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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dvertisements in Dong-a newspaper about gynecological drugs between 1920 and 1945 and analyzed the 

awareness of women’s health and disea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advertisements included leukorrhea, oligomenorrhea, 

dysmenorrhea, feeling of cold, sterility, hysteria,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and identified inattentive menstruation, improper 

intercourse, poor pre- and post-natal care as the cause for illness.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limitations; it only analysed 

advertisements from Dong-a newspaper, and most of the drugs were manufactured in Japan and might not accurately reflect the 

health and disease of Korean women. Suggested future studies may include analysis of institute magazine and Japanese news 

advertisements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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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물에 실린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기능을 넘어서 중의 의사소통 산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1) 광고의 내용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가치관, 이
념을 반 하는 동시에 중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새로운 
인식을 창출해내기도 한다.2) 이렇듯 광고는 사회의 모습과 

변화를 반 하고 있어3) 특정 시기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모
습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근  시기의 광고 내용을 보면 의약품 광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4) 광고되어진 의약품의 하위유형들
을 보면 성병치료제가 15.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자양강장제가 13.5%, 소화기류가 8.8%, 부인용제가 6.2%
로 많았으며 소화기류는 1910년  이후로 광고의 수가 줄
어들고 있는 반면 성병치료제, 자양강장제, 부인용제는 꾸
준히 광고되어지고 있었다.5)

광고를 통해 근  여성의 모습을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
1) 권창규. 상품의 시 . 서울:민음사. 2014:1-468.
2) 박은아. ｢광고에 한 인식요인과 전반적 광고태도의 관계 연구｣. 광고학연구. 2006;17(2):193-223.
3) 이귀옥. ｢광고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남성성의 변화｣. 한국광고홍보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5;113-130.
4) 서범석, 원용진, 강태완, 마정미. ｢근 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 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 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

으로｣. 광고학연구. 2004;15(1):242-243.
5) 서범석, 원용진, 강태완, 마정미. ｢근 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 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 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

으로｣. 광고학연구. 2004;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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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마정미, 강태완6)은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
로 근  여성의 여성상을 밝혔고, 김응화7)는 상품광고를 
통해 근  여성들의 소비문화에 해 분석하 다. 당시 여
성의 모습은 주로 여성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고 광고
를 통한 분석은 아직 미비하며 근  시기 여성들의 건강과 
질병에 한 연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로부터 부인의 병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고 힘들다 
하 고8)9) 東醫寶鑑, 醫方新鑑, 春鑑錄, 方藥合編 
등의 의료서적에서는 婦人門을 따로 두었으며 婦人良方, 
부인병치료법 등 부인과 서적을 발간하여 부인의 병을 
일반적인 병들과 달리 보고 치료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

시기에까지 이어져 1941년 출간된 조헌 의 부인병치료
법에서도 부인병은 원인이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당시 여성의 몸에 남성의 손이 닿는 것을 죄로 알
았기 때문에 맥진을 제 로 하기 어려워 부인병의 진단과 
치료가 곤란하다고 하 다.10)

특히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에게 건강의 문제는 국가의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다. 식민
지백성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고, 이를 개선시켜 
줄 의료혜택은 일부 고위층 및 부유층의 전유물일 뿐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부인들은 더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이었다.11)

일제강점기 신문에 실린 부인병 치료약들의 광고 문구에

서는 부인병의 원인, 증상, 치료 방법, 치험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시 부인병 광고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당시 여성들의 건강과 질병에 해 알아보
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20년~1945년에 간행된 동아일보 속 광고 
중 부인병 약 광고를 상으로 하 다.12) 동아일보 창간일
인 1920년 4월 1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
정한 후 ‘부인’, ‘부인병’, ‘여성병’으로 검색하여 나온 결과
들 중에서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 광고 424건을 선별
하 고 그 중 익모초 엑기스, 명지모, 오기나구, 태양조경
환, 희곡실모산 등 총 22종류13)의 약들을 분석하 다. 중
복되는 광고는 제외한 후 부인병에 한 내용이 기재된 광
고 69편을 분석하 으며 선별된 광고의 약 종류와 광고된 
년도는 <표 1>과 같다. 이 중 익모초엑기스, 태양조경환, 
부인백보환, 칠제향부환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약이고 그 외 나머지 약들은 일본에서 만들어 와서 판매한 
약이다.

6) 마정미, 강태완. ｢근 광고 논증을 통해 본 근 적 여성의 주체구성 –1920~80년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05;71-82.

7) 김응화. ｢근  상품광고로 본 新소비문화와 신여성｣. 동국사학. 2012;52:157-197.
8) 婦人大全良方 卷之二 眾疾門 ≪極一方≫ 總論第一 : 古方以婦人病比男子十倍難治, 不亦言之深乎!
9) 조헌 .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學林社. 1983.
10) 조헌 .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學林社. 1983.
11) 정지훈, 김도훈. ｢일제강점기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 광고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11.
1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제공하는 광고들을 상으로 섹션과 유형 모두 광고로 한정지어 검색하 다.
13) 익모초 엑기스, 명지모, 오기나구, 중장탕, 태양조경환, 희곡실모산, 와세돈구, 양명주, 겐고-루, 수묘, 베루쓰환, 미보탕, 부인백보환, 부인정, 

칠제향부환, 혜내옥, 부루도-제, 오바후르몬, 오오호르민, 일독매독약, わかもと(와카모토), トツカピソ(도쓰가삥)으로 총 22종류이다.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15, VOL. 28, No. 2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87

- 89 -

익모초엑기스

명지모,오기나구

중장탕

태양조경환

희곡실모산

와세돈구
양명주

겐고∣로
수묘

베루쓰환
미보탕

부인백보환

부인정

칠제향부환

혜내옥

부루도∣제

오바호르몬

오오호르민

일독매독약

わかもと

トツカピソ
합계

1920 1 1 2
1921 1 1
1922 1 2 1 4
1923 1 5 6
1924 3 1 1 5
1925 2 1 3
1926 4 4
1927 2 1 1 4
1928 2 1 1 4
1929 2 1 3
1930 1 1
1931 1 1 2
1932 1 1 2 1 5
1933 1 2 3
1934 1 1 1 1 4
1935 1 1 1 1 4
1936 2 1 1 1 1 6
1937 1 1 1 3
1938 0
1939 2 1 1 4
1940 1 1
1941 0
1942 0
1943 0
1944 0
1945 0
합계 2 11 12 8 7 2 3 1 4 3 1 1 1 1 2 4 1 1 1 1 2 69

표 1. 분석한 광고의 약 종류와 광고된 년도

Ⅲ. 본론

1. 광고 속에 나타난 부인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부인의 체질에 해 희곡실모산의 광고에서는 “부인의 
체질은 일반으로 남자에 비해서 繊弱한데다 産兒라는 임
을 마터 가지고 잇는 고로 병도 복잡해서 환절기마다 변조
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4) 또한 “부인
들은 성적 기관에 한 지식이 비교적 부족하여 부인병을 

방임하기 쉬운데, 자궁병, 하증 환자는 물론 그러한 징후
가 있거나 성적으로 엇던 불안감이 있는 경우 부인병을 의
심해봐야 한다.”15)고 하여 징후가 있으면 부인병을 의심하
고 방임하지 말며 치료할 것을 권장하 다.

부인병이 생기는 원인에 해서는 “ 체 이러케 무서운 
부인병이 엇더한 원인으로 발생하느냐하면 흔이 월경시의 
부주의, 남자의 마질감염, 성교상 부주의, 산전산후의 불섭
생, 유산 등으로 생기게 됨니다.”라고 하여 여성의 불섭생, 
부주의나 감염, 다른 질환 등에 의해 부인병이 생길 수 있
다고 보았다.

부인병의 증상은 하증, 하복부와 요부 인통, 신경과민, 

14) 희곡실모산의 광고. 1932.02.15.
15)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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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깨 통증, 월경부조, 불임, 성욕감퇴 뿐만 아니라 자
궁내막염, 난소염 등이 있다고 설명하 는데16) 실제로 조
사한 약들의 주된 치료증상들도 하증, 월경불순, 월경통, 
냉증, 히스테리, 두통, 현훈 등이었다. 또한 희곡실모산의 
광고에서는 “부인병의 증상은 이러한 복잡한 체질관계상 참
말로 천차만별이얘서 어느부의 장해에 긋치지안코, 반드시 
신체 각부에 관련하야 여러 가지 병을 이르킵니다. 例하면 
월경곤란이 잇스면 머리가 무겁고 요통하복통이 잇스면 식
욕이 振하고 변이 비결하며 기분이 좃치안코 안면이 아
니되는 등 각종 증세가 생김니다”17)라고 하여 부인병의 증
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부인병은 부인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을 의미하 으며 성기의 기질적인 질병 뿐 
아니라 성기능 장애, 월경 관련 질환, 요통과 하복부 및 신
체통증 질환, 신경과민을 포괄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문구의 표현을 살펴보면 질병명이나 증상명을 표현할 
때에는 ‘ 하증’, ‘냉증’, ‘현훈’ 등 한의학적인 용어들이 주
로 사용되고 있었고, 자궁의 기질적인 질병이나 감염 등 병의 
원인이나 병리 기전에 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지식을 바탕
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한의학 지식을 천하게 여기고 
서양의학을 중심의학으로 한 당시의 보건 정책에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18)

2. 광고 속에 나타난 부인병의 종류

1) 냉증

냉증은 냉증, 냉병, 자궁냉증, 수족냉증, 수족궐냉, 요부
냉증으로 표현되었으며 わかもと(와카모토)의 광고에서는 
‘冷性(냉성)은 어째 婦人(부인)에게 만흔가’19)라는 광고문구
를 통해 부인들에게서 냉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 

냉증이 생기는 원리에 해서는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문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래 자궁은 생리상 일정한 열량을 요하며 또한 항상 

보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것인  내내 엇더한까닭으로 
몸이 냉해서 이 열량의 평형을 엇지 못하게 되면 직시 자궁 
제기능에 장해가 생기며 또한 만은 열량을 요구함으로 따
라서 그 반동으로 수족과 요부가 냉해지는 법은 맛치 감기 
들엇슬 때에 일시에 비상히 한기가 들어 그것으로 발열되
는 것과 갓흔 이치외다.”20)

わかもと(와카모토)의 광고에서는 냉증의 원인에 해 
부인병, 여성호르몬 분비 감소, 빈혈증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다. 

“여름에도 냉한것가튼것은 물론 병적이니 원인으로는 
체 삼종의 경우가 잇습니다. 第一은 부인병으로 자궁내막염 
내지 실질염, 나팔염 등 때문에 하반신의 순환 장애를 야기
하는 경우고, 第二는 난소의 여성호루몬 분비이 쇠퇴하는 
경우, 그 결과 생식기관 전체가 기능부진이 되여 체액의 순
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第三은 諸種의 원인으로 생기는 
빈혈증으로, 爲先 부인은 가정에 잇서 운동부족이 되기가 
쉬웁고 그때문에 소화불량, 변비를 일으키고, 조혈소의 부
족이나 혈구세포의 파괴로, 빈혈됨이 만코, 또 임산에 반하
는 악성 빈혈도 잇읍니다.”21)

또한 1930년  후반 “섬약한 여자의 체질 냉해지기 쉬운 
이유”라는 기사에서도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 냉증
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22) 위의 세 가지 원인 이외에
도 “初春에는 누구던지 외출이 만어짐으로 따듯한 방안에 
잇다가, 급히 냉기를 쏘이게되는데, 이것이 감모와 냉증의 
큰 원인이 됨니다.” 라고 하여 냉증은 계절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23) 

냉증을 ‘수족냉증’, ‘수족궐냉’, ‘요부냉증’으로 표현한 것
으로 보아 냉증의 증상은 손, 발이나 허리부위 등 신체에서 
냉감이 느껴지는 것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은 건강한 분이라도 厥冷症이 잇으면 血行이 바루지 못하
야, 身體에 故障이 생깁니다. 더욱히 몸이 약한 분은 견딜
수 없음니다. 두통이 잇고, 얼골이 확근확근하며 반 로 하
반신은 냉해저서 무서운 부인병의 앙진을 면치못하게 됩니
다. 궐냉증을 속속히 제거하야 다순 혈조가 전신을 순조롭
게 순환하면 두한족열의 건강체를 보존케됩니다.”24)라고 

16)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6.01.16.
17) 희곡실모산의 광고. 1932.02.15.
18)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의사학회지. 2003;12(2):110-128.
19) わかもと(와카모토)의 광고. 1934.12.19.
20)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6.01.16
21) わかもと(와카모토)의 광고. 1934.12.19.
22) “섬약한 여자의 체질 냉해지기 쉬운 이유” 동아일보. 1939.11.04. 
23) 희곡실모산의 광고. 193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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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시에는 냉증이 있으면 血行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2) 불임증

근 시기에는 조선인을 통치한다는 일제 식민지 교육의 
목표에 따라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역할 규범을 강조하 고, 
여성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성이 강화되었다.25) 광고에 

실려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들과 실제로 약을 
복용하고 아이를 낳은 실례(그림 1), “부인네 모든 병을 곳
치고 아들 딸 잘 낫케하는 약”26) “婦人諸病을 消除하고 姙
孕力을 復活케하는 婦人病藥 命之母”27) 등의 광고문구들은 
이 시기 여성들의 업은 임신과 출산이었음을 알려주며, 
모든 부인병은 결국 불임을 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꼭 
치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좌측1,2)과 실제로 약을 복용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모습(가장 우측). 
좌측부터 익모초엑기스의 광고. 1931.11.11. 양명주의 광고. 1935.06.28. 명지모의 광고. 1929.04.30.

또한 당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그 설움이 
심했는데, 광고 문구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
로 와세돈구의 광고에서는 “아해를 못낫는 것은 작기의 일
생을 쓸쓸케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불행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됩니다.”28)라고 하 고 태양조경환의 광고에서는 古談 
‘화평과 자녀’를 인용하여 재물이 얼마가 들든 자식이 있다
면 큰 행복이 될 것이라 하 다.

“……글세, 자식업는 설음이야, 누가 업슬 사람이 잇겟소, 
말을 하나 안이하나 자식만 잇으면 재물은 얼마가 들든지 
관계 안이하니, 엇더케하던지 밧구기만 하시오. 그러면 우
리 집안의 큰 횡복이 되겟고, 우리 일생에 큰 장사가 되겟
소(이하 생략)”29)

불임의 원인에 해서는 “남자의 질병으로 불임되는 경
우가 엄지아니하나 그것은 문제가 못되리만하 소수이고 
개는 부인병이 원인되여잇습니다”30)라고 하여 남성의 불임
과 여성의 불임을 나누어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불임은 “애기를 배지 못하는 원인은 물론 부인에
게도 만치만 남자에게도 잇습니다. 즉 남자가 림질로하야 
고환염을 심하게알은즉 정충이 업서지므로 부인이 무병한 
때라도 애기를 배지 못하는 것입니다.”31)라고 하여 남편이 
임질을 앓으면 부인이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인병으로 인한 불임은 “ 하물의 해독은 제일 여자의 
할 일을 못하게하며 임신을 방해하와 평생에 불임신의 원
인이 됨니다.”32), “ 체 부인병중에는 자궁병 가치 걸니기 

24) 중장탕의 광고. 1939.03.03. 
25) 김응화. ｢근  상품광고로 본 新소비문화와 신여성｣. 동국사학. 2012;52:163.
26) 태양조경환의 광고. 1920.04.16. 
27) 명지모의 광고. 1926.08.21
28) 와세돈구의 광고. 1939.11.29.
29) 태양조경환의 광고에 인용된 古談 ‘화평과 자녀’. 1921.12.31
30)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6.08.21.
31)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37.07.07.
32)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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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병은 엄슴니다 (중략) 일단 본병에 걸니면 아모리 경
증이라 할지라도 근치되지 못하면 임신할 수는 엄슴니다.”33), 
“애기를 못낫는 부인은 체내에 임신소가 부족해잇는것이므
로 이것을 증진하면 이상하게도 자보를 어들 수 잇습니다.”34) 
이라 하여 하증, 자궁병, 임신소 부족 등으로 불임이 생
길 수 있다고 보았고,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 다. 

3) 대하증

하증을 치료하는 약은 익모초엑기스, 명지모, 오기나
구, 태양조경환, 희곡실모산, 와세돈구, 미보탕, 부인정, 칠
제향부환, 혜내옥으로, 이 중 오기나구, 와세돈구는 외용약
이고 나머지는 내복약이다. 

당시에는 하증을 감염, 부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세
균이 자궁 기관을 침범하여 생긴 월경 이외의 음부 분비물로 
보았으며35)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문구들에서 하증의 
원인, 증상 등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 하증이라는 것은 월경이외에 음부에서 물갓흔 투명한 
것이 흐르기도하고 혹은 코물갓흔 것이 나오기도 하는 것
인데 그 원인은 임질의 감염, 월경시의 부주의, 과방, 자궁
제병 난소염, 감염 등으로 생기는 것임니다 초기에는 콧물
갓흔 하물이 나오다가 점점 심하면 피고름이 나오개 됨
니다.”36)

또한 식민지시기에 발간된 方藥合編 내에 수록된 ‘病名
對照表’에 따르면 하를 자궁내막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당시 하를 자궁의 질환과 연결
해서 생각했으며 하물이 나오면 자궁 내･외막염, 자궁실
질염 혹은 난소염 등의 자궁병이 있다고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물로 인한 후발 증상들도 부인 건강에 향을 미치
는데 “‘ 하증’이 잇으면 아해를 못낫케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37) 하증을 불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東醫寶鑑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東醫寶鑑에서는 綱目을 인용하여 ‘부인들에
게 있어서 하는 첫째가는 병이 되니 잘못하면 자식을 낳
을 수 없으므로 빨리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 다.38)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에서는 불임 이외의 하증의 후
발증상들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궁병의 후발증 : 
차 하물은 임신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오래동안 계속하여 
배설하면 체내의 만흔 혈액을 소실하여 빈혈증으로 전신쇠
약 안면창백 호흡곤란 심계항진 肩重感 欠伸 소화불량증 
두통현훈 등이 심신을 다 고통케하며 정신증상까지 犯하여 
애정의 감퇴 망각증 항상불쾌 신경과민증 혹은 신경쇠약 
히쓰데리-도되며 병이 점차 중하여지면 신장염 복막염 나
종에는 심장까지 치범하야 생명을 일는일이 비일비재함니
다.”39)라고 하여 하증으로 인해 전신적인 증상과 정신증
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4) 히스테리

근  시기 약물광고에는 약이 치료하는 질환들 중 히스
테리라는 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히스테리’는 감정을 조
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의미하며 유독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histeria에
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히스테리는 1920년  이전부
터 등장하 으며 히스테리 증상을 앓던 부인들의 자살 시
도 소동, 부부싸움에 한 기사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부
인들의 심신에 큰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근  시기
에는 히스테리를 남성의 뇌병, 신경쇠약, 생식기능쇠약에 

비되는 부인 특유의 질환으로 보았고40) 血行이 순조롭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신경과민 증상이라고 인식하 다.41)

또한 トツカピソ(도쓰가삥)의 광고 문구를 보면 “임신치 
아니하는 사람은 생리적 비관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조금만 일에 노심하는 일이 만슴니다. 신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면 신경쇠약 히스데리에 걸리고, 또 빈혈, 냉증, 성욕
결핍증이 되야 사랑도 락도 업는 불행한 신세가 됨으로 

33)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4.06.25.
34) 혜내옥의 광고. 1940.05.12.
35)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4.08.23.
36)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6.10.28.
37) 와세돈구의 광고. 1936.05.20.
38) 허준. 東醫寶鑑. 서울:법인문화사. 2012. : 婦人帶下 是第一等病 令人不産育 宜急治之 扁鵲過邯鄲 聞貴婦人 所以專爲帶下醫也 (綱目)
39)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24.05.22.
40) トツカピソ(도쓰가삥)의 광고. 1922.11.09.
41) 중장탕의 광고. 19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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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42)라고 하여 여성의 성교와 임신을 히스테리와 연
관 지어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미보탕의 광고문구에서는 당시 히스테리에 한 인식에 
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처녀든지 주부든지 여자의 신체는 평소에 잘 조섭하지

안흐면 작고 이어서 의외의 병이 생김니다. ●월경불순이나 
血의 道... 자궁내막염 ● 하증 하물 ●두통 현훈 ●얼음

가튼 수족궐냉 ●下腹癪病 등 세상에서 말하는 부인병이 
‘히스데리’가 되며 아이를 못낫는 것도 병때문오로 날마다 
침울하야 기분이 조치 못하야 말할 수 업는 슬픔과 쓸아린 
고통으로, 자연히 가정도 풍파가 생겨서 어머니의 불만, 남
편의 불쾌ㅡ ‘여자의 웃는 얼골은 가정의 광명’이라는 것이 
업서지고 의학과 약학의 幼稚한 녯적에는 이 삽화와 가튼 
비참한 말이 지처에 만헛습니다.(그림 2)43)”

그림 2. 미보탕의 광고. 1928.02.26.

어린 소녀의 ‘히스테리’에 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고 있
는데 부인의 히스테리와는 달리 血行이나 월경, 임신, 자궁
의 질환과 관계가 없으며 정신적인 증상을 위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개는 유전하는 것으로 병증세가 나타나기는 
열두살때부터입니다. 우선 매우 사람의 비위를 마초랴고 듭
니다. 그리고 어떤 도옴가 조타든지 실타든지 극단으로 난
홉니다. 또 음식도 특별히 갈인다는 것이 만흡니다. 이런 
소녀는 곳잘 누가 따렷다든지 욕을 햇다든지하고 거즛말을 
털어노으며 어른을 걱정하게하고서 자미잇서합니다. 더욱이 
유혹을 밧도록 행동을 하야 실디로 유혹을 당하고 마는 례
도 잇습니다. 그리고 뎨일 극단으로 신경질로 변합니다. 이
것을 고치라면 감정을 자극하는 활동사진 구경거리 서적 
가튼 것을 절 로 피하지 안흐면 안됩니다. 이런 소녀의 어
릴때를 삷혀보면 개 극렬하게 우는 법입니다.”44)

5) 성병

근  시기에는 일본이 들여온 공창제도와 유곽으로 인해 

매매춘이 성행하 고 그에 따라 성병이 유행하 다.45) 성
병 치료제에 한 광고는 의약품 광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명지모, 오기나구와 겐고루-환, 베루쓰
환의 광고문구에서 성병 중 임질과 매독에 한 특징, 원
인, 분류 및 증상, 후발증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1) 임질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문구에서는 임질의 기본적인 개
념과 증상에 해 설명하 는데, 당시에는 임질은 전염성이 
있으며 개 급성으로 발병한다고 인식했다고 보았다. 또한 
임질균이 전염되면 자궁내막염이 되어 고름 같은 하증이 
흐르게 되고, 하증이 심해지면 방광염, 난소염, 자궁실질염 
등의 생식기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남편의 림질은 자연히 부인에게까지 전염되고 림질이 
부인에게 전염된 때에는 첫재로 아랫배가 단히 아프고 
몸에 열이 생기고 좀더심해지면 관절염이 되어서 팔굼치나 
무릎같은 뼈마디가 아프고 잘못하면 절룸바리나 반신불수
가 되는 수도 잇습니다. (중략) 이와갓튼 병세는 개 급성

42) トツカピソ(도쓰가삥)의 광고. 1924.09.07.
43) 미보탕의 광고. 1928.02.26.
44) “유혹을 청하는 소녀 ‘히스데리’”. 동아일보. 1928.12.18.
45) 서범석, 원용진, 강태완, 마정미. ｢근 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 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 개화기~1930년 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

심으로｣. 광고학연구. 2004;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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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림질이 전염 되엿다고 누구던지 급성자궁병이 되엿
다고 누구던지 급성자궁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
라서는 그와 반 로 별다른 고통이 없이 만성 자궁병이 되
는 수도 잇습니다.”46)

또한 겐고-루의 광고문구를 통해 당시에는 임질을 급성
과 만성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증상과 후발증에 해 구
분해서 인식하 음을 알 수 있다.

“림질은 보통 전염된지 삼일 내지 칠일에 발생되나니 처
음에는 뇨도가 뜩금거리고 가렵기도하고 고름이 석겨서 차
차 오줌누기에 골난을 늣기게됨니다. 이런때가 급성림질의 
증세인데 이것도 이삼주간 지내면 조곰고름도 개이고 앞움
도 그리 심치 안케됩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보면 뇨도구
에 고름이 끼여잇슬뿐임니다. 이때는 벌서 만성림질의 증세
이니 차차 고질만성이되야 치료키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무
서운 병발증을 발생케되는 것입니다. 병발증을 간단히 말삼
드리면 병독이 전신에 퍼저서 열이 나며 매디매디가 부어
올느는 관절염이 되며 림질이 속으로 들어가 攝護腺炎 또
는 부고환염을 일으켜서 정충을 모다 죽임으로 아해를 못
낫케됨니다.”47) 

(2) 매독48)

매독을 치료하는 약은 베루쓰환과 일독매독환이 있었으
며 이들의 광고문구에서는 매독의 원인, 증상, 특징, 치료법 
종류 등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매독이 매독균 ‘스피로헤타’에 감염되면 발생한
다고 인식하 고 그 원인에 해 “무서운 매독균 ‘스피로헤
타’가 인체에 침입하는 것은 극히 작은 피부와 점막음부의 
조곰버서진 상처로 부터이니 개는 매독환자와 交接, 接
物, 담배물부리, 식기, 의복 등에서 감염하나 가장 많은 것은 
不潔한 교접에 의한 감염이외다.”라 하 다. 이를 통해 이 
당시에 이미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에 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상에 따라 매독을 제1기 잠복기, 제2기 전신매독, 
제3기 매독으로 구분하 다.

“한번 매독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여하한 병이 생기는가
하면 각자의 체질과 병독의 경중에 의하야 다소의 怕違는 

잇으나 처음에매독균이 침입한곳에 딴딴한 망울이 진팟알
만한 종처가 나오나니 이것을 초기의 경결이라고 하는데 
감염의 기회가 잇은 후로 초기경결이 나오기까지 二三週間
을 第一期 잠복기라고 합니다. 其後 六七週間을 경과하면 
무서운 ‘스피로헤타’는 임파관을 통하야 전임파선을 침범하
는데 別로 동통은 없으나 임파선이 부어서 차차 혈액을 통
하야 전신에 퍼지어 여러 가지 障碍가 이러남니다. 이러케
되면 피부에 여드럼가튼 것이 나오고 머리가 빠지고 목이
쉬고 신경쇠약에 걸린것같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하야 
머리가 뗑하야 안면할수도 없이 되는데 이런 증세가 나면 
벌서 第二期전신매독에 든것이니 이때에 철저히 치료하지 
않으면 속하면 삼년 느저도 십년 안에 第三期매독에 올마
가서 심장 신장 비장 등 각 내장 기관을 침범하야 謢謨腫
이라고하는 육아성의 종양이 뼈와 고환과 간장 코 척수 등
에 발생하야 白痴가 되고 발광하고 腦溢血에 걸리고 반신
불수가되고 보행을 바로못하게되여 아무 죄없는 처자에까
지 병독을 남기어 참혹하게 일생을 마치게됩니다.”

일반적인 매독 외에도 청정매독, 유전매독, 뇌매독의 특
징적인 매독이 있다고 보았는데, 청정매독은 남녀간의 방사
로 전파되는 매독 이외에 신체의 틈을 타고 감염된 매독을 
의미하 다. 유전매독은 이미 태내에서 감염된 상태로 나오
는 것으로 유모로부터 소아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제 3기 매독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부모의 치료를 충
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뇌매독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무른 매균이 직접 뇌 조직을 파괴하고 
그 독소는 신경 조직을 해하게 되며 불량한 신진 사물질
에 의해 뇌와 척수의 실질에 변화를 일으켜 나타난다고 인
식하 다.49)

매독을 치료할 때에는 매독의 전염성이 강하므로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매독은 치료가 힘들
기 때문에 평상시 섭생을 바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다. 베루쓰환의 광고문구에서는 자세한 섭생방법에 

해서도 설명하 다.
“一. 초기에는 반듯이 담백한 식물을 섭취하고 만약 빈혈

과 쇠약할때에는 계란, 우유, 牛魚肉 등의 자양이 많은 식
물을 선정하야 신체의 양에 주의할 것

一. 경과의 여하를 물론하고 알콜 분을 포함한 음료 맵고 

46) 명지모, 오기나구의 광고. 1937.07.07.
47) 겐고-루의 광고. 1934.12.19.
48) 베루쓰환의 광고. 1932.05.11.
49) 베루쓰환의 광고. 193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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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극성의 식물을 피하고 항상 상당한 운동을 하야 시진
사의 기능을 항진케함이 필요하다.
一. 정신의 과로, 교접, 접물 등은 매독화자의 절 로 삼

가야할 것이며 질병 및 증세에 의하야는 煙草도 금하는 것
이 좋습니다.

전술한 바와 가튼 섭생법은 매우 곤란한 일이나 매독의 
末路가 무섭고 또 생명이 제일이라면 이만한 주의와 인내
는 능히 할 수 잇을것이니 반드시 섭생을 지키고 할수 잇
는 로 베루쓰환을 연복하야 걱정없이 될 때까지 치료하여
야 함니다.”50)

그림 3. 베루쓰환의 광고. 1932.05.11.

3. 부인병 약 광고 속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여성

질환의 특징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에게 건강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 기에 식민지백성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만 갔다. 특히, 부인들은 더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취약
계층이었을 것이다. 광고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부인병의 
범위는 부인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을 의미하 으며 성
기의 기질적인 질병 뿐 아니라 성기능 장애, 월경 관련 질
환, 요통과 하복부 및 신체통증 질환, 신경과민을 포괄하
음을 알 수 있다. 광고에서 다양한 부인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광고했다는 것은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의료혜택은 받기 힘든 
상황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치료를 신한 것은 
일반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20~1945년도에 발행된 동아일보 속의 광
고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51) 
또한 신문 광고에 당시의 시 상이 반 되었지만 광고의 
내용과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본
에서 만들어 와서 판매한 약들이 많아 일본의 부인병에 

한 인식이 반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해
서는 동시 에 일본에서 낸 광고와 비교분석한다면 당시 
한국 특유의 부인병의 모습에 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Ⅳ. 결론

1920~1945년에 간행된 동아일보 속 광고 중 부인병 약 
광고에서는 부인이 체질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약하다고 하

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부인들의 병은 
복잡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 부인병의 원인은 월경 시 부
주의, 성교 상 부주의, 산전산후의 불섭생, 유산 등이 있다
고 보았고 그로 인해 하증, 월경불순, 월경통, 냉증, 불임, 
히스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 다.

또한 당시에는 부인에게서 냉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
는데 냉증은 몸이 냉하여 자궁의 생리적 열량이 평형을 유
지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하 다. 냉증의 원인은 자궁내
막염 등의 부인병, 난소 호르몬 분비 부족, 빈혈증 등으로 

50) 베루쓰환의 광고. 1932.05.11.
51) 향후 신문 광고 이외에 당시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문학잡지 등의 광고를 함께 분석한다면 심도 깊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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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계절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한 냉증이 생기면 수족과 요부에 냉감을 느끼게 되고 혈액 
순환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두통, 상열감 등의 2차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하 다.

당시 여성들의 업은 임신과 출산이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그 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임은 남성의 
임질과 하증, 자궁병 등의 부인병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인들은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함을 강조하 다.

당시에는 하증을 월경 이외의 음부 분비물로 표현하
으며, 감염이나 부인의 부주의로 인해 세균이 자궁 기관을 
침범하면 나타난다고 하 다. 하증은 내복약과 외용약 두 
가지 제형으로 치료를 하 으며 하증으로 전신적인 증상
과 정신증상을 비롯하여 불임이 후발될 수 있으므로 하
증이 있다면 빨리 치료해야한다고 하 다. 

히스테리는 부인 특유의 질병으로 당시 부인들의 심신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증, 두통, 현훈, 수족궐
냉 등의 부인병이 있으면 히스테리 증상이 후발될 수 있으
며 히스테리로 인해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어린 소녀의 히스테리는 부인의 히스테리와 구분
되는데 부인의 히스테리와 달리 유전으로 발생하고 월경, 
임신, 자궁의 질환과 관련이 없으며 거짓말을 하고 신경질
을 잘 내는 등 정신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 다.

근  시기에는 공창제도와 매매춘의 성행으로 인해 성병
이 유행하 다. 성병에는 크게 임질, 매독이 있는데 임질은 
전염성이 있는 급성 성병으로, 임질에 감염되면 하증, 방
광염, 난소염, 자궁실질염 등 생식기 염증이 나타난다고 하

다. 급성 임질은 발병한 뒤 2-3주가 지나면 만성 임질로 
진행되어 고름과 통증은 줄어들고 요도구에 고름이 끼며 
전신으로 퍼져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불임
이 될 수도 있다고 하 다.

매독은 스피로헤타균에 의해 감염되며 증상 및 감염 기
간에 따라 제 1기 잠복기, 제 2기 전신매독, 제 3기 매독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반적인 매독 외에도 청정매독, 
유전매독, 뇌매독 등으로 분류하 다. 또한 성병은 전염성
이 강하여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평상시 
섭생을 바로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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