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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f Allergic Purpura 

Kim Bit Na Rae․Park Jem Ma․Chae Jung Wo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s of Korean herbal medicine and Chimsband treatment 

in patients with allergic purpura.

Methods 
4-year-old female patients, who were suffering from allergic purpura were treated by Korean herbal medicine 

(Samul-tang hap Yukmijihwang-tang gami) and Chimsband treatment. Also, photographs were used to check the 

improvement.

Results 
After treating for 15 days, the patients' allergic purpura were improved by Korean herbal medicine and 

Chimsband treatmen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Korean medical treatments could be an effective treatment option in treating allergic 

purpura.

Key words : Allergic purpura, Korean herbal medicine (Samul-tang hap Yukmijihwang-tang gami), Chim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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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피부증상, 소화기증상, 관절증

상 및 신장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전신성 소혈관염으로 

Henoch-Shönlein Purpura (HSP) 혹은 Anaphylactoid 

Purpura 등으로 불린다1). 주로 6개월∼86세까지의 연

령에 걸쳐 보고되었는데 특히 4∼7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남아에서 좀 더 호발하며2), 소아에서 연간 

100,000명 당 15명이 발병한다3). 

한의학에서 紫斑症은 혈액이 肌膚 사이로 溢出하여 

피부에 靑紫色의 斑點이나 斑塊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4) 血症과 發斑의 범주에 속하고, 고  문헌에 血溢, 斑
毒, 葡萄疫, 肌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기술되어 왔다
5). 《諸病源候論》6)에서는 斑毒이 모기와 이의 이빨

자국 같은 붉은 반점으로 전신에 일어난다고 하였고, 

《醫宗金鑑》7)에서는 葡萄疫이 소아에게 많이 볼 수 

있으며 전신에 발생하나 특히 腿脛에 다발한다고 하였

다. 자반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血熱
이 妄行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淸熱解毒 凉血止血의 

치법을 활용하여 치료하였고, 氣不攝血로 인한 경우에

는 益氣攝血 健脾養血시켜 치료하였다. 자반증이 陰虛
火旺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滋陰降火 宁絡止血의 치법

을 활용하였다4).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증치료를 시행하는데, 항경

련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사용되고 부분 합

병증 없이 호전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는 

피부의 부종, 심한 복통, 관절통, 중추신경계 증상의 완

화에는 도움이 되지만1,8) 자반의 호전이나 신장 침범의 

양상에는 효과가 없다2). 또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부

작용이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치료로 적합하지 않다3).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아들과 부모들의 부분이 양

방으로 내원하나, 그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원하는 추세이다8). 국내에서는 알레르기성 자

반증에 한 한의학적인 연구로서 최5)와 김9)의 문헌고

찰과 나10)와 이11) 등의 증례 보고가 있었다. 이에 저자

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외래 환자 2명에 하여 四物湯 
合 六味地黃湯 加味와 침스밴드로 치료하여 좋은 효

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Case
1. 증례 1

1) 환자 : 이○○ (F/4)

2) 진단명 : 알레르기성 자반증

3) 주증상 : 紫斑 (下肢部), 관절증상 (발목 통증, 발

등 종창)

4) 발병일 : 2014년 8월 말

5) 과거력 : 衄血 (2세경부터 있으며 2-3回/1주. 주

로 무리한 날 밤에 있다고 보호자가 진술하였

다.), 感冒 (어려서부터 환절기에 자주 앓았다고 

보호자가 진술하였다.) 

6) 가족력 : none of specific

7) 현병력 

2014년 8월 말, 兩 下肢部에 자반이 발생하였고, 兩 
발목의 통증과 종창이 동반되었다. 2014년 9월 1일 지

역 ○○병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진단받

은 후,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위해 ○○ 학교 부속한

방병원 한방소아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8) 초진 시 소견

(1) 身長, 體重 : 103 cm, 12 kg

(2) 消化器系 : 食慾不振, 小食, 평상시 잦은 腹痛

(3) 呼吸器系 : 약간의 鼻塞, 내원 전날 衄血 

(4) 睡眠 : 良好 

(5) 大便 : 염소똥처럼 조금씩 1回/3日, 不快

(6) 小便 : 良好, 4-5回/1日, 快

(7) 舌診 : 舌紅 無苔

(8) 腹診 : 良好

(9) 脈診 : 微弱

(10) 검사 소견

○○ 학교 부속한방병원의 양방협진을 통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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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1일 시행한 임상병리 검사 상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Table 1).

9) 치료 방법

(1) 한약 치료

2014년 9월 2일부터 四物湯 合 六味地黃湯 加味를 

1일 1첩 3팩, 60 cc/팩으로 하루 2번 (아침, 저녁) 복용

하였다 (Table 2).

(2) 침스밴드 치료

외래 내원일인 2014년 9월 1일, 2014년 9월 5일, 

2014년 9월 6일, 2014년 9월 10일 4차례 시행하였으

며, 침스밴드 (C형, 황화수, 한국)를 자반 주위와 압통

처에 부착하여 부착 1일 후 제거하도록 하였다.

10) 경과 (Table 3, Figure 1)

(1) 2014년 9월 1일

Test Results

CBC
WBC 8.7 RBC 3.63 HGB 10.4 Hematocrit 31.5 MCV 86.8 MCH 28.6

MCHC 33.0 Phatelet 271 LYM 30.6 MXD 8.4 NETU 61.0

U/A WBC 0-2 RBC 0-2

Table 1. Laboratory Test (2014.9.1.)

Herb Scientific name Dosage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16 g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4 g

川  芎 Cnidii Rhizoma 4 g

當  歸 Angelicae Gigantis Radix 8 g

山  藥 Dioscoreae Rhizoma 8 g

山茱萸 Corni Fructus 6 g

白茯笭 Poria 4 g

牧丹皮 Moutan Cortex 4 g

澤  瀉 Alismatis Rhizoma 4 g

荊芥 (炒炭) Schizonepetae Spica 4 g

地楡 (炒炭) Sanguisorbae Radix 4 g

白茅根 Imperatae Rhizoma 4 g

陳  皮 Citri Pericarpium  3 g

砂仁 (工) Amomi Fuctus 3 g

山  査 Crataegi Fructus 3 g

麥  芽 Hordei Fructus Germiniatus 3 g

鷄內金 Galli Stomachichum Corium 8 g

黃  芪 Condonopsis Pilosulae Radix 8 g

龍眼肉 Longanae Arillus 8 g

鹿茸 Cervi Parvum Cornu 4 g

Total 110 g

Table 2. Korean Herbal Medicine (Case 1)

Date
Symptoms

The state of Purpura The state of Arthralgia

2014.9.1 There were a few purpuric spots on the lower limbs. +++
Child complained of arthralgia in the ankles and swelling 

of the foot. 
++++

2014.9.5 The color of the purpuric spots became lighter. ++
Most of the arthralgia in the ankles and swelling of the 

foot disappeared.
++

2014.9.6
A lot of purpuric spots developed on the other surfaces of 

the lower limbs.
++++

Arthralgia in the ankles and swelling of the foot 

improved.
-

2014.9.10
Most of the purpuric spots on the lower limbs disappeared 

and the color of the remaining purpuric spots became lighter.
+ There was no arthralgia and swelling. -

2014.9.25 Marks of purpuric spots all disappeared. - none -

2014.10.6 There was no recurrence. - none -

Table 3. Progress of Cas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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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시 환아는 下肢部에 자반이 있었고, 특히 小
腿 前面部에 1 cm 가량의 赤紫색 자반 다수가 분포해 

있었다. 관절 증상으로는 兩 발목의 통증과 兩 발등의 

종창을 호소하였다. 鼻塞을 호소하였다. 

(2) 2014년 9월 5일

한약을 복용한지 약 4일째 되며, 下肢部에 보이던 

赤紫색의 자반이 붉은 기가 사라지고 暗褐색이 되어 

흔적만 남았다. 호소하던 관절 증상도 완화되었다. 鼻
塞, 鼻涕 등의 증상이 심해져 향기요법[NET-1570, (주)

메가메디칼, 한국], 비강레이저[LT-200, (주)메가메디

칼, 한국]를 시행하였다.

(3) 2014년 9월 6일

처음 내원 당시에 존재하던 자반의 흔적은 더 옅어

져 가고 있으나, 그 부위를 제외한 下肢部 전체에 걸쳐 

좁쌀 크기의 자반들이 심해져 大腿 後面部까지 퍼졌

다. 특히 下肢 後面部에 자반이 심해진 양상이었다. 관

절 증상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4) 2014년 9월 10일

같은 처방으로 복용 중이며 자반이 완화되어 下肢 
前面部에는 옅은 흔적만 남았고, 下肢 後面部에는 暗
褐색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鼻塞, 鼻涕 등의 증상을 여

전히 호소하였다.

(5) 2014년 9월 16일

전화로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자반의 흔적이나 

재발은 없으나 2014년 9월 13일 열을 동반한 감기 증

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며, 중이염 진단 이후 한약 복용을 중단 중이

라 하였다. 중이염 증상 완화 후 복약을 이어하겠다며 

보호자가 진술하였다.

2014.9.1. 

There were a few purpuric spots on the lower limbs.

2014.9.5. 

The color of the purpuric spots became lighter.

2014.9.6. 

Purpuric spots developed on the other surfaces of the lower limbs.

2014.9.10. 

Most of the purpuric spots on the lower limbs disappeared.

Figure 1. Clinical pictur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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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9월 25일

전화로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중이염은 완화되

었으나 여전히 약물 치료 중이며 2014년 9월 20일부터 

다시 한약을 복용 중이라 하였다. 자반의 재발은 없다

고 하였다. 

(7) 2014년 10월 6일 

한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이며, 전화로 추적조사 결

과, 환아의 중이염은 완치되었고 자반의 재발도 없다

고 하였다. 한방 치료 이후로 최근 2주 동안 血衄이 없

고, 식욕이 좋아져 식사를 잘하며 便秘가 호전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이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껴 낮잠의 횟

수와 시간이 줄었다고 보호자가 진술하였다. 

2. 증례 2

1) 환자 : 박○○ (F/4)

2) 진단명 : 알레르기성 자반증

3) 주증상 : 紫斑 (下肢部, 臀部, 前腕部)

4) 발병일 : 2014년 7월 中旬

5) 과거력 : 衄血 (1세 이후 심하여 치료 후 소실되

었으나 최근 재발하였다고 보호자가 진술하였

다.), 알레르기성 비염 (최근 발병해 ○○병원 약

물 치료하였다고 보호자가 진술하였다.)

6) 가족력 : none of specific

7) 현병력 

2014년 7월 中旬, 臀部에 자반이 발생하여 지역 ○

○병원, △△병원, 전남 광주 □□병원을 거치며 약물 

치료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하였다. 치료 당시에는 

자반이 호전되었으나 치료 중단 후 악화됨을 반복하여 

자반이 臀部에서 下肢部로, 前腕部로 퍼졌다. 2014년 

8월 20일 전남 광주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더 이상 없다고 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2014년 9월 추석에 등산 이후 자반이 더욱 심해져 적

극적인 한방 치료를 위해 2014년 9월 11일 ○○ 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8) 초진 시 소견

(1) 身長, 體重 : 101 cm, 13 kg

(2) 消化器系 : 良好

(3) 呼吸器系 : 良好

(4) 睡眠 : 良好 

(5) 大便 : 1回/1日, 快

(6) 小便 : 4∼5回/1日, 快

(7) 舌診 : 舌紅 無苔

(8) 腹診 : 良好

(9) 脈診 : 浮滑

(10) 검사 소견

○○ 학교 부속한방병원의 양방협진에서 2014년 

9월 11일, 2014년 9월 19일 시행한 임상병리 검사 상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Table 4).

9) 치료 방법

(1) 한약 치료

2014년 9월 12일부터 四物湯 合 六味地黃湯 加味에

서 鷄內金, 黃芪, 龍眼肉을 去한 후, 1일 1첩 3팩, 60

cc/팩으로 하루 2번 (아침, 저녁) 복용하였다 (Table 5).

Test Results

CBC
WBC 7.2 RBC 4.01 HGB 10.7 Hematocrit 32.7 MCV 81.6 MCH 26.6

MCHC 32.7 Platelet 260 LYM 55.0 MXD 7.3 NETU 37.7

U/A WBC 0-2 RBC 0-2

Table 4. Laboratory Test [2014.9.11. (CBC), 2014.9.19.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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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스밴드 치료

외래 내원일인 2014년 9월 11일, 2014년 9월 19일 

2차례 시행하였으며, 침스밴드 (C형, 황화수, 한국)를 

자반 주위에 부착하여 부착 1일 후 제거하도록 하였다.

10) 경과 (Table 6, Figure 2)

(1) 2014년 9월 11일

내원 당시 환아의 臀部와 下肢部에 좁쌀 크기에서 

1 cm 가량의 자반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붉은 기가 현

저하였다. 자반은 특히 小腿部에 집되어 있었는데, 

분포가 조 하며 자반 중심의 점상 출혈이 뚜렷하였다. 

前腕部의 자반은 완화되어 좁쌀 크기로 소량 남아있는 

상태였다.

(2) 2014년 9월 19일

한약을 복용한지 약 8일째 되며, 臀部의 자반은 흔

적 없이 소실되었고 下肢 前面部의 자반은 옅은 흔적

을 남기고 완화되었다. 小腿와 下肢 後面部의 비교적 

큰 자반은 자반 중심의 뚜렷한 점상 출혈을 제외하고

는 옅은 흔적을 남기고 완화되었다. 前腕部의 자반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鼻塞, 鼻涕 등의 감기 증상을 보여 

향기요법[NET-1570, (주)메가메디칼, 한국], 비강레이

저[LT-200, (주)메가메디칼, 한국]를 시행하였다. 

(3) 2014년 9월 25일

전화로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남아있던 자반의 

흔적과 자반 중심의 뚜렷한 점상 출혈도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자반이 호전되기 시작한 이후에 血衄도 없다

고 하였다. 

(4) 2014년 10월 6일

한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이며, 전화로 추적조사 결

과, 자반은 재발하지 않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고 하였다.

Herb Scientific name Dosage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16 g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4 g

川  芎 Cnidii Rhizoma 4 g

當  歸 Angelicae GigantisRadix 8 g

山  藥 Dioscoreae Rhizoma 8 g

山茱萸 Corni Fructus 6 g

白茯笭 Poria 4 g

牧丹皮 Moutan Cortex 4 g

澤  瀉 Alismatis Rhizoma 4 g

荊芥 (炒炭) Schizonepetae Spica 4 g

地楡 (炒炭) Sanguisorbae Radix 4 g

白茅根 Imperatae Rhizoma 4 g

陳  皮 Citri Pericarpium  3 g

砂仁 (工) Amomi Fuctus 3 g

山  査 Crataegi Fructus 3 g

麥  芽 Hordei Fructus Germiniatus 3 g

鹿茸 Cervi Parvum Cornu 4 g

Total 86 g

Table 5. Korean Herbal Medicine (Case 2)

Date
Symptoms

Purpura on the lower limbs Purpura on the upper limbs

2014.9.11 There were lots of vivid spots on the buttocks and lower limbs. ++++ There were a few small purpuric spots on the upper limbs. +

2014.9.19
Purpuric spots on the buttocks disappeared. Most of purpuric 

spots on the lower limbs disappeared and the color became lighter.
++ Marks of purpuric spots disappeared. -

2014.9.25 Marks of purpuric spots all disappeared. - There was no recurrence. -

2014.10.6 There was no recurrence. - none -

Table 6. Progress of Cas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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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iscussion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Henoch-Shönlein Purpura (HSP) 

혹은 Anaphylactoid Purpura로 불리는 급성 전신성 소

혈관염으로, 주로 피부, 소화기, 관절 및 신장 등을 침

범하여 각각의 임상증상을 보이는데, 환아에 따라 이

들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점진

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

진 인자로는 음식 (우유, 초콜릿, 달걀, 콩 등), 약물 

(Aspirin, Phenacetin, Penicillin, Insulin, Tetracycline 등), 

곤충 교자, 예방접종 (천연두, 독감), 감염 (수두, 풍진, 

홍역, 디프테리아, 성홍열, 유아 결핵 등), 한랭 노출 등

이 있고, 그 중 상기도 감염이 약 50%의 환자에게서 

선행되는 양상을 보이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1,3). 최근에는 순환성 또는 점막에서 항원 자극

에 한 IgA의 조절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12).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예후는 체로 양호하여 개 4

∼5주 정도 이내에 호전되나13), 환아의 약 40%에서 증

상이 호전된 후 발병 6개월 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는 신장 침범 여부로, 

신장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심하면 말기 신 질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2).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피부 증상은 주로 엉덩이, 다

리의 後面, 팔다리의 前面 등 중력을 받는 부위에서 

칭적으로 나타나고 얼굴, 복부, 손바닥, 발바닥 등에는 

거의 없다. 발진은 처음에는 두드러기 모양으로 나타

나 붉은 자반으로 변하고, 약 2주 동안 재발성으로 나

타나다가 차츰 퇴색하여 적갈색이 되어 몇 주 동안 지

속된다1,15). 소화기의 침범은 50∼75%에서 발생하고2), 

배꼽 부근의 심한 산통이 주증상이며 오심, 구토, 혈변 

및 토혈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환아의 

14∼36%에서 소화기 증상이 피부 증상보다 먼저 나타

나기도 하여12) 장 중첩증이나 충수염으로 오진될 수 있

다. 관절 증상은 환아의 2/3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슬관

절, 족관절에서 흔하여 관절의 동통, 종창이 있고, 후유

2014.9.11. 

There were lots of purpuric spots on the buttocks and lower limbs.

2014.9.19. 

Most of purpuric spots disappeared and a few marks remained.

Figure 2. Clinical pictur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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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남지 않는다1,15). 신장 침범으로 인한 증상이 가장 

심각한데, 환아의 20∼50%에서 발생한다2). 육안적 혹

은 현미경적 혈뇨,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고, 개 혈뇨

만을 보이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만 단백뇨를 동반한 

혈뇨를 가진 환아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50% 이상

에서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장 침범의 

유무가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1,2).

한의학에서 자반증의 원인은 實證과 虛證으로 나뉘

는데, 實證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 血熱妄行이다. 병

리 기전은 外感風熱之邪를 感受하여 熱毒이 盛하면, 

이 熱毒이 營血로 전해져 脈絡이 상하고, 이에 迫血妄
行하게 되어 血이 脈外로 넘치므로 肌膚나 皮下에 머

물러서 자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虛證에 해당하는 것

은 氣不攝血과 陰虛火旺이다. 氣不攝血의 병리 기전

은 稟賦不足이나 後天失調로 인해 心脾가 손상되어 

心氣虛하면 血을 順經하지 못하고, 脾虛로 中氣不足
하면 氣血生化不足하고 統攝하지 못하여 血이 脈外로 

넘쳐 자반을 형성하게 된다. 陰虛火旺으로 인한 자반

은 維陰維陽한 소아가 병이 오래되어 肝腎陰虧하면 虛
火가 內生하여 血이 火를 따라 動하고 離經妄行해 형

성된다5).

자반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르며, 實熱로 인해 血熱
妄行한 경우에는 淸熱解毒 凉血止血하는 治法으로 犀
角地黃湯加減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였고, 氣不攝血로 

인한 경우에는 益氣攝血 健脾養血하는 治法으로 歸脾
湯加減 등을 활용하였다. 자반증이 陰虛火旺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滋陰降火 宁絡止血하는 治法으로 茜根散
加減 등을 활용해 치료하였다4). 

국내에서도 한의학적인 변증으로 알레르기성 자반

증을 치료한 증례 다수가 보고되었다. 이11)는 자반증을 

血熱妄行으로 변증하여 補血調血하는 四物湯을 기본

방으로 활용하여 치료하다 증상의 변화에 따라 辛凉解
肌하는 升麻葛根湯, 益氣補血하는 歸脾湯으로 轉方해 

치료하였다. 나10)와 조15)는 脾氣虛로 변증하여 각각 補
脾益氣 脾統血하는 歸脾溫膽湯과 歸脾湯을 기본방으

로 활용해 자반증을 치료하였고, 김8)은 자반을 瘀血로 

보아 瘀血을 풀어주는 當歸鬚散을 기본방으로 하여 치

료하였다. 

소아는 《小兒藥證直訣》16)에서 “五臟六腑, 成而未
全, … 全而未壯.”이라고 하여 “臟胕嬌嫩 形氣未充”하

는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질병에 이환되기 쉽

다. 또한 “小兒純陽, 無煩益火”라 하여 純陽之體로서 

“陽常有餘 陰常不足”하므로 熱病이 많고 化熱化火하

기 쉽다13). 이를 바탕으로 본 증례 1, 2의 환아들에게 

紫色의 반점이 산재해 있고, 환아들이 평상시 衄血이 

잦다는 점을 고려하여 血熱妄行으로 인해 血이 脈外로 

溢出하여 자반이 발생한 것이라 변증하였다. 이에 補
血, 和血, 凉血, 行血, 止血 등의 理血을 하는 四物湯17)

과 陰常不足의 상태에 補陰을 하는 六味地黃元 (湯)을 

합방하여 기본방으로 활용하였다.

四物湯은 《太平惠民和劑局方》18)에 최초로 수록

되었으며 “調益營衛 滋養氣血”하여 理血之劑의 기본

방으로 血病을 통치한다17). 四物湯의 구성 약물의 효

능은 熟地黃은 滋陰補血 益精塡髓하고, 白芍藥은 養
血柔肝 斂陰收汗하며, 川芎은 活血行氣시키고, 當歸
는 補血和血한다19). 六味地黃元 (湯)은 《小兒藥證直
訣》16)에 “治腎怯失音 顖開不合 神不足 目中白睛多 
面色晄白.”이라 하여 先天之氣를 補한다고 해석되며 

滋陰補腎之劑의 기본방이다17). 六味地黃元 (湯)의 구

성 약물의 효능은 熟地黃은 滋陰補血 益精塡髓하고, 

山藥은 補脾養胃 生津益肺 補腎澁精하며, 山茱萸는 

補益肝腎 澁精固脫시키고, 白茯笭은 利水滲濕 健脾寧
心하며, 牧丹皮는 淸熱凉血 活血散瘀하고, 澤瀉는 利
小便 淸濕熱한다19). 본 증례 1, 2에서는 補血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當歸를 當歸身으로 체해 熟地黃과 

함께 증량하였고, 피부와 점막 사이로 溢出된 血을 치

료하기 위하여 凉血止血하는 荊芥 (炒炭), 地楡 (炒炭), 

白茅根을 가하였다. 또한 한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理
氣健脾 消食健胃하는 陳皮, 砂仁 (工), 山査, 麥芽를 가

하였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補腎助陽하는 鹿茸
을 가하였다19). 추가로 증례 1에서는 환아가 食慾不振
으로 小食하는 경향이 있어 식욕을 돋우기 위해 鷄內
金, 黃芪, 龍眼肉을 가하였다.

《素問・五臟生成論》에서는 “衛氣之所留止 邪氣
之所客也 鍼石緣而去之.”라 하여 피부는 사기가 침범

하는 부위이며 침으로 주위를 자극하여 물리쳐야 한다

고 하였다20). 이 이론에 입각하여 침으로 자반의 주위

를 자극하는 것이 자반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하였으나, 환아의 나이가 어려 침의 자극을 견디기 

힘들다는 점과 일시적인 자극보다는 지속적인 자극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반의 주위에 

침 치료 신 침스밴드를 시행하였다. 

침스밴드는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면 손상부위, 경

혈, Trigger Point 등 침을 놓을 수 있는 곳에 인체 스스

로 치유하려는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현 과학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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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광자 이론과 한의학의 경락・경혈 이론을 접목한 치

료 방법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는 본인 스스로 발생하는 치유전자기파를 역이용하는 

것이라 하여 전기 전도도가 높은 금, 은, 광섬유로 만들

어진 침스밴드를 손상부위, 경혈, Trigger Point 등의 치

료점에 부착하여 치료한다21). 본 증례 1, 2에서는 자반

의 크기에 맞추어 침스밴드 C형을 사용하였고, 이를 자

반의 주위에 둘러 부착하였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예후가 양호하여 4∼5주 정도 

이내에 호전되나, 환아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

하기도 하여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13). 따

라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상기 증례에서

는 1∼2개월의 단기간 관찰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입원이 아닌 외래로 치료가 이루어져 환아의 경

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증상이 호전된 시

점에서부터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병

리 검사에 한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도 본 증

례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한방으로의 내원이 적은 질환인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아 2명에게서 한의학적 치료만으로 매우 양

호한 치료결과를 얻었다. 증례 1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긴 했으나 자반과 제반 증상에 해 유의한 효

과가 있었고, 증례 2의 경우 수개월간의 항생제와 스테

로이드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아에게서 단기간에 유의한 효과를 얻었다. 향후 알

레르기성 자반증에 한 더 많은 증례보고와 한의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치료와 연구의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Ⅳ. Conclusion

상기 증례에서 저자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아 2례

에 하여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로 四物湯 合 六味地
黃湯 加味와 침스밴드를 시행한 결과 제반 증상이 호

전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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