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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InKoreathepracticeoffolkremediesiswidelyspread.Oneofthemainusesis

theutilizationofpumpkininpostpartumedema.Whilethispracticeiswidelypropagatednoone

couldexactlydefinetheevidenceofitsuses.Thereforeweaimedtoprovideliteratureevidenceof

correctprescriptioninpostpartumedema.

Methods:Astheuseofpumpkininpostpartum edemaisparticulartokorea,werevisedall

themedicalbookspublishedfrom the17thcentury,thetimesupposedtohavebeenintroduced

pumpkininKoreanpeninsula.Wealsoresearchedtheprescriptionmainlyusedinpostpartum

edema,and thecommon main herbalcomponent,succium.Aspumpkin and succium is

homophonyto'Hobak'inkoreanithadthepossibilityofbeingmisinterpreted.

Results:Onourliteratureresearchwefoundtheprecautionsofpumpkintoprovokegi-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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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dampnessobstructionandthatitwasrestrictedwhiletherecoveryofallkindofdiseasesas

wellasinpuerperium.

Themainreasonofpostpartum edemaiscausedbybloodstasiswhichwhenthebloodgains

itsnormalcirculation,edemaisdispersedbyitself.Forthisproposemainprescriptionwas

Jogyeongsan調經散 typewithitsmaincomponentsuccium whichmedicalpropertiesarecitedin

allmedicalclassicsconsistently.

Fromtheliteratureof Juchonsinbang  and Uibanghapbu  wefoundthreedifferentprescriptions,

Hobakgo琥珀膏,Hobakgo胡朴膏,andNamgwago南瓜膏 whichcontentsandtheirmedicalproposes

wereequal.

Conclusions:Bythesefindingwecouldreferthattheuseofpumpkininpostpartum edema

wascausedbyhomophonicreasonalmisinterpretationofsuccinum inkorean.Thisresearch

providestheliteratureevidencetocorrectpumpkin'smisuseandalsothenecessityofrestriction

oftheuseofevenmostcommonproductsformedicalproposesand/oratleasttheimportance

ofbeingguidedbytheexperts.

Keyword: pumpkin,succinum,postpartumedema,folkremedies

Ⅰ.서 론

 東醫寶鑑 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鄕藥을 일반 백성이 알기 쉽게 한 로 병기

하 다.이를 통해 窮村의 백성들도 한약의 활용

을 조 더 쉽게 이해하 다.각 門에 있는 單方

은 치료의 간편화를 도모하 다.그러나 이는 한

약을 症的으로 사용해도 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民間療法에 련된 서 들이 시 에 많

이 출 되고 있는데 이들의 자들의 직업은 체

로 한의사가 약 반을 차지하고,그 다음이 무자격

증이나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으로 보인다1).

이러한 상황에서 民間療法에 한 지식도 다양

한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이 등
2)
의 연구에 따

르면 民間療法에 해 “집안 웃어른들로부터”가

장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

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문서 매스컴

을 통해서”,“한의원 의료기 을 통해서”,“학

교교육을 통해서”순으로 나타났다. 한 질환에

있어서는 간장질환, 압, 풍,호흡기계 질환,부

인병,비뇨생식기계 질환,안과질환,신경질환 등

범 한 범 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民間療法이 반드시 과학 으로 타당하지 않더

라도 많은 경우에 환자의 치료결과에 향을 미치

고 환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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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계형성을 해서

도 과학 의학뿐만 아니라 民間療法에 한 지식

을 가지고 치료과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효과

이라 하 다.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民間療

法이 삶을 하는 과정 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연요법으로 논리성,객 성,문헌 실

험 근거가 결여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산후의 경우에는 허약해진 원기를 보충하거나

산후에 발생한 부종을 제거하는 것이 民間療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 표 인 것으로 미역

국,쇠고기국,마른 명태국,잉어,가물치,해산물

그리고 호박국을 들 수 있다
3)
.

産後浮腫은 婦女가 출산 후에 발생하는 안면이

나 사지의 浮腫을 말하는 것으로 婦女의 생리 인

특성과 산후라는 특별한 여건 하에 일어나는 부종

이므로 褥婦의 신 인 생리상황을 고려해야 하

며 한 일정기간의 산후조리와 섭생상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일부 건강원이나 민간요법에서 무차

별 으로 南瓜호박을 産後浮腫의 권하고 있는

실에서 南瓜호박에 한 문헌 근거를 찾고자 하

으며,이런 분석 에 琥珀이 오용되고 있음을

찾아내었다.이러한 오용의 원인은 同音異語에서

기인한다는 문헌 근거를 찾아내어 本草의 올바

르고 하게 제한되는 사용을 해서 본고를 발

표한다.

Ⅱ.본 론

1.琥珀의 문헌고찰

琥珀(Succinum)은 紅松脂라고도 하는데 소나무

속 식물 Pinusspp.(소나무과 Pinaceae)의 수지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경과하여 화석이 된 것이

다.이 약은 불규칙한 덩어리이며 때로는 과립상

∼다면상을 이룬다.바깥면은 황갈색∼검붉은색

는 흑갈색을 띠고 불투명하며 松脂와 비슷한

택이 있다.깨트리면 조개껍질 모양을 하며 질은

단단하고 부서지기 쉽다.자른면은 활하고 색깔

이 같지 않으며 손으로 만지면 깔깔한 감이 있

다.이 약은 진항 홍색을 나타내고 벌 는 개미

등의 체가 들어있는 것을 양품으로 한다4).

본고에서 琥珀의 효능과 이용에 한 문헌고찰

을 진행하 다.특히 産後浮腫과의 연 성을 찾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1)産後浮腫과 련된 효능주치

琥珀에 한 최 의 기록은  名醫別  5)에서

보인다.“琥珀 味甘 平 無毒.主安五臟 定魂魄 殺

精魅邪鬼 消 血 通五淋.生永昌”라고 하여 血

을 없애고 五淋을 치료하는 효능을 기재하 다.

이후에 나온 본 서는 이를 충실히 따르며 그

용례를 넓 간다. 開寶本草 6)에서는  名醫別  

의 내용 외에 다른 醫家들의 내용이 추가된다.그

에 부인과 血과 련된 내용으로 “陶隱居云

刮屑服,療 血至驗.唐本注云 補心安神 破血尤善.

陳藏器本草云 琥珀止血生肌 合金瘡.和大黃,鱉甲

作散子,酒下方寸匕,下惡血 婦人腹內血盡卽止”라

고 하여 血을 없애는데 지 한 효험이 있고,大

黃과 鱉甲을 이용하여 散劑로 만들면 婦人 腹內의

血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本草發揮 7)에서는  名醫別  내용 외에 “潔古

云屬陽利 便淸肺”라고 하여 琥珀의 藥性을 나타

냈었다.

 本草綱目 8)에 이르러서는 효능과 주치가 폭

확 된다.“壯心,明目磨翳 止心痛癲邪 療蠱毒止血

生肌 合金瘡”이 새로 확충되었으며 消 血의 기능

과 련해서는 “破結瘕 治産後血枕痛”로 구체화

하 다.

작가 미상의 朝鮮 本草書인  本草精華 9)는 李

時珍의  本草綱目 이 나온 이후 朝鮮 藥物學에 미

친 향이 반 되었다. 本草精華 에서도 “破結瘕,

治産後兒枕痛,削服療 血至驗”이라고 하여 血

에 하여 효능을 주창하 다.

 本草蒙筌 10)에서 새로 밝힌 부분은 “琥珀이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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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여 陽의 성질이 있다”는 과 “治産後血暈

及 兒枕疼”이라 하여 용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本

草集要 11)에서도  本草蒙筌 과 유사한 설명을 진

행한다.

 本草求眞 12)에서는 귀경을 설명하 다.“ 入

心 肝 兼入 腸 腎 甘淡性平.色赤能入心 肝二經

血分 合以辛溫等藥 卽能消 破癥”라고 하여 琥珀

의 묽은 빛깔로 心과 肝으로 작용하여 辛溫한 약

재와 배합되면 消 破癥의 효능을 나타낸다고 하

다.

 本經疏證 13)에서도 이러한 藥性에 따른 효능설

명이 이어진다.“琥珀의 검붉은 색은 水에서 火가

빛나는 것이며,반짝거리는 특징은 火에 水가 응

결한 것이다.불이 물을 막으면 淋疾이 되고,물이

불을 어기면 血이 된다.그래서 琥珀은 淋疾을

소통하고 血을 없앤다.”라고 하 다.

 御制本草品滙精要 14)에서는 藥性論의 “除百邪

産後血癥痛”을 언 하여 구체 으로 산후질환을

다스림을 나타내었다.이 외에도 “明目 摩翳 壯

心”의 효능이 기재되었다. 新修晶珠本草 15)에서

는 眼疾患과 련하여 “治眼花 視力模糊”라고 하

여 구체화하 다.

 中華藥海 16)에서는 活血祛 의 효능과 귀경을

“心 肝 脾 膀胱 腸 肺”로 설명하 다. 實用中

草藥彩色圖集 17)에서도 心,肝,膀胱經으로 귀경하

여 活血散 와 利水通淋의 효과를 밝혔다. 全國

中草藥滙編 18)에서도 活血 利尿의 효능으로 琥珀

을 설명하 다.

이와 같이 역 本草書를 살펴본 결과  名醫別

 에서 消 血 通五淋이라고 설명한 이후에

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活血祛 利水通淋의 효능

을 밝히고 있다.더욱 구체 으로는 “陳藏器本草

云 琥珀止血生肌 合金瘡.和大黃,鱉甲作散子,酒

下方寸匕,下惡血 婦人腹內血盡卽止,破結瘕 治産

後血枕痛,治産後血暈 及 兒枕疼,除百邪 産後血癥

痛”라고 하여 血 에서도 특히 産後에 나타나는

증상,그 에서도 특히 兒枕痛,血暈을 주치하며

辛溫한 약들과 배합되었을 때 이러한 消 破癥의

효능이 발휘된다고 하 다.

活血祛 의 효능은 趙 등19)이 琥珀을 이용하여

나팔 폐색성 불임 환자를 치료한 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2)琥珀의 용례 분석 주의사항

本草學的 설명 외에도 琥珀이 처방에 사용된

용례와 주의사항에 한 기록을 검토하 다.처방

의 용례는 韓醫書 處方名에 琥珀이 명명된 것

으로 한정하 다.

 壽世秘訣 의 琥珀丸20)

止血生肌,鎭心明目,破癥瘕氣塊.產後血運悶絶,

兒枕痛,竝宜餌此方.用琥珀一兩,鼈甲一兩,京三稜

一兩,延胡索半兩,沒藥半兩,大黃六銖,熬擣爲散,

空心酒服三錢匕,日再服,神驗莫及.產後,卽減大

黃.

琥珀丸은 止血生肌,鎭心明目 외에 癥瘕와 氣塊

를 헤친다.산후에 피가 잘 흐리지 못하거나

血로 아랫배가 아 때에는 모두 마땅히 이 처방

을 복용시켜야 한다고 하 다.

 兩無神編 의 琥珀散21)

琥珀散,止血生肌,鎭心明目,破癥氣塊.產後憫

絶,兒枕痛,幷用此方.琥珀 鼈甲 京三稜 各一兩,

玄胡索 沒藥 各五錢,大黃六銖,熬擣爲散.空心酒

服三錢七,日再服,神驗莫及.產後,去大黃.

琥珀散 역시 琥珀丸과 효능주치는 비슷하다.이

는 모두 출산 후 증상과 兒枕痛 등 산후의 증상에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주의사항에 한 기재는 은 편이다. 本草精

華 9)에서만 주의사항에 한 설명을 하 다.‘震亨

曰 古方用爲利 便,以燥脾土,脾能運化,肺氣下降,

故 便可通.若血 不利 ,反致其燥急之苦.簡誤

:是消磨滲利之性,不利虛人.凡陰虛內熱,火炎水

涸, 便因 而不利 ,勿服.’라 하여 脾土를 건조

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血 하여 便不利가 있는

자와 陰虛하여 속에 열이 있는 자는 복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언 하 다.이 부분은 南瓜호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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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토 시 에 있어서 요하다.주의사항을

근거로 産後浮腫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琥珀이 아

니라 南瓜호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南瓜호박의 문헌고찰

南瓜호박은 약 10여개의 野生種과 5개의 栽培種

으로 분류되고 있다.재배종 가운데 우리는 편의상

한국 在來가 속하는 동양호박(Cucurbitamoschata)

과 서양호박(C.maxima)으로 나 다.이들 동,서

양종은 잎,과경,종자가 형태 으로 뚜렷하게 구

별된다
22)
.

CucurbitamaximaDUCHESNE는 남미의 온

지역에서 유래한다.페루에서 발굴된 C.maxima

씨의 연 측정 결과 B.C 1.800년으로 나타났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미 륙이 발견된 이후

세계의 열 ․아열 지역을 주로 퍼졌으며,따

뜻한 여름을 갖고 있는 온 지역에도 분포한다
23)
.

南瓜호박이 동양에는 략 明末 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明末에 출간된  本草綱目 

에 호박南瓜이 기록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호박南瓜의 도입연 는 알려지지 않았다. 東醫寶

鑑 에 호박南瓜에 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許筠의  閑情  (1618)에 호박南瓜에 한 표 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국내에는 1600년 에 도

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

이러한 이유로 醫書에서 南瓜호박의 기록은 제

한 이다. 국과 한국의 醫書를 바탕으로 南瓜호

박의 본 효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南瓜호박의 효능주치

 本草綱目 
8)
에는 “甘 溫 無毒,補中益氣,同猪

肉煮食更良 亦可蜜煎”이라고 하 다.주의사항으

로는 “多食發脚氣 黃疸.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

라고 기재하고 있다.

 中華本草 25)에는 “南瓜호박의 味는 甘하고 性

은 平하며 肺,脾,胃經에 작용한다.解毒消腫하는

효능으로 肺癰,哮證,癰腫,燙傷,毒蜂螫傷을 치료

한다.”라고 하 다.구체 으로  滇南本草 에는 “橫

行經絡,分利 便”, 滇南本草圖說 에는 “補中益氣

寬利”, 醫林纂要 에는 “益心,斂肺”, 食物  에는

“開胃益氣”으로 정리하 다.

 淄博本草 26)에서는 “甘 溫 歸脾 胃經 補中益氣

消炎止痛 解毒殺蟲”라고 하 다.

 全國中草藥滙編 27)에는 부 에 따른 효능주치

를 기재하고 있다.“南瓜子 甘 溫 驅蟲,南瓜蒂 甘

平 淸熱 安胎 治先兆流産 乳頭破裂或糜爛,南瓜根

淸熱 滲濕 解毒 治黃疸 牙痛,南瓜藤 淸熱 治肺結

核”이라 하여,南瓜호박 자체보다는 씨,꼭지,뿌

리, 기의 효능에 해서 기록하고 있으며,이

南瓜蒂의 安胎 효능은 胞에 작용할 수 있는 문헌

근거라 하겠다.

 食療中藥藥物學 28)에는  本草綱目 과 비슷한

내용으로 “甘 溫 歸脾 胃經,補中益氣 消炎止痛

解毒殺蟲”라고 하여, 활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호박南瓜에 한 韓醫書의 최 기록은 1687년

에 출간된  舟村新方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藥

性歌로 “南瓜甘溫,補中益氣.羊肉同食,令人氣壅”

라고 하여  本草綱目 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

으며,頭暈戰掉에 “호박南瓜 고 잘 익은 것과

찹 룩가루 각 1되씩 술을 빚어 말갛게 될 때

까지 기다려 2잔을 먹으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라고 하 다.

韓醫書의 검색을 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

의고 명 총서｣을 활용하 다.

 本草摘要 에서는 “南瓜[甘温補中益氣]”라고 하

여  本草綱目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本草精華 에서도 “南瓜 味甘溫無毒主補中益氣

時珍曰多食發脚氣黃疸不可同羊肉食令人氣壅”라고

하 다. 本草從新 의 내용도 이와 같다.

1931년에 출간된 韓道濬,金壽萬의  鮮漢藥物學 

을 살펴보면 “驅蟲劑로서 특히 條蟲을 驅함에 用

하나니라.”라고 밝히고 있다.

1929년에 발간된 李昌雨의  壽世寶訣 에는 특기

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었다.“保胎神妙湯 用黃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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鼻一條煅存性南瓜蔕一兩煎湯服永不墮胎”라고 하여

南瓜蔕를 安胎의 목 으로 처방한 것이다.이는 全

國中草藥滙編 의 내용과 일치한다.

 수진경험신방 30)에는 단방으로 眼球損傷과 鐵

彈箭鏃銅鐵砲子이 살에 박혔을 때 활용하는 外治

法도 보인다.

眼珠損傷，凡眼珠打出或觸傷腫痛，或火炮沖傷

南瓜瓤，擣爛厚付，外用 好勿動，漸次腫消，

痛定，乾則再換，如瞳人未破，仍卽視物，如無南瓜

則，以生地浸酒擣付，亦可○牛口涎日點二次，避風

卽愈，忌酒幷熱物

鐵彈箭鏃銅鐵砲子

幷一切雜物，入肉，蜣蜋一名推車蟲巴豆四五

粒，擣極爛付傷處，先止痛後作南瓜호박 擣融四圍

付之，屢日必出，又鼠腦肝，擣付卽出，又黑蝨擣

付，出○藥箭入肉，箭已拔出，傷口腫爛，石雄黃末

付，有水流出而愈

이를 통해 南瓜호박은 味甘 性溫 無毒하며 脾,

胃,肺에 귀경하여,補中益氣의 효능을 주로,分

利 便,驅蟲,解毒의 작용이 있으며,南瓜蔕는 安

胎의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南瓜호박의 부

차 인 효능으로 分利 便의 효능이 있긴 하지만,

재 건강원과 민간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産後

浮腫에 해서는 어떠한 문헌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2)南瓜호박의 주의사항

南瓜호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한 부분은

바로 주의사항이다.

南瓜호박의 주의사항은  本草綱目 에서부터 보

인다.補中益氣라는 효능 외에 더 많은 부분을

“多食發脚氣 黃疸.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라는

주의사항에 할애하고 있다.

이에 한 이유는  本草綱目拾遺 에서 살펴볼

수 있다.“張石 이 이르기를 南瓜호박은 至賤한

食品으로《綱目》에 이르기를 많이 복용하면 脚氣

와 黃疸이 발생하며 氣滯症을 발생하므로 羊肉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 다.그 藥性이 氣를 체

하게 하고 濕을 助長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 다.

즉 南瓜호박은 色은 黃色이고 味는 甘하여 순

수하게 土의 기운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

기 때문에 부분의 효능을 補中益氣라고 하여

中宮으로 귀경시켰다.그러나 이러한 土性은 濕土

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氣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淄博本草 에서 “凡患氣滯濕阻之病忌服”라

고 하여 이러한 논 을 뒷받침 한다.그 기 때문

에  中華本草 의 내용을 살펴보면  滇南本草 에

“胃中有積 ,吃之,令人氣脹作嘔 ,發肝氣疼;胃

氣疼 ,動氣,不宜多吃”라고 하 고 『滇南本草圖

說』에는 “多食發脚疾及瘟病.同羊肉食之令人滯氣”

라고 하 다. 食物  에 “瘧疾憂忌”라 하여 질병

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함을 나타낸다. 本草

省常 에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百病人皆忌之”라

기재하 고  隨息居飮食譜 에는 구체 으로 “凡時

病,疳,瘧,疸,痢,脹滿,脚氣,痞悶,産後,痧痘皆

忌之”라고 하 다.

 五洲衍文長箋散稿 에서도 “ 羊肉同食,令人發

水腫. 牛猪肉同食,尤助味無忌”라고 하 다.洪

鍾旭 등31)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가슴이 답

답하고 몸이 붓는다면 복용치 않는 것이 좋다.”라

고 하 다.

이를 통해 南瓜호박은 기본 으로 助濕氣滯의

성질이 있어서 일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활

용을 기시함을 알 수 있다.이는 효능주치에서

살펴본 便分利의 작용도 건강한 경우에 한정된

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産後浮腫의 病理와 治法

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産後浮腫에 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3.産後浮腫에 방제에 한 문헌고찰

産後浮腫은 婦女가 출산 후에 발생하는 안면이

나 사지의 부종을 말하는 것으로 産後水腫이라고

도 하며 한 姙娠浮腫이 치료되지 않아 산후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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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종이 이른 것까지를 포 하는 것으로 産後水

腫이라고도 한다.産後浮腫은 婦女의 생리 인 특

성과 산후라는 특별한 여건 하에 일어나는 부종이

므로 褥婦의 신 인 생리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한 일정기간의 산후조리와 섭생상의 특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東醫寶鑑 32)에서는 “産後浮腫,此由

敗血循經,流入四肢故也.血行腫消卽愈”라고 하여

그 원인과 치법을 별도로 제시하 다.

産後浮腫에 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수의 문헌

고찰이 있다.이를 바탕으로 産後浮腫에 頻用되는

방제와 主藥의 검토를 통해서 琥珀과 南瓜호박의

오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변 등
33)
은 역 52종의 문헌을 참고하여 産後浮

腫에 한 원인,증상,治方에 하여 정리하 다.

産後浮腫에 사용된 처방을 분석하면 敗血로 발생

한 부종에 활용되는 調經散類( 調經散,大調經散,

調中湯,調經湯의 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

으며 체의 31% 다.

정 등
34)
이 역 38종의 문헌을 이용한 조사에서

는 調經散類의 사용빈도가 33%로 나와 이와 비슷

한 결과를 보 다. 체 사용빈도에서 33%임과

동시에,최다 빈용 1-3 가 모두 調經散類로 이

처방의 요성이 잘 드러난다. 한 産後浮腫 치

법의 요한 은 血이 行하면 浮腫이 나으니 水

氣로 보고 치료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비록 부종

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滲濕利水하지 말고 祛 血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김 등
35)
의 産

後浮腫에 한 문헌 연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잘

반 된다.

이를 통해서 産後浮腫에 사용되는 주 처방은

調經散類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에는 “敗血

停蓄,血化爲水,而浮腫,宜大調經散, 調經散,正

脾散”라고 하여 調經散類를 우선 으로 제시하

다.처방의 구성을 살펴보면 大調經散 治産後腫滿,

喘急,尿澁.黑豆炒一兩,茯神五錢,琥珀一錢.右爲

末,烏豆,紫 葉煎湯,調下二錢.

調經散 治産後浮腫.當歸一兩,桂心,赤芍藥各

五錢,沒藥,琥珀,甘草各二錢,細辛,麝香各一錢.

右爲末,每一錢,溫酒,入薑汁調服.

처방 구성을 보면 모두 琥珀의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앞서 琥珀의 효능주치와 일치하

며,産後浮腫의 病理와도 일치된다.이에 본고에서

南瓜호박을 産後浮腫에 활용되는 것은 琥珀의 오

용이며,이는 발음상의 이유로 오용된 것임을 주

장하고자 한다.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 韓醫

書의 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뒷받침 하고자 한다.

4.한국 韓醫書  舟村新方 과  醫方合部 의

처방 분석

琥珀과 南瓜호박의 발음상에 기인한 오용의 문

제를 확인하기 해서는 한국에서 발간된 韓醫書

에 국한하여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南

瓜호박의 도입 연 로 추정되는 16세기 말이나 17

세기 의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韓國醫學大系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서 발간된  통의학 고 국역총서 을 심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舟村新方 의 琥珀膏

 舟村新方 의 자 申曼의 본 은 平山이며,

의정을 지낸 申欽의 증손으로 이조 서에 추증되

기도 하 다.申曼의 생몰연 는 1620~1669년으로

南瓜호박의 도입연 와 비슷하다.

그의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서문에서 신만은 옛

처방의 번잡함에 얽매어,증상에 따른 약재를 선

택하기 어렵게 된 을 한탄하고,보통 빈한한 민

가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호소하면서 실용화

되고 화된 보편 치료의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고방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용이 힘든 약재를 과감하게 이고,약성이 근

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 새로운 처방을 구성한 것이

다.이러한 작의도에 따라서 본 처방집은 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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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구나 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명한 구 방,민간방과 처치법 등의 경

험방이 많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시기 ․의학사상 근거를 바탕으로

南瓜호박의 활용을 살펴보는 것은 기 도입연

부터 치료 목 으로 활용된 사례로 단할 수

있다.

琥珀膏에 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脹滿症·塊症·疝,及腹中諸症,神效.

琥珀可容四五升 ,粘米五合作飯,曲末 眞油 生

淸 木末,各五合,牡丹皮 車前子 苦鍊根 乾薑 芥子

南方椒 川椒,各三合,右作末,大琥珀開蓋,去皮後,

各藥末納於其中, 覆蓋以藁索密裹, 以黃土塗外面,

埋於糠火中,待爛熟,隨量飮服.【一方,薑汁二合,

入諸藥末於琥珀後.覆以蓋紙,糊隙塗黃土,朝燃火.

翌朝取出,盛砂椀,隨量服之.】

琥珀膏는 脹滿症·塊症·疝 腹中諸症에 신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製法을 살펴보면 의

아한 부분이 있다.琥珀은 경도가 높은 약재임을

상기할 때 “호박이 가히 4~5되가 되는 것에 찹

5홉으로 밥을 지어 룩가루 참기름,좋은 꿀,

목말 각 5홉,牧丹皮,車前子,苦練根,乾薑,芥子,

南方椒,川椒 각 3홉을 가루로 만들어 큰 호박의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벗긴 후 각 약 가루를 그 속

에 넣고 뚜껑을 새끼 로 단단히 묶어 황토를 바

깥에 발라 겨로 불을 지핀 속에 묻어 충분히 익을

때를 기다려 당량을 먹는다.”와 “어떤 처방에는

생강즙 2홉을 모든 약 가루에 합한 다음 호박에

넣고 뒤집어 종이로 뚜껑을 풀로 붙이고 틈은 황

토로 발라 아침에 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꺼내 사

기그릇에 가득 채워 당량을 먹는다.”라는 설명

은 제법상 수 할 수 없다.경도가 높고 치 한

琥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약재를 넣는 것은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한 설명은 同書의

南瓜膏에 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2) 醫方合部 의 胡朴膏

 醫方合編 은  三意一驗方 과  村家救急方 의

내용을 주축으로 편자의 경험과 단편 자료들이 첨

부된 형태의 형 醫方書이다.이 책은 조선총독

부서고를 거쳐 이장된 필사본 1질이 국립 앙도서

에 의해 인되어 공개됨으로써 비교 최근에

세상에 알려졌다.

 三意一驗方 은 “三意一驗方:李碩幹․蔡得已․

朴濂․許任․本草․東醫․聞見方”‘三意’에 해당하

는 石澗 李碩幹,鶴汀 蔡得己,悟漢 朴濂은 光海

仁祖 연간에 크게 이름을 떨쳤던 명의이다.

 村家救急方 은 1538년( 종35년)에 金正國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醫方合編 의 편자가 이 책

의 서문으로 서의 서문을 삼았다는 에서 의의

를 지닌다.“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나으므로 처방이 온 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

고,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었다.”김

정국의 이 말은  醫方合編 의 편성 배경을 밝

주고 있다.

 醫方合編 은 이상 두 자료를 골자로,“其以下,

間書雜方․經驗”라고 하여 사이사이에 ‘雜方’과 ‘經

驗’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 ㆍ의학사상 특징은  舟村新方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醫方合部 편

자는 經驗方이라고 밝히면서 南瓜호박의 음차로

여겨지는 胡朴膏를 기재하 다.

胡朴膏 -經驗

【粘米作飯,曲子量飯,用淸蜜,眞油,胡椒,川椒,

苦椒,乾干,芥子,木米,苦蓮根,牧[牡]丹皮,各五

合,細末.胡朴 大 ,開頭作孔去核後,右材合製其

中,開頭還閉,取眞黃土,泥而厚塗全體,糠火埋之,

過一晝夜後,取出,空心蜜水調下,胸腹痛,疝症,脹

症,痰血,腹冷等症,神效.】

이를 살펴보면  舟村新方 의 琥珀膏에 들어가

는 약재의 목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큰 것

을 골라서 구명을 내고 씨를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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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그리고 황토를 바른다는 것은 주치효능에서

밝힌바와 같이 흉복통,疝症,腹脹,痰血,腹冷을

치료하는 같은 경험방으로 볼 수 있다.

3) 舟村新方 의 南瓜膏

 舟村新方 은 재 세 가지의 래본이 있다.

하나는 1930년 沃川에서 발견된 鉛活字本이고,다

른 하나는 서울 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하는

筆瀉本이며,마지막으로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되

어 해지고 있는  舟邨神方  필사본이 있다.활

자본과 필사본  舟村新方 은 자가 같다고 보기

힘들만큼 서로 다른 편제를 띠고,목차나 내용에

서도 공통된 곳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

다.필사본 둘도 편제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국립

도서 에 소장된 필사본이 자 형태를 작게 쓰

고,여백을 으며 뒷부분이 생략되어 동일한

문(門)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 선후나 傳寫 계통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南瓜膏에 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舟村新方 의 南瓜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瓜膏,南瓜可容四五升 ,粘米五合作飯,曲

[麯]末 眞油 生淸 木麥末各五合,牧[牡]丹皮 車前

子 苦鍊根 乾薑 白芥子 南方椒 川椒 胡椒各三合,

右作末,南瓜啓蓋去仁後,藥末入于其中,覆蓋以藁

索密裹,以黃土塗之,埋於糠火中,待爛熟,隨量溫

服.一方,入薑汁二合,云治腹脹塊症 胸腹痛 疝症

及腹中諸疾,神效.

이는 실제 으로 同書의 琥珀膏나, 醫方合部 

의 胡朴膏와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同書에서

같은 내용을 琥珀膏,南瓜膏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것은 南瓜호박의 활용이 범 했음을 반증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그러나 南瓜호박의 단

독 효능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溫脾胃하는 약재들

과 배합하 을 때 腹痛諸疾에 부차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활용의 요성은

본고에서 주안 으로 삼고 있는 産後浮腫의 血

病理와 치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

으며,南瓜호박이 유입된 기부터,발음상의 동일

성으로 혼란과 오용을 불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Ⅲ.고 찰

박 등
37)
의 연구에 따르면 産後浮腫에 산후조리

를 하여 먹은 음식의 종류에는 미역국을 먹었다

고 응답한 자는 100명 93명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 南瓜호박을 먹었다고 응답한자가 47명으로

체 비율의 24.7%나 되었다.이는 가물치와 잉어에

비해서 2~3배 높은 것이다.산후조리시 먹은 음

식이 좋다고 응답한 자는 100명 72명으로 그

이유는 산후부기를 빼주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응

답한자가 45명으로 제일 많았다.이 외에는 산후

부족한 양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젖을 잘나오

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나 이에 미치

지는 못했다.

이러한 범 한 활용에도 불구하여 産後浮腫

에 南瓜호박을 사용하는 문헌 근거가 제시된

은 없었다.일부 논문에서는 南瓜호박의 근거를 “

 東醫寶鑑 에 소변이 잘 나오고 을 밝게한다”라

고 기재하고 있으나  東醫寶鑑 에는 南瓜호박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상기한다면 이의 잘못은 명백

하다.실험연구를 보면 강 등
3)
은 南瓜호박은 뇨

의 potassium이나 sodium의 변화를 주지 못했으

며,WBCcounting에 있어서도 가물치와 生化湯과

는 달리 별 변화를 주지 못하 다. 한 장 등
38)

이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비록 南瓜호박을 주원료

로 하 다고는 하나 한약재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南瓜호박의 단독 효과로 보기는 어려워 근거로 삼

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南瓜호박의 産後浮腫 활용에 한 근거를

확보하기 해 문헌고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

히려 南瓜호박의 사용은 琥珀의 오용이며,단순히

産後浮腫의 활용에 잘못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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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잠재 인 부작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琥珀은 心,肝 膀胱經에 작용하고 活血散 ,利

尿通淋의 효능으로 血滯經閉,産後 滯腹痛,癥瘕

積聚,血淋尿血을 치료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名醫別  에 “琥珀 味甘 平 無毒.

主安五臟 定魂魄 殺精魅邪鬼 消 血 通五淋.生永

昌”으로 기재된 후에 모든 本草書에서 일 되게

주장하고 있다.단 후 의 本草書는  開寶本草 에

서 “ 血을 없애는데 지 한 효험이 있고,大黃과

鱉甲을 이용하여 散劑로 만들면 婦人 腹內의 血

을 모두 없앨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이 그 활

용례를 확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한국의 本

草書인  本草精華 에서도 “破結瘕,治産後兒枕痛,

削服療 血至驗”라고 하여 血에 하여 효능을

주창하 다.

국내 韓醫書인  壽世秘訣 의 琥珀丸과  兩無神

編 의 琥珀散에서도 모두 癥瘕와 氣塊를 헤치

며,산후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거나 血로 아랫

배가 아 때에는 모두 마땅히 이 처방을 복용시

켜야 한다고 하 다.

琥珀의 이러한 특징은 南瓜호박과 확연히 구분

된다.1492년 미 륙이 발견된 이후에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로 분포하게 된 南瓜호박은  本

草綱目 에서 처음으로 그 효능이 기재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7세기 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이러한 향으로 南瓜호박의 本草學的 효능

의 기재는 제한 이다.

 本草綱目 에는 南瓜호박의 효능으로 단지 補

中益氣라고만 고 있으며,오히려 주의사항으로

“多食發脚氣 黃疸.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라고

하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 다.이러한 이유는

 本草綱目拾遺 에서 살펴볼 수 있다.“張石 이

이르기를 南瓜호박은 至賤한 食品으로《綱目》에

이르기를 많이 복용하면 脚氣와 黃疸이 발생하며

氣滯症을 발생하므로 羊肉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

고 하 다.그 藥性이 氣를 체하게 하고 濕을 助

長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 하 다.南瓜호박의

藥性은 그 色과 味에서 살펴볼 수 있다.色은 黃

色이고 味는 甘하여 순수하게 土의 기운을 얻었다

고 볼 수 있다.그 기 때문에 효능을 補中益氣라

고 하 고 中宮으로 귀경시켰다.그러나 이러한

土性은 濕土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氣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주의사

항에 해서는  淄博本草 에서 “凡患氣滯濕阻之病

忌服”라고 이유를 설명하 고,百病諸疾에 사용하

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근거한다면 비록

南瓜호박의 補中益氣消腫의 효능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건강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산후부종을

비롯한 생리 ․병리 인 주의가 요구되는 시 에

서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産後浮腫의 病理와 治法에 하여  東醫寶鑑 

에서 “産後浮腫,此由敗血循經,流入四肢故也.血

行腫消卽愈”라고 기재한 것과 産後浮腫에 활용되

는 처방 調經散類가 30%를 넘고,이의 공통

主藥이 琥珀임을 상기한다면 産後浮腫에 南瓜호박

의 사용이 잘못된 것과 오히려 이의 활용이 氣滯

助濕하여 회복을 늦추거나,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琥珀이 産後浮腫에 사용되는 主藥이라는

것은 문헌고찰 결과상 명백하다.

유독 국내에서만 産後浮腫에 南瓜호박의 오용

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琥珀과 南瓜호박의

오용이 同音異語의 문제라면,한국 韓醫書에 국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舟村新方 에는 琥珀膏가 기재되어 있다. 舟村

新方 의 자 申曼의 생몰연 는 1620~1669년으

로 南瓜호박의 도입연 와 비슷하다.琥珀膏는 脹

滿症·塊症·疝 腹中諸症에 신효가 있다고 밝히

고 있다.그러나 琥珀은 경도가 높은 약재임을 상

기할 때 “호박이 가히 4~5되가 되는 것에 찹

5홉으로 밥을 지어 룩가루 참기름,좋은 꿀,목

말 각 5홉,牧丹皮,車前子,苦練根,乾薑,芥子,南

方椒,川椒 각 3홉을 가루로 만들어 큰 호박의 뚜

껑을 열고 껍질을 벗긴 후 각 약 가루를 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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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뚜껑을 새끼 로 단단히 묶어 황토를 바깥에

발라 겨로 불을 지핀 속에 묻어 충분히 익을 때를

기다려 당량을 먹는다.”와 “어떤 처방에는 생강

즙 2홉을 모든 약 가루에 합한 다음 호박에 넣고

뒤집어 종이로 뚜껑을 풀로 붙이고 틈은 황토로

발라 아침에 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꺼내 사기그

릇에 가득 채워 당량을 먹는다.”라는 설명은 製

法上 수 할 수 없다.경도가 높고 치 한 琥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약재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南瓜호박의 음차로 여겨지는 胡朴과 이의 활용

인 胡朴膏는  醫方合部 에서 찾아볼 수 있다.胡

朴膏는  舟村新方 의 琥珀膏에 들어가는 약재와

유사하며,큰 것을 골라서 구명을 내고 씨를 제거

하고 사용한다는 것,그리고 황토를 바른다는 것

은 주치에서 밝힌바와 같이 흉복통,疝症,腹脹,

痰血,腹冷을 치료하는 같은 經驗方으로 볼 수 있

다.

실질상 같은 내용이 활용례가 同書에 다른 이

름으로 기재되고 있다. 舟村新方 의 南瓜膏는 琥

珀膏,胡朴膏와 내용이 동일하다.이는 기존에 없

던 식물(약재)가 朝鮮에 유입되면서 발음상의 동

일성으로 인하여 琥珀-胡朴-南瓜호박으로 표시하

는 등 혼란을 유발하 고,심지어 그 활용에 있어

서도 기존의 본 효능과 섞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용이 에까지 이르러 리 퍼지게

된 것은 南瓜호박이 식생이 모든 지역에서 잘 자

라고, 舟村新方 과  醫方合部 의 자가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나으므로 처방이 온

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고,단지 민간에서 쉽

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라고 밝힌 것

처럼,주 에서 손쉽게 구하고 활용될 수 있는 것

을 리 이용하면서 발생되었다고 사료된다.

南瓜호박의 민간사용도 南瓜膏의 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 사용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溫脾胃

하는 약재들과 배합하 을 때 腹痛諸疾에 사용될

수 있는,맛을 더하고 양을 주는 정도의 부차

인 재료임을 염두해야 한다.

더군다나 産後浮腫에 南瓜호박을 사용하는 것

은 琥珀의 오용일 뿐이며,産後浮腫이나 온갖 질

병이 있을 때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産後浮

腫과 같이 특정한 생리상황에는 주의를 요하며,

産後浮腫의 血病理와 치법에 한 이해가 요구

된다.그러므로 주 에서 리 구할 수 있는 재료

라고 하더라도 문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활용되

어야 소기의 목 에 도달 할 수 있으며,민간에서

의 남용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볼

수 있다.

Ⅳ.결 론

산후부종에 빈용되는 南瓜호박과 琥珀의 문헌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琥珀은 心,肝 膀胱經에 작용하고 活血散 ,利

尿通淋의 효능으로 血滯經閉,産後 滯腹痛,癥

瘕積聚,血淋尿血을 치료하며,이러한 효능은

역 本草書의 일 된 記述이다.

2.明末에 처음 도입된 南瓜호박은  本草綱目  甘

溫 無毒,補中益氣로 기재되었으며,滯氣助濕의

폐단이 있어 “凡患氣滯濕阻之病忌服”해야 한다.

3.産後浮腫의 원인은 “産後浮腫,此由敗血循經,

流入四肢故也.血行腫消卽愈”으로 역 의서에

서 血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 고,최다 頻用

처방은 調經散類로 主藥은 琥珀이다.

4.産後浮腫에 南瓜호박이 琥珀 신에 활용된 것

은 同音異語이 문제이며,이러한 사실은  舟村

新方 과  醫方合部 의 琥珀膏,胡朴膏,南瓜膏

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5.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약재)라고 문가의

지도와 문헌 ․실험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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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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