곽향
2g, 선퇴 2g, 강활 2g, 진피 1.2g, 후박 1.2g

10. 설사
10.1. 오령산
· 방약합편
· 택사 10g, 적복령 6g, 백출 6g, 저령 6g, 육계 2g

10.2. 위령탕
· 방약합편
· 창출 후박 진피 저령 택사 백출 적복령 백작약 각 4g, 육계 감초 각 2g, 생강
대조 각 4g,

10.3. 반하사심탕
· 동의보감
· 반하(법제) 8g, 감초 6g, 인삼 6g, 황금 6g, 건강 4g, 황련 2g, 생강 4g, 대조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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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황금탕
· 방약합편
· 황금 12g, 백작약 8g, 감초 2g, 대조 4g

10.5. 곽향정기산 탕제
· 방약합편
·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2g, 대복피 2g, 백복령 2g, 후박 2g, 백출 2g, 진피
2g, 반하제 2g, 길경 2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10.6. 삼령백출산
· 방약합편
· 인삼 12g, 백출 12g, 백복령 12g, 산약 12g, 감초(자) 12g, 의이인 6g, 연자육
6g, 길경 6g, 사인 6g, 백편두 6g

10.7. 육군자탕
· 방약합편
· 반하 6g 백출 6g, 진피 4g, 백복령 4g, 인삼 4g, 감초(자) 4g, 생강 4g, 대추
4g

10.8. 이중탕
· 상한론
· 인삼 3g, 감초 3g, 백출 3g, 건강 3g

10.9. 진무탕
· 상한론
· 복령 5g, 작약 3g, 생강 3g, 백출 3g, 부자 1g

10.10. 계비탕
· 만병회춘
· 백출 4g, 복령 4g, 인삼 3g, 연육 3g, 산약 3g, 산사자 2g, 진피 2g, 택사 2g,
감초 1g

10.11. 반하사심탕
· 금궤요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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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 5g, 황금 2.5g, 건강 2.5g, 인삼 2.5g, 감초 2.5g, 대조 2.5g, 황련 1g

10.12. 곽향정기산
· 방약합편
·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4g, 대복피 4g, 백복령 4g, 후박 4g, 백출 4g, 진피
4g, 반하제 4g, 길경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11. 구토
11.1. 오령산
· 방약합편
· 택사 10g, 적복령 6g, 백출 6g, 저령 6g, 육계 2g

11.2. 이진탕
· 동의보감
· 반하 8g, 복령 4g, 진피 4g, 감초 2g, 생강 3편

11.3. 소반하가복령탕
· 금궤요략
· 반하 6g, 생강 6g, 복령 5g

11.4. 반하사심탕
· 금궤요략
· 반하 5g, 황금 2.5g, 건강 2.5g, 인삼 2.5g, 감초 2.5g, 대조 2.5g, 황련 1g

11.5. 시령탕
· 방약합편
· 시호 6.4g, 택사 5.4g, 백출 3g, 저령 3g, 적복령 3g, 반하 2.8g, 황금 2.4g, 인
삼 2.4g, 감초 2.4g, 계심 1.2g, 생강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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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화음
· 동의보감
· 감초 2g, 곽향 2g, 백복령 4g, 백출4g, 신국 4g, 인삼 4g, 진창미 15g, 진피
2g, 축사 2g

11.7. 미후등식장탕
· 동의수세보원
· 미후도 16g, 목과 8g, 포도근 8g, 노근 4g, 앵도 4g, 오가피 4g, 송화 4g, 저두
강 2g

12. 변비
12.1. 소건중탕(小建中湯)탕제
· 상한론
· 교이 20g, 작약 6g, 계지 4g, 생강 4g, 대조 4g, 감초 2g

12.2. 대건중탕
· 금궤요략
· 교이 20g, 건강 4g, 인삼 3g, 촉초 2g

12.3. 대시호탕
· 상한론
· 시호 6g, 반하 4g, 생강 4g, 황금 3g, 작약 3g, 대조 3g, 지실 2g, 대황 1g

12.4. 방풍통성산
· 동의보감
· 활석 6.8g, 감초 4.8g, 석고 2.8g, 황금 2.8g, 길경 2.8g, 방풍 1.8g, 천궁 1.8g,
당귀 1.8g, 적작약 1.8g, 대황 1.8g, 마황 1.8g, 박하 1.8g, 연교 1.8g, 망초
1.8g, 형개 1.4g, 백출 1.4g, 치자 1.4g, 생강(生薑)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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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황감초탕
· 금궤요략
· 대황 4g, 감초 2g

12.6. 윤장탕
· 만병회춘
· 당귀 3g, 숙지황 3g, 건지황 3g, 아마인 2g, 도인 2g, 행인 2g, 지각 2g, 후박
2g, 황금 2g, 대황 2g, 감초 1.5g

13. 알레르기 비염
13.1. 소청룡탕
· 방약합편
· 마황 6g, 작약 6g, 오미자 6g, 반하 6g, 건강 4g, 계지 4g, 세신 4g, 감초 4g

13.2. 마황부자세신탕
· 상한론
· 마황 4g, 세신 3g, 부자 1g,

13.3. 갈근탕가천궁신이
· 상한론
· 갈근 8g, 마황4g, 생강4g, 대조 4g 계지 3g 작약 3g 천궁 3g 신이 3g, 계지 2g

13.4. 월비가출탕
· 금궤요략
· 석고 8g, 마황 6g, 출 4g, 생강 3g, 대조 3g, 감초 2g

13.5. 형개연교탕
· 방약합편
· 형개 2.8g, 연교 2.8g, 방풍 2.8g, 당귀 2.8g, 천궁 2.8g, 백작약 2.8g, 시호
2.8g, 지각 2.8g, 황금 2.8g, 치자 2.8g, 백지 2.8g, 길경 2.8g, 감초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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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뇌전증
14.1. 시호계지탕
· 상한론
· 시호 5g, 반하 4g, 계지 2.5g, 황금 2g, 인삼 2g, 작약 2g, 생강 2g, 대조 2g,
감초 1.5g

14.2. 시호가용골모려탕
· 상한론
· 시호 5g, 반하 4g, 복령 3g, 계지 3g, 황금 2.5g, 대조 2.5g, 생강 2.5g, 인삼
2.5g, 용골 2.5g, 모려 2.5g, 대황 1g

14.3. 억간산
· 보영촬요
· 백출 4g, 복령 4g, 당귀 3g, 조구등 3g, 천궁 3g, 시호 2g, 감초 1.5g

14.4. 감맥대조탕
· 금궤요략
· 소맥 20g, 대조 5g, 감초 4g

14.5. 대시호탕
· 상한론
· 시호 6g, 반하 4g, 생강 4g, 황금 3g, 작약 3g, 대조 3g, 지실 2g, 대황 1g

14.6. 귀비온담탕
· 경험방
· 반하 복령 각 6g,,, 인삼 출 복령 산조인 용안육 각 3g,,, 진피 2.5g,, 황기 당귀
생강 죽여 각 2g,,, 원지 대조 각 1.5g,, 감초 목향 지실 각 1g

14.7. 곽향정기산
· 방약합편
·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4g, 대복피 4g, 백복령 4g, 후박 4g, 백출 4g, 진피
4g, 반하제 4g, 길경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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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성경련
15.1. 선방패독탕(柴胡桂枝湯)탕제
· 경험방
· 금은화 10g,, 연교 4g, 괄루근 4g, 시호 4g, 조각자 3g, 생강 3g, 현삼 2g, 백지
2g, 형개 2g, 방풍 2g, 전호 2g, 강활 2g, 독활 2g, 지각 2g, 길경 2g, 천궁
2g, 감초 2g, 절패모 2g, 적복령 2g,, 박하 1g

15.2. 곽향정기산
· 방약합편
· 곽향 6g, 자소엽 4g, 백지 4g, 대복피 4g, 백복령 4g, 후박 4g, 백출 4g, 진피
4g, 반하제 4g, 길경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15.3. 포룡환(抱龍丸)환제
· 방약합편
· 우담남성 40g, 천축황 20g, 석웅황 10g, 주사(수비) 10g, 사향 4g

16. 야제
16.1. 억간산
· 보영촬요
· 백출 4g, 복령 4g, 당귀 3g, 조구등 3g, 천궁 3g, 시호 2g, 감초 1.5g

16.2. 귀비탕
· 동의보감
· 당귀 4g, 용안육 4g, 산조인 4g, 원지 4g, 인삼 4g, 황기 4g, 백출 4g, 복신
4g, 목향 2g, 감초 1.2g, 생강 5편, 대조 2개

16.3. 감맥대조탕
· 금궤요략
· 소맥 20g, 대조 5g, 감초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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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계지가용골모려탕
· 상한론
· 계지 6g, 백복신 6g, 대조 6g, 생강 6g, 용골 6g, 모려 6g, 감초 4g

16.5. 시호계지탕
· 상한론
· 시호 5g, 반하 4g, 계지 2.5g, 황금 2g, 인삼 2g, 작약 2g, 생강 2g, 대조 2g,
감초 1.5g

16.6. 시호가용골모려탕
· 상한론
· 시호 5g, 반하 4g, 복령 3g, 계지 3g, 황금 2.5g, 대조 2.5g, 생강 2.5g, 인삼
2.5g, 용골 2.5g, 모려 2.5g, 대황 1g

16.7. 황련해독탕
· 방약합편
· 치자 5g, 황금 5g, 황련 5g, 황백 5g

16.8. 육신산
· 동의보감
· 백복령 8g, 백편두초 8g, 백출 4g, 산약 4g, 인삼 4g, 감초 3g

16.9. 도적산
· 동의보감
· 감초 2g, 맥문동 2g, 목통 2g, 반하 2g, 복신 2g, 생지황 2g, 적작약 2g, 지골
피 2g, 황금 2g, 황련 2g

16.10. 인숙산
· 방약합편
· 백자인 4g, 숙지황 4g, 인삼 3g, 지각 3g, 오미자 3g, 계심 3g, 산수유 3g, 감
국화 3g, 복신 3g, 구기자 3g

- 145 -

16.11. 포룡환
· 방약합편
· 우담남성 40g, 천축황 20g, 석웅황 10g, 주사(수비) 10g, 사향 4g

17. 다한증
17.1. 옥병풍산
· 방약합편
· 백출 10g, 방풍 5g, 황기 5g

17.2. 계지가부자탕
· 상한론
· 계지 4g, 작약 4g, 대조 4g, 생강 4g, 감초 2g, 부자 1g

17.3. 백호탕
· 상한론
· 석고 15g, 갱미 8g, 지모 5g, 감초 2g

17.4. 조위승기탕
· 상한론
· 대황 2g, 망초 1g, 감초 1g

17.5. 산조인탕
· 금궤요략
· 산조인 5g, 복령 5g, 지모 3g, 천궁 3g, 감초 1g

17.6. 당귀육황탕
· 방약합편
· 황기 8g, 생지황 4g, 숙지황 4g, 당귀 4g, 황련 2.8g, 황백 2.8g, 황금 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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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이감탕
· 동의보감
· 생감초 자감초 오매 오미자 등분

17.8. 대시호탕
· 상한론
· 시호 6g, 반하 4g, 생강 4g, 황금 3g, 작약 3g, 대조 3g, 지실 2g, 대황 1g

17.9. 팔물탕
· 방약합편
· 인삼 4.8g, 백출 4.8g, 백복령 4.8g, 감초 4.8g, 숙지황 4.8g, 백작약 4.8g, 천궁
4.8g, 당귀 4.8g

17.10. 팔미지황환
· 금궤요략
· 지황 5g, 산수유 3g, 산약 3g, 택사 3g, 복령 3g, 목단피 3g, 육계 1g, 부자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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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 임신 중 한약 투여
1.1. 궁소산
· 동의보감
· 감초 1.25g, 건갈 2g, 맥문동 4g, 백작약 3g, 백출3g, 자소엽 2.5g, 전호 4g, 진
피 3g, 천궁 3g, 황금 4g,

1.2. 소시호탕
· 방약합편
· 시호 12g, 황금 8g, 인삼 4g, 반하 4g, 감초 2g, 생강 4g, 대조 4g

1.3. 삼소음
· 동의보감
· 감초 3g, 건갈 4g, 길경 3g, 반하 4g, 인삼 4g, 자소엽 4g, 적복령 4g, 전호
4g, 지각 3g, 진피 3g

1.4. 이진탕
· 동의보감
· 반하 8g, 복령 4g, 진피 4g, 감초 2g, 생강 3편

1.5. 보생탕
· 동의보감
· 감초 4g, 귤홍 8g, 백출 8g, 오약 8g, 인삼 4g, 향부자 8g

1.6. 귤령보생탕
· 청강의감
· 감초 2g, 곽향 3g, 귤홍 10g,백복령 4g, 백출4g, 사인 4g, 생강 5편, 오매 1 개,
조금 3g, 초두구 3g, 향부자 4g

1.7. 소청룡탕
· 방약합편
· 마황 6g, 작약 6g, 오미자 6g, 반하 6g, 건강 4g, 계지 4g, 세신 4g, 감초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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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개연교탕
· 방약합편
· 형개 2.8g, 연교 2.8g, 방풍 2.8g, 당귀 2.8g, 천궁 2.8g, 백작약 2.8g, 시호
2.8g, 지각 2.8g, 황금 2.8g, 치자 2.8g, 백지 2.8g, 길경 2.8g, 감초 2g

1.9. 십전대보탕
· 동의보감
· 감초 4g, 당귀 4g, 백복령 4g, 백작약 4g, 백출4g, 숙지황 4g, 육계 4g, 인삼
4g, 천궁 4g, 황기 4g

1.10. 당귀음자
· 동의보감
· 감초 3g, 당귀 4.5g, 방풍 4.5g, 백질려 4.5g, 생지황 4.5g, 적작약 4.5g, 천궁
4.5g, 하수오 3g, 형개 4.5g, 황기 3g, 천궁 4g, 황기 4g

1.11. 소풍산
· 동의보감
· 형개 4g, 감초 4g, 인삼 2g, 복령 2g,

백강잠 2g, 천궁 2g, 방풍 2g, 곽향 2g,

선퇴(선각) 2g, 강활 2g, 진피 1.2g, 후박 1.2g

2. 모유수유 중 한약 투여
2.1. 보허탕
· 동의보감
· 인삼

6g, 백출 6g, 당귀 4g, 천궁 4g, 황기 4g, 진피 4g, 감초 2.8g, 생강 3편

2.2. 생화탕
· 부청주여과
· 당귀 20~30g, 천궁 4~8g, 도인 4g, 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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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건강 2g

2.3. 궁귀조혈음
· 동의보감
· 당귀

3g, 천궁 3g, 백출 3g, 백복령 3g, 숙지황 3g, 진피 3g, 향부자 3g, 오약

3g, 건강 3g, 익모초 3g, 목단피 3g, 감초 3g, 생강 5편, 대추 2개

3. 기타
3.1. 태산반석산
· 방약합편
· 나미(糯米)4g, 당귀 4g, 백작약 3g, 백출8g, 사인 2g, 속단 4g, 숙지황 3g, 인삼
4g, 감초 2g, 천궁 3g, 황금 4g, 황기 4g

3.2. 안전이천탕
· 방약합편
· 구기자 4g, 두충 6g 백출 20g, 백편두 4g, 산수유 10g, 산약 10g, 숙지황 20g,
인삼 20g, 감초 2g

3.3. 온경탕
· 동의보감
· 감초 3g, 당귀 6g, 맥문동 8g, 목단피 4g, 반하 4g, 백작약 4g, 오수유 )2g, 육
계 2g, 인삼 4g, 천궁 4g, 아교주 3g

3.4. 오자연종환
· 동의보감
· 구기자 340g, 복분자 188g, 오미자 40g, 차전자 112.5g, 토사자 26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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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모니터링
다음은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양약들을 택하여 간단한 약리 정보 및
모니터링해야 할 이상반응을 수록하였다. 내원한 신생아 및 영유아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치료와 약물 투약시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1. 드러그인포 https://www.drug,info.co.kr/
2. 소아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3. Thomas W. Hale, Thomas W. Hale, Medications & Mothers’ Mil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7

성분명

효능

약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Acetaminophen은 phenacetin 및 acetanilid의
주 활성대사체로서 항염작용은 매우 약한 해열
진통제이다.
·말초적으로 통증 자극 발생을 차단하며, 시상
하부의 온도조절중추를 억제함으로써 해열효과
를 나타낸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Acetaminophen

진통

·단백결합 : 20-50%
·상용량에서 : 간에서 sulfate와 g,lucuronide
포합체로 대사되며, 소량은 microsomal mixed
function oxidases에 의해 반응성이 매우 높은
중간대사체(acetylimidoquinone)로 대사된 후
g,lutathione 포합으로 비활성화된다.
·중독량에서 (4g,을 단 복용한 정도까지도 포
함된다) : g,lutathione 포합이 점점 불충분하
게 되어 acetylimidoquinone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것이 간세포 괴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생아 반감기 : 2-5 시간
◦성인 정상 신기능일 때 반감기 : 1-3 시간
◾말기 신질환자의 반감기 : 1-3 시간
·최대혈중농도 도달시간 : 경구 상용량 복용시
10-60분, 급성 중독량 복용시 지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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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복통,
간독성

다.

알부테롤

기관지천식

Albuterol

, 진해거담

β2-selective adrenerg,ic ag,ent
·최고효과 발현시간은 경구 : 2-3시간, 분무/
경구 흡입 : 0.5-2시간 이내
·작용지속시간은 경구 : 4-6시간, 분무/경구
흡입 : 3-4시간
·대사 : 간에서 비활성 sulfate로 대사
·반감기 :흡입 3.8시간, 경구 3.7-5시간
·소실 : 미변화체로 30% 신배설

보챔, 불면,
부정맥,
체중감소,
떨림

세균이 분열되는 동안 세균의 세포벽 합성 후
반 단계를 방해해서 세포벽을 파괴함으로서 감
수성이 있는 균에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흡수 : 경구 : 빠르고 거의 완저히 흡수된다.
음식물은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포 : 뇌척수액과 혈액간의 농도비 : ◦ 정상
뇌막 : 1% 이하
◦ 염증성 뇌막 : 8-90%
아목시실린
Amoxicillin

항생제

·단백결합 : 17-20%
·대사 : 부분적
·반감기 :
◦
신생아 : 3.7시간
◦
영아 및 소아 : 1-2 시간
◦
정상 성인 : 0.7-1.4 시간
◦
중증 신질환자 : 7-21 시간

구토, 설사,
발진

·혈중최고농도 도달시간 : 경구 : 2시간 (캅셀
제), 1시간 (현탁액)
·소실 : 신배설 (80%가 미대사체로)
세균이 분열되는 동안 세균의 세포벽 합성 후
반 단계를 방해해서 세포벽을 파괴함으로서 감
수성이 있는 균에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암피실린
Ampicillin

항생제

·생체내이용률 : 경구 : 50%
·단백결합 : 15-25%
·반감기 :
- 신생아 : 2-7일 : 4시간
8-14일 : 2.8시간
15-30일 : 1.7시간
- 소아 및 성인 : 1-1.8 시간
- 무뇨증/말기 신질환 : 7-20 시간
·혈중최고농도 도달 : 경구 1-2 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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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발진

·소실 : 24시간 이내에 90%까지 미변화체로
신배설된다.
대장 내에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를 억제
하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설사작용을 나타
냄.
비사코딜
Bisacodyl

카바마제핀
Carbamazepine

하제

항전간제

설사, 복통,
·작용발현시간 : 경구 : 6-12 시간, 좌제 :
15-60 분
·흡수 : 경구, 좌제 : 5% 이하 흡수
·소실 : 변으로 배설되며 뇨배설은 미미함

항문 작열감

Na+ 통로의 차단으로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
고 cortical discharg,e를 억제한다.

늘어짐, 보챔,

· 반감기 :18-54시간
· 단백결합도 74%
· 혈중 최고 농도 도달시간 : 4-5시간

걷지 못함,
식이 거부,
체중 변화,
간독성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파드록실
Cefadroxil

항생제

·흡수 : 경구 투여시 위장관계로부터 신속
하게, 잘 흡수된다.
·분포 : 태반 통과, 유즙 분비
- 분포용적 : 0.31 L/kg,
·단백결합 : 20%
·반감기 : 1-2 시간 ◦ 신부전 : 20-24 시
간
·혈중최고농도 도달시간 : 70-90분 이내
·소실 : 8시간 이내에 투여량의 90% 이상
이 미변화체로 신배설

구토, 설사,
발진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픽심
Cefixime

항생제

·흡수 : 경구 : 서서히 흡수된다.
·생체내이용율 : 40-50%
·분포
- 분포용적 : 0.6-1.1 L/kg,
- 담즙에 고농도로 분포한다.

구토, 설사,
발진

·단백결합 : 50-65%
·반감기 : 3-4 시간
·혈중최고농도 도달시간
- 경구 : 2-6 시간 (용량의존적)
·소실 : 주로 미변화체로서 요(50%) 및 담
즙(5%)을 통해 배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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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로 여러 가지
penicillin-결합단백(pbps)에 결합하여 세균
세포벽의
peptidog,lycan합성의
마지막
transpeptidation 단계를 억제함으로써 세균
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함.

세푸록심
Cefuroxime

세트리진
Cetirizine

항생제

항히스타민

·흡수 : 식직후 또는 음식물과 함께 투여시 흡
수율이 증가한다.
·생체내이용율 : 경구 투여시 37-52%
·분포 :
- 체내에 널리 분포한다.
- 태반 통과, 유즙 분비
·단백결합 : 33-50%
·반감기 :
- 신생아 : ◾생후 3일 이하 : 5.1-5.8 시간
◾6-14 일 : 2-4.2 시간
◾3-4 주 : 1-1.5 시간
- 성인 : 1-2 시간 (신장애시 연장된다.)
·혈중최고농도: 근육주사시 : 15-60분 이내
정맥주사 : 2-3분
·소실 : 66-100%가 미변화체로 사구체여과 및
세뇨관 분비를 통해 신배설된다

구토, 설사,
발진

H1 receptor blocker

진정, 입마름,

· 반감기 :８시간

식이변화,

· 단백결합도 :93%

피로, 졸음

H2 차단제 (H2 Receptor Blockers)

시메티딘

소화성궤양

Cimetidine

제

Cytochrome P450 11A1 (CYP11A1)
Cytochrome P450 1A2 (CYP1A2)
Cytochrome P450 2D6 (CYP2D6)

소아에
비교적 안전

단백결합도 15-20%
반감기 2시간
흡수 60-70%

코데인
Codein

마약성
진통,
진해제

·작용발현시간
- 경구 : 0.5-1 시간
- 근육주사 : 10-30 분
·최대효과 발현시간
- 경구 : 1-1.5 시간
- 근육주사 : 0.5-1 시간
·작용지속시간 : 4-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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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무호흡,
부정맥,
청색증, 변비,
성장지체

·흡수 : 경구 : 적절히 흡수됨.
·분포 : 태반 통과, 유즙 분포
·단백결합 : 7%
·대사 : 간에서 morphine(활성형)으로 대사
·반감기 : 2.5-3.5 시간
·소실 : 3-16%가 미변화체, norcodeine, 유
리형 및 포합형 morphine으로서 뇨를 통해
배설됨.
1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면역억제제로,
이종이식 거부반응, 지연형 과민반응, 알러
지성 뇌수초염, 등의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을 억제하며 일부 체액성 면역도 억제한다.

싸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

면역억제제

· 작용기전은 g,0, g,1기의 면역적격성 림프
구를 특이적이고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면역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토, 설사,
간독성

· T-림프구가 우세하게 억제된다. T-helper
cell이 주 작용부위이나 T-suppressor cell도
억제된다. Lymphokine 생성을 억제하고
interleukin-2 또는 T-세포 성장인자(TCg,F)
의 분비를 억제한다.
에리쓰로마이신
Erythromycin

마크로라이

마클로라이드 항생제

유문협착,

드계

· 단백결합도 :９０％

구토, 설사,

항생제

· 반감기 : 1.5시간

발진

파모티딘

소화성궤양

Famotidine

치료제

H2-receptor antag,onist
·작용발현시간 : 경구 : 1시간 이내
·작용지속시간 : 10-12 시간
·생체내이용률 : 경구 : 40-50%
·단백결합 : 15-20%

신경병성
가바펜틴

통증

gabapentin

치료제

소아에서
비교적 안전

진정, 보챔,
· 반감기: 5-7시간
· 혈중최고 농도 도달시간 :１-3시간
· 단백결합도 <3%

항전간제

걷지 못함,
식이 거부,
구토, 떨림

이부프로펜

해열진통소

Ibuprofen

염제

· 반감기 : 1.8-2.5시간
· 혈중 최고 농도 도달시간 : 1-2시간
· 경구투여시 생체이용률 : 80% 이상

로페라마이드

지사제

·작용발현시간 : 경구 : 1-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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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설사

졸음, 입마름,

·작용지속시간 : 4 시간
·흡수 : 경구 : 40 %
·단백결합 :97 %
·대사 : 간에서 미활성 대사체로 대사
(g,lucuronide)
·반감기 : 7-15 시간
·혈중최고농도 도달시간 : 5 시간
·소실 : 미변화체(30-40 %)로 뇨 및 변으로
배설

Loperamide

메토트렉세이트

항악성종양

Methotrexate

제

프레드니솔론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제제

· 반감기 : 8-15시간
· 단백결합도 : 50%
· 혈중 최고 농도 도달시간 : 경구시 1-2시
간
polymorphonuclear leukocytes를 억제하고,
증가된 모세혈관 투과성을 감소시켜 염증 반
응을 감소시킨다. 임파계의 활성 및 용적을
감소시켜 면역반응을 억제시킨다.
Cytochrome P450 3A4 (CYP3A4)
반감기 :2-3 hours
단백결합도 매우 높음(90% 이상)

구토, 변비

구토, 설사,
간독성,
신장기능이상,
빈혈

성장지체,
식이이상,
체중감소

진정, 호흡수
프레가발린
Pregabalin

항전간제

· 반감기 : 6시간
· 경구흡수 : 90%
· 혈중 최고농도 도달시간 : 1.5시간

저하, 무호흡,
변비, 걷지
못함, 식이
거부

클로로페니라민
Chlorophenirami
ne

항히스타민
제

·
·
·
·

반감기 : 12-43시간
단백결합도 : 70%
혈중 최고농도 도달시간 : 2-6시간
경구흡수 ; 25-45%

·
·
·
·

반감기 : 6-24시간
단백결합도 : 89%
혈중 최고농도 도달시간 : 4-12시간
경구흡수 ; 70-100%

졸음. 진정,
식이거부
진정, 보챔,

페니토인
Phenytoin

항경련제

걷지 못함,
식이거부,
체중 감소,
간독성

슈도에페드린

비염&콧

Pseudoephedrin

물약,

e

진해거담제

말초혈관수축, 기관지확장, 항알러지 작용을
통하여 바이러스와 알러르기 원인물질에 의
한 비강내 자극을 제거시키며 비강의 충혈을
제거함.

보챔,
수면이상,
식이거부,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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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_1_Metabolizing,_Enzyme:Monoamine
oxidase type A (MAO-A)
반감기 9-16시간
평활근, 분비선, 중추신경계의 부교감신경
부위에서 acetylcholine의 작용을 차단한다.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분비물을 감소시키며
histamine, serotonin을 길항한다.

스코폴라민

멀미약

Scopolamine

항콜린제

타크롤리무스
Tacrolimus

면역억제제

·효과발현시간
- 경구, 근육주사 : 0.5-1 시간
- 정맥주사 : 10 분
·효과지속시간
- 경구, 근육주사 : 4-6 시간
- 정맥주사 : 2 시간
·최대효과 발현시간 : 20-60 분.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3-7일이 걸릴 수
있다.
·흡수 : 모든 투여경로로 잘 흡수된다.
·단백결합 : 혈장단백과 가역적 결합
·대사 : 간대사
·소실 : 신배설
·
·
·
·

반감기 : 34.2 시간
단백결합도 99%
혈중 최고 농도 도달시간 : 1.6 시간
경구 흡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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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소

진정, 보챔,
입마름,
안구건조,
소변저류,
변비

수면이상,
구토, 설사,
체중이상

약물상호작용 참고자료
약물상호작용 참고 자료에 대한 소개
1. 한약재와 양약의 병용 지침은 주로 ‘약물상호작용’ 에 관한 비임상 및 임상
연구, 증례연구, 한약 혹은 양약의 약동력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 약물상호작용 연구는 각 약물의 CYP 450 효소에 대한 작용, 약동력학에 대
한 영향, 약물 기전, 부작용 등을 검토한다.
3. 본 자료는 [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228)] 의 약물상
호작용 권고를 소개하고 있다.
4. 한약재와 양약 약물 병용 투여에 관한 지침은 미국의 약리학자들이 만든
“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에서 최신 연구를 업데
이트 하며 제공되고 있다.
5. 현재 지침의 수준에서는 [근거수준이 A, 위험도 High, 약물상호작용 정도
Major]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근거 수준이 낮더라도 위험
도가 높고 약물상호작용 정도 가능성이 많다면 환자 처방시 병용을 금하거
나, 병용시 모니터링을 권하는 것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약물상호작용 정도가 마일드하며 위험도가 높지 않다
면 환자 처방시 주의하도록 권하고 있다.
6.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영유
아가 섭취할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 되
었다.
7. 아래 권고는 주요 한약재별로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약을 구분하여 병
용 투여시 안전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28) 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
: https://naturalmedicines.therapeutic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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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호작용에 관한 권고 등급 소개
1. 약물상호작용 수준 (Interaction Rating,) : Major / Moderate / Minor
- Major : 약물상호작용이 강하므로 병용투여를 금한다. 병용 하는 것을 강
하게 권하지 않는다. 병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Moderate : 약물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피하거나 주의한다. 병
용 투여시 환자에게 약물상호작용이나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
도록 한다.
- Minor :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병용 투여시 가능성이 있
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조언한다.
2. 임상에서 약물상호작용 발생 가능성: Likely / Probable / Possible /
Unlikely
- Likely : 임상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약물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 Probable : 임상연구와 인간 대상 약동학 연구에서 약물상호작용이 유의
한 비율로 나타나는 경우
- Possible : 임상연구 및 동물·인간대상 약동학 연구에서 약물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경우
- Unlikely : 임상연구와 동물·인간대상 약동학 연구에서 약물상호작용이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
3. 위험도 (Severity) : Hig,h / Moderate / Mild / Insig,nificant
- High : 생명에 위협 혹은 심각한 손상가능성
- Moderate : 보통 수준의 손상 혹은 유의한 부작용 발생
- Mild : 약간의 손상 혹은 약간의 부작용 발생
- Insig,nificant : 약물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4. 근거 수준
- Level A : 연구디자인의 질이 높은 임상연구
- Level B : 연구디자인의 질이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임상연구
- Level C : 전문가 합의
- Level D : 동물 혹은 비트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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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근 (kudzu)
1.1. METHOTREXATE (MTX, Rheumatrex)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전임상 연구에서 갈근 추출물은 메토트렉세이트의 제거율을 감소시키고, 독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갈근은 약물 수송체 (organic anion transporters
(OATs)를 저해

하여 음이온의 간담도 및 신장 배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한다. 메토트렉세이트와 NSAID의 상호작용과 비슷하다229).

1.2. HEPATOTOXIC DRUG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갈근은 간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30). 이론
적으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과 병용 투여 하게 되면 간손상 위험도가 증
가할 수 있다.

2. 감초
2.1. Corticosteroid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229) Chiang HM, Fang SH, Wen KC, et al. Life-threatening interaction between the root
extract of Pueraria lobata and methotrexate in rats. Toxicol Appl Pharmacol
2005;209:263-8.
230) Kim HJ, Kim H, Ahn JH, Suk JH. Liver injury induced by herbal extracts containing
mistletoe and kudzu. J Altern Complement Med 2015;2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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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와 하이드로코티손과 같은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병용하면 스테로이드의
약효가 증가되고,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231)232). 감초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병용하면 칼륨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오남용 과용 하면 저
칼륨혈증 위험이 있다233)

2.2. CYTOCHROME P450 2B6 (CYP2B6)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감초는 in vitro 실험에서 CYP2B6 효소 대사를 저해
이론적으로

한다고 보고되어있다234).

CYP2B6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인간 임상에서는 보고된 적은 없다.

2.3. CYTOCHROME P450 2C9 (CYP2C9)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감초의 CYP2C9 효소에 대한 작용은 논란이 있다. In vitro 실험에서 licorice는
CYP2C9 효소의 대사를 저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235) 그러나 동물실험모델에서는
오히려 CYP2C9 대사의 유도체(inducer)로 작용하기도 하였다236).

231) Chen, M. F., Shimada, F., Kato, H., Yano, S., and Kanaoka, M.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glycyrrhizin on the pharmacokinetics of prednisolone. Endocrinol
Jpn 1991;38(2):167-174.
232) Fugh-Berman, A. Herb-drug interactions. Lancet 2000;355(9198):134-138.
233) Yoshida S, Takayama Y. Licorice-induced hypokalemia as a treatable cause of
dropped head syndrome. Clin Neurol Neurosurg 2003;105:286-7..
234) Kent UM, Aviram M, Rosenblat M, Hollenberg PF. The licorice root derived
isoflavan glabridin inhibits the activities of human cytochrome P450S 3A4, 2B6, and
2C9. Drug Metab Dispos 2002;30:709-15
235) Kent UM, Aviram M, Rosenblat M, Hollenberg PF. The licorice root derived
isoflavan glabridin inhibits the activities of human cytochrome P450S 3A4, 2B6, and
2C9. Drug Metab Dispos 2002;30:709-15
236) Mu Y, Zhang J, Zhang S, et 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Wu Wei Zi
(Schisandra chinensis Baill) and Gan Cao (Glycyrrhiza uralensis Fisch) activate
pregnane X receptor and increase warfarin clearance in rats. J Pharmacol Exp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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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동물과 임상연구 모델에서 감초는 CYP3A4 효소 대사의 유도체 역할을 하였
다237). 그러나 비트로 모델에서는 오히려 CYP3A4를 저해하였다238). 지금까지 알
려진 것을 토대로 하면 CYP3A4 효소의 기질( substrate)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에게는 감초 투여시 주의한다.

2.5. DIGOXIN (Lanoxin)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강심제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 감초를 오남용하면 칼륨 손실로 인한 강심제 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239).

2.6. DIURETIC DRUG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뇨제 복용 중 환자가 감초를 오용하면 칼륨 소모가 증가할 수 있다240)241)242)243)
2006;316:1369-77.
237) Tu, J. H., He, Y. J., Chen, Y., Fan, L., Zhang, W., Tan, Z. R., Huang, Y. F., Guo,
D., Hu, D. L., Wang, D., and Hong-Hao Zhou. Effect of glycyrrhizin on the activity
of CYP3A enzyme in humans. Eur J Clin Pharmacol 2010;66(8):805-810.
238) Kent UM, Aviram M, Rosenblat M, Hollenberg PF. The licorice root derived
isoflavan glabridin inhibits the activities of human cytochrome P450S 3A4, 2B6, and
2C9. Drug Metab Dispos 2002;30:709-15
239) Yoshida S, Takayama Y. Licorice-induced hypokalemia as a treatable cause of
dropped head syndrome. Clin Neurol Neurosurg 2003;105: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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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뇨제 병용 투여시 칼슘 손실이 증가하면 저칼륨 혈증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어
떤 경우엔 환자들에게 칼륨 보충제를 같이 시작해야 할 수 있다.

2.7. ETHACRYNIC ACID (Edecrin)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론적으로 에타크린산은 감초의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효과를 촉진하여 코티솔을
코티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억제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부메타마이드에서는 이
러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244).

2.8. FUROSEMIDE (Lasix)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론적으로 퓨로스마이드는 감초의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효과를 촉진하여, 코티졸
을 코티존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부메타마이드에서는 이
러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245).

240) Yoshida S, Takayama Y. Licorice-induced hypokalemia as a treatable cause of
dropped head syndrome. Clin Neurol Neurosurg 2003;105:286-7.
241) Heidemann HT, Kreuzfelder E. Hypokalemic rhabdomyolysis with myoglobinuria due
to licorice ingestion and diuretic treatment. Klin Wochenschr 1983;61:303-5.
242) Hukkanen J, Ukkola O, Savolainen MJ. Effects of low-dose liquoric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hydrochlorothiazide on the plasma potassium in healthy volunteers.
Blood Press 2009;18:192-5.
243) Goultschin, J., Palmon, S., Shapira, L., Brayer, L., and Gedalia, I. Effect of
glycyrrhizin-containing toothpaste on dental plaque reduction and gingival health in
humans. A pilot study. J Clin Periodontol 1991;18(3):210-212.
244) Zhang YD, Lorenzo B, Reidenberg MM. Inhibition of 11 beta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obtained from guinea pig kidney by furosemide, naringenin and some
other compounds. J Steroid Biochem Mol Biol 1994;49:81-5.
245) Zhang YD, Lorenzo B, Reidenberg MM. Inhibition of 11 beta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obtained from guinea pig kidney by furosemide, naringenin and some
other compounds. J Steroid Biochem Mol Biol 1994;4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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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IDAZOLAM (Versed, other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인간 모델에서 감초는 미다졸람 대사에 유도체로 작용하였다246) (59808). 이것은
감초가 cytochrome P450 3A 효소 대사를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미다졸람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감초 투여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인삼
3.1. IMMUNOSUPPRESSANT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이론적으로 인삼과 면역억제제를 병용 투여하게 되면 면역억제제 치료를 저해한
다. 인삼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47).

3.2. CYTOCHROME P450 2D6 (CYP2D6)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인삼이 cytochrome P450 2D6 (CYP2D6) 효소를 대략 6% 까지 저해한다고 보고
되었다24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인삼이 CYP2D6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246) Tu, J. H., He, Y. J., Chen, Y., Fan, L., Zhang, W., Tan, Z. R., Huang, Y. F., Guo,
D., Hu, D. L., Wang, D., and Hong-Hao Zhou. Effect of glycyrrhizin on the activity
of CYP3A enzyme in humans. Eur J Clin Pharmacol 2010;66(8):805-810.
247) Shin HR, Kim JY, Yun TK, et al. The cancer-preventive potential of Panax ginseng:
a review of human and experimental evidence. Cancer Causes Control
2000;11:5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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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49). 여태까지 알려진 것을 바탕으로 CYP2D6와 대사하는 약물을 복용 중일
때 인삼과 병용 투여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3.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는 이마티닙을 대사시키는 주요 효소이다.
한 증례연구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genous leukemia)으로 이

마티닙을 복용 중이던 26세 남자환자가 간독성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400mg의 이
마티닙을 복용 중이었으며, 인삼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를 3개월간 매일 마셨는데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 남자 환자는 인삼과 병용하기 전에 7년간 이마티닙을
복용해도 아무런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 보통 이마티닙으로 인한 간독성은 이바티
닙을 복용한지 2년 이내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 간독성 발생은 인삼
과 병용 투여 하여 인삼이 이마티닙 대사 효소인 cytochrome P450 3A4
(CYP3A4)을 저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250).
그러나 미다졸람은 cytochrome P450 3A4 (CYP3A4)에 의해 대사된다. 임상연
구에 의하면 인삼은 미다졸람과 병용할 경우 미다졸람의 AUC를 44%까지 감소,
혈중 농도는 26% 감소, 최고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29% 까지 감소시켰
다251). 이는 인삼이 CYP3A4에 의해 미다졸람의 청소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CYP3A4 substrates에 해당하는 약물과 인삼을 병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인삼은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의 청소
율, 효과나 이상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48) Gurley, B. J., Gardner, S. F., Hubbard, M. A., Williams, D. K., Gentry, W. B., Cui,
Y., and Ang, C. Y. Clinical assessment of effects of botanical supplementation on
cytochrome P450 phenotypes in the elderly: St John's wort, garlic oil, Panax ginseng
and Ginkgo biloba. Drugs Aging 2005;22(6):525-539.
249) Gurley BJ, Gardner SF, Hubbard MA, et al. Cytochrome P450 phenotypic ratios for
predicting herb-drug interactions in humans. Clin Pharmacol Ther 2002;72:276-87..
250) Bilgi N, Bell K, Ananthakrishnan AN, Atallah E. Imatinib and Panax ginseng: a
potential interaction resulting in liver toxicity. Ann Pharmacother 2010;44(5):926-8.
251) Malati CY, Robertson SM, Hunt JD, Chairez C, Alfaro RM, Kovacs JA, Penzak SR.
Influence of Panax ginseng on cytochrome P450 (CYP)3A and P-glycoprotein (P-gp)
activity in healthy participants. J Clin Pharmacol 2012;52(6):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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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황
4.1. CORTICOSTEROID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대황을 과량 사용하게 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유도로 인한 칼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252).

4.2. DIGOXIN (Lanoxin)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디곡신과 병용 투여시 대황을 과량 사용하면 칼륨 소모가 발생하여 디곡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독성

있다253).

4.3. HEPATOTOXIC DRUG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대황의 탄닌 성분이 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254). 이론적으
로는 잠재적 간독성이 있는 약물과 대황을 병용 투여할 경우 간손상 위험이 증가
할 우려가 있다.

252) Blumenthal M, ed. The Complete German Commission E Monographs: Therapeutic
Guide to Herbal Medicines. Trans. S. Klein. Boston, MA: American Botanical Council,
1998.
253) Brinker F. Herb Contraindications and Drug Interactions. 2nd ed. Sandy, OR:
Eclectic Medical Publications, 1998.
254) Chung, K. T., Wong, T. Y., Wei, C. I., Huang, Y. W., and Lin, Y. Tannins and
human health: a review. Crit Rev Food Sci Nutr 1998;38(6):42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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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NEPHROTOXIC DRUG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대황을 함유한 제품 중에 신부전을 일으켰다는 증례연구도 있었다. 신장 독성 가
능성이 있는 diclofenac과 대황의 anthraquinone 성분을 병용하면 신부전을 일
으 킬 수 있다고 보인다.255) 대황의 안트라퀴논은 동물실험에서 신독성을 일으켰
다고 보고되었다256). 잠재적 신독성이 있는 약물과 대황을 병용 투여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 피하도록 환자들에게 조언한다.

4.5. STIMULANT LAXATIV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완화제와 병용 투여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생길 수 있다257).

5. 마황
5.1. ANTICONVULSANT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255) Kwan TH, Tong MK, Leung KT, et al. Acute renal failure associated with prolonged
intake of slimming pills containing anthraquinones. Hong Kong Med J 2006;12:394-7
256) Yan, M., Zhang, L. Y., Sun, L. X., Jiang, Z. Z., and Xiao, X. H. Nephrotoxicity
study of total rhubarb anthraquinones on Sprague Dawley rats using DNA
microarrays. J Ethnopharmacol. 4-15-2006
257) Fairbairn JW. The anthraquinone laxatives. Biological assay and its relation to
chemical structure. Pharmacology 1976;14: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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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은 경련·발작과 관련이 있다258). 이론적으로 마황은 항전간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5.2. BETA-ADRENERGIC AGONIST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ild • Occurrence (발생 정도) = Proba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론적으로 대량의 마황을 투여하면 각성 효과로 인해 베타 교감신경 항진제의 효
과를 증가시킨다.

5.3. DEXAMETHASONE (Decadron)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에페드린은 덱사메타손의 제거율을 증가시킨다259)260). 이론적으로 마황을 병용 투
여시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 때문에 덱사메타손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258) Haller CA, Meier KH, Olson KR. Seizures reported in association with use of
dietary supplements. Clin Toxicol (Phila) 2005;43:23-30
259) Brooks SM, Sholiton LJ, Werk EE Jr, Altenau P. The effects of ephedrine and
theophylline on dexamethasone metabolism in bronchial asthma. J Clin Pharmacol
1977;17:308-18.
260)
Jubiz, W. and Meikle, A. W. Alterations of glucocorticoid actions by other
drugs and disease states. Drugs 1979;18(2):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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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마
6.1. CYTOCHROME P450 2D6 (CYP2D6)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임상연구에서 승마는 cytochrome P450 2D6 (CYP2D6)을 저해하고 CYP2D6로
대사되는 약물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킨다261).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승마 제품 (Remifemin, Enzymatic Therapy) 40 mg
을 하루 2회 건강한 성인이 복용하였을 때 CYP2D6로 대사를 저해하지 않았
다262). 따라서 CYP2D6로 대사되는 약물과 승마를 병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6.2. HEPATOTOXIC DRUG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승마가 간부전 혹은 자가면역성 간염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63)264)265)
이론적으로 승마와 간독성 잠재 약물을 병용 하면 간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261) Gurley BJ, Gardner SF, Hubbard MA, et al. In vivo effects of goldenseal, kava
kava, black cohosh, and valerian on human cytochrome P450 1A2, 2D6, 2E1, and
3A4/5 phenotypes. Clin Pharmacol Ther 2005;77:415-26.
262) Gurley BJ, Swain A, Hubbard MA, et al. Clinical assessement of CYP2D6-mediated
herb-drug interactions in humans: Effects of milk-thistle, black cohosh, goldenseal,
kava kava, St. John's wort, and Echinacea. Mol Nutr Food Res 2008;52:755-63
263) Levitsky J, Alli TA, Wisecarver J, Sorrell MF. Fulminant liver failure associated
with the use of black cohosh. Dig Dis Sci 2005;50:538-9
264) MHRA. Black cohosh (Cimicifuga racemosa) - risk of liver problems. Herbal Safety
News
July
2006.
Available
at:
http://www.mhra.gov.uk/home/idcplg?IdcService=SS_GET_PAGE&useSecondary=
true&ssDocName=CON2024131&ssTargetNodeId=663.
265) Vitetta L, Thomsen M, Sali A. Black cohosh and other herbal remedies associated
with acute hepatitis. Med J Aust 2003;178:411-2.

- 169 -

7. 오미자
7.1. CYTOCHROME P450 2C9 (CYP2C9)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오미자는 동물실험에서 CYP2C9 효소를 유도하였다266). 이론적으로 오미자와
CYP2C9으로 대사하는 약물을 병용투여하면 CYP2C9으로 대사하는 약물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7.2.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오미자와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의 대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비트로와 동물실험에서는 오미자가 CYP3A4를 저해하였다267). 그러나 다른 동
물실험에서는 오미자가 CYP3A4 효소를 유도한다고 하였다268). 알려진 것들을 바
탕으로 보면, 오미자는 CYP3A4 로 대사되는 약물들을 병용 투여할 때 주의가 필
요하다.

7.3. MIDAZOLAM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robable • Level
266)
Mu Y, Zhang J, Zhang S, et 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Wu Wei Zi
(Schisandra chinensis Baill) and Gan Cao (Glycyrrhiza uralensis Fisch) activate
pregnane X receptor and increase warfarin clearance in rats. J Pharmacol Exp Ther
2006;316:1369-77.
267) Iwata H, Tezuka Y, Kadota S, et al.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tent
CYP3A4 inhibitors in Schisandra fruit extract.
268)
Mu Y, Zhang J, Zhang S, et 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Wu Wei Zi
(Schisandra chinensis Baill) and Gan Cao (Glycyrrhiza uralensis Fisch) activate
pregnane X receptor and increase warfarin clearance in rats. J Pharmacol Exp Ther
2006;316:1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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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임상연구에서 오미자는 미다졸람과 병용 투여시 미다졸람의 AUC를 119%까지 증
가시켰으며 혈중 최고 농도 (Cmax)는 86% 까지 증가시켰다. 오미자는 미다졸람
의 청소율은 52%까지 감소시켰다. 이는 오미자가 CYP3A4를 저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269). 따라서 오미자는 미다졸람 복용 중 환자에게 있어서 투여를 주의해야
한다.

7.4. PHENOBARBITAL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동물실험에서 오미자는 페노바비탈의 최면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l270).

이론적으로 오미자를 병용투여 하면 페노바비탈의 이상반응과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병용 투여시 주의가 필요하다.

7.5. TACROLIMUS (Prograf)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roba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오미자는 타크롤리무스와 병용 투여시 타크롤리무스의 흡수와 혈청 농도를 능가시
킨다. 오미자는 타크롤리무스의 AUC를 164% 에서 212%까지 증가시키고 혈중 최
고 농도 (Cmax)를 183% 에서 227%. 까지 증가시킨다. 오미자는 타르콜리무스의
청소율은 49%까지 감소시킨다. 오미자가 소장벽의 cytochrome P450 3A4
(CYP3A4)와 P-glycoprotein 약물 수송체를 저해하기 때문에 타르콜리무스의 생
체이용률을 증가시킨다271). 오미자와 타클롤리무스를 병용할 경우 타크롤리무스와
269) Xin HW, Wu XC, Li Q, Yu AR, Xiong L. Effects of Schisandra sphenanthera extract
on the pharmacokinetics of midazolam in healthy volunteers. Br J Clin Pharmacol.
2009 May;67(5):541-6
270) Song, W. [Quality of Schisandra incarnata Stapf]. Zhongguo Zhong.Yao Za Zhi.
1991;16(4):204-6, 253
271) Qin XL, Bi HC, Wang XD, et al.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effects
of Wuhzi Tablet (Schisandra sphenanthera extract) on the absorption and first-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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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272), 만약 오미자와 타크롤리무스를 병용할 경
우 타크롤리무스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8. 지각

(Aurantii

Fructus

Immaturus

/

BITTER

ORANGE 광귤의 껍질)
8.1. CYTOCHROME P450 2D6 (CYP2D6)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inor

Be

watchful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ild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비트로 실험에서 광귤의 성분인 옥토파민은 약하게 cytochrome P450 2D6
(CYP2D6) 효소를 저해한다273). 이론적으로 광귤은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약

물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8.2.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광귤즙은 cytochrome P450 3A4 (CYP3A4) 대사를 저해한다274). 따라서 약물 농
도를 올리거나 잠재적 이상반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광귤과의 약물 상호작용
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광귤은 소장의 CYP3A4를 저해하지만 간의 CYP3A4
는 저해하지 않는다. 광귤의 P-glycoprotein 에 대한 영향도 CYP3A4 와 유사하
며

분명하지가

않다275)276)277)278).

소장의

CY3A4가

아닌

간의

CYP3A4와

intestinal and hepatic metabolism of tacrolimus (FK506). Int J Pharm 2009;389:114-21.
272) Jiang W, Wang X, Xu X, Kong L. Effect of Schisandra sphenanthera extract on the
concentration of tacrolimus in the blood of liver transplant patients. Int J Clin
Pharmacol Ther. 2010 Mar;48(3):224-9.
273) Liu Y, Santillo MF. Cytochrome P450 2D6 and 3A4 enzyme inhibition by amine
stimulants in dietary supplements. Drug Test Anal. 2016;8(3-4):307-10.
274) Malhotra S, Bailey DG, Paine MF, Watkins PB. Seville orange juice-felodipine
interaction: comparison with dilute grapefruit juice and involvement of
furocoumarins. Clin Pharmacol Ther 2001;69:14-23.
275) Malhotra S, Bailey DG, Paine MF, Watkins PB. Seville orange juice-felodi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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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lycoprotein에 의한 싸이클로스포린과 광귤은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279).

8.3. DEXTROMETHORPHAN (Robitussin DM, other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B
광귤은 cytochrome P450 3A4 (CYP3A4) 대사를 저해한다280). 따라서 덱스트로
메토판의 혈중 농도와 잠재적 이상반응도 증가할 수 있다.

9. 황금 (Scutellariae Radix / BAIKAL SKULLCAP)
9.1. BENZODIAZEPIN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론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과 황금을 병용투여하게 되면 벤조디아제핀의 치료 효과
와 이사반응이 모두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81)282)283)

interaction: comparison with dilute grapefruit juice and involvement of
furocoumarins. Clin Pharmacol Ther 2001;69:14-23.
276) Penzak SR, Acosta EP, Turner M, et al. Effect of Seville orange juice and
grapefruit juice on indinavir pharmacokinetics. J Clin Pharmacol 2002;42:1165-70.
277) Edwards DJ, Fitzsimmons ME, Schuetz EG, et al. 6',7'-Dihydroxybergamottin in
grapefruit juice and Seville orange juice: effects on cyclosporine disposition,
enterocyte CYP3A4, and P-glycoprotein. Clin Pharmacol Ther 1999;65:237-44.
278) Di Marco MP, Edwards DJ, Wainer IW, Ducharme MP. The effect of grapefruit juice
and seville orange juice on the pharmacokinetics of dextromethorphan: the role of
gut CYP3A and P-glycoprotein. Life Sci 2002;71:1149-60.
279) Edwards DJ, Fitzsimmons ME, Schuetz EG, et al. 6',7'-Dihydroxybergamottin in
grapefruit juice and Seville orange juice: effects on cyclosporine disposition,
enterocyte CYP3A4, and P-glycoprotein. Clin Pharmacol Ther 1999;65:237-44.
280) Di Marco MP, Edwards DJ, Wainer IW, Ducharme MP. The effect of grapefruit juice
and seville orange juice on the pharmacokinetics of dextromethorphan: the role of
gut CYP3A and P-glycoprotein. Life Sci 2002;71:1149-60.
281) Hui KM, Wang XH, Xue H. Interaction of flavones from the roots of Scutellaria
baicalensis with the benzodiazepine site. Planta Med 2000;6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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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NS DEPRESSANT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이론적으로 황금과 진정제를 병용할 경우 진정 효과가 증가하고 이상반응도 증가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84)285)286)

9.3. CYTOCHROME P450 1A2 (CYP1A2)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비트로 실험에서 황금의 와고닌 성분은 cytochrome P450 1A2 (CYP1A2)를 저해
한다287). 이론적으로 CYP1A2 효소로 대사되는 약물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CYP1A2로 대사되는 약물과 황금을 병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9.4. CYTOCHROME P450 2C19 (CYP2C19)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282) Liao JF, Wang HH, Chen MC, et al. Benzodiazepine binding site-interactive flavones
from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Planta Med 1998;64:571-2.
283) Chang, H. H., Yi, P. L., Cheng, C. H., Lu, C. Y., Hsiao, Y. T., Tsai, Y. F., Li, C.
L., and Chang, F. C. Biphasic effects of baicalin, an active constituent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in the spontaneous sleep-wake regulation. J Ethnopharmacol.
5-17-2011;135(2):359-368.
284) Hui KM, Wang XH, Xue H. Interaction of flavones from the roots of Scutellaria
baicalensis with the benzodiazepine site. Planta Med 2000;66:91-3.
285) Liao JF, Wang HH, Chen MC, et al. Benzodiazepine binding site-interactive flavones
from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Planta Med 1998;64:571-2.
286) Chang, H. H., Yi, P. L., Cheng, C. H., Lu, C. Y., Hsiao, Y. T., Tsai, Y. F., Li, C.
L., and Chang, F. C. Biphasic effects of baicalin, an active constituent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in the spontaneous sleep-wake regulation. J Ethnopharmacol.
5-17-2011;135(2):359-368.
287) Li, T., Li, N., Guo, Q., Ji, H., Zhao, D., Xie, S., Li, X., Qiu, Z., Han, D., Chen, X.,
and You, Q. Inhibitory effects of wogonin on catalytic activity of cytochrome P450
enzyme in human liver microsomes. Eur J Drug Metab Pharmacokinet. 6-29-2011.

- 174 -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비트로 실험에서 황금의 와고닌 성분은 cytochrome P450 2C19 (CYP2C19)을
저해한다288). 따라서 CYP2C19 로 대사되는 약물의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으므
로 CYP2C19으로 대사되는 약물과 병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0. 황기 (ASTRAGALUS)
10.1. CYCLOPHOSPHAMIDE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황기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면역 억제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앚기 논쟁
중이다. 동물 실험에서는 황기가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면역억제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289). 그러나 다른 동물 실험 모델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되었다290).

10.2. IMMUNOSUPPRESSANT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288) Li, T., Li, N., Guo, Q., Ji, H., Zhao, D., Xie, S., Li, X., Qiu, Z., Han, D., Chen, X.,
and You, Q. Inhibitory effects of wogonin on catalytic activity of cytochrome P450
enzyme in human liver microsomes. Eur J Drug Metab Pharmacokinet. 6-29-2011.
289) Chu DT, Wong WL, Mavligit GM. Immunotherapy with Chinese medicinal herbs. II.
Reversal of cyclophosphamide-induced immune suppression by administration of
fractionated Astragalus membranaceus in vivo. J Clin Lab Immunol 1988;25:125-9.
290) Khoo KS, Ang PT. Extract of astragalus membranaceus and ligustrum lucidum
does not prevent cyclophosphamide-induced myelosuppression. Singapore Med J
1995;36:387-90.

- 175 -

황기는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291)292). 이론적으로 황기는 면역억제
치료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11. 황련 (Coptidis Rhizoma / GOLDTHREAD)
11.1. CYCLOSPORINE (Neoral, Sandimmune)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황련의 베르베린 성분은 싸이클로스포린의 대사를 감소시키고 혈중 싸이클로스포
린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베르베린이

싸이클로스포린이

대사되는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를 저해하기 때문이다293).

11.2.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예비연구에서 황금의 베르베린 성분이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를
294).

그러나 인간에서 상호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다. 그러

나 황금을 복용 중인 환자가

CYP3A4로 대사되는 약물을 병용 중에는 체내 약물

저해한다고 보고되었다.

농도가 증가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291) Upton R, ed. Astragalus Root: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therapeutic
monograph. Santa Cruz, CA: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 1999:1-25.
292) Sun Y, Hersh EM, Lee SL, et al. Preliminary observations on the effects of the
Chinese medicinal herbs Astragalus membranaceus and Ligustrum lucidum on
lymphocyte blastogenic responses. J Biol Response Mod 1983;2:227-37.
293) Wu X, Li Q, Xin H, Yu A, Zhong M. Effects of berberine on the blood
concentration of cyclosporin A in renal transplanted recipients: clinical and
pharmacokinetic study. Eur J Clin Pharmacol 2005;61:567-72.
294) Wu X, Li Q, Xin H, Yu A, Zhong M. Effects of berberine on the blood
concentration of cyclosporin A in renal transplanted recipients: clinical and
pharmacokinetic study. Eur J Clin Pharmacol 2005;61:5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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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황백 (Phellodendri Cortex / PHELLODENDRON)
12.1. CYCLOSPORINE (Neoral, Sandimmune)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High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황백의 베르베린 성분은 싸이클로스포린과 병용시 싸이클로스포린의 혈중 농도를
줄일 수 있다. 싸이클로스포린이 cytochrome P450 3A4 (CYP3A4)에 의해 대사
되는데 베르베린이 이 효소를 저해하기 때문이다295).

12.2. CYTOCHROME P450 3A4 (CYP3A4) SUBSTRATES
Interaction Rating (상호작용 수준) = Moderate,

Be cautious with this

combination.
Severity (위험도) = Moderate • Occurrence (발생 정도) = Possible • Level
of Evidence (근거 수준) = D
예비연구에서 황백의 베르베린이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를 저해
한다고 보고하였다296). 그러나 인간에서 상호작요이 보고된 적은 없다. 황백과
CYP3A4로 대사되는 약물을 병용 중인 환자는 약물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295) Wu X, Li Q, Xin H, Yu A, Zhong M. Effects of berberine on the blood
concentration of cyclosporin A in renal transplanted recipients: clinical and
pharmacokinetic study. Eur J Clin Pharmacol 2005;61:567-72.
296) Wu X, Li Q, Xin H, Yu A, Zhong M. Effects of berberine on the blood
concentration of cyclosporin A in renal transplanted recipients: clinical and
pharmacokinetic study. Eur J Clin Pharmacol 2005;61:5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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