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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literature, Succium(琥珀) is known to be effective in eliminating 

edema. However, pumpkins are misused in folk remedies to manage edema, because succium and pumpkin is 

homophony to 'Hobak' in Kor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s of Succium decoction on 

two patients with edema after plastic surgery.

  Methods : We treated two patients with edema after plastic surgery using Succium decoction. Numeric rating 

scale (NRS) of edema, photograph of changes in edema before and after treatment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reatment.

  Results : After 2 weeks of administration, NRS for facial edema decreased from 5 to 3 and 2 to 1, respectively. 

Photograph of edema decreased after treatment, and there were no adverse events.

  Conclusions : This case report suggests that Succium decoction can be effective in treating edema after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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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술 후 부종(Postoperative edema)은 안면부의 미용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로, 부종의 정도는 환

자마다 매우 다르다1). 일반적으로 수술 후 부종은 어떤 정

도의 외과적 술기에서 피할 수 없지만2), 성형 수술 후의 

부종은 미용적인 부분에서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안감을 준다3).

  성형 수술 후 부종완화를 위한 서양 의학적 치료로는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주로 활

용된다4).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기적으로 사용 시 전해

질 이상, 고혈압, 고혈당, 췌장염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용 시 골다공증, 무균성 관

절 괴사(Aseptic joint necrosis), 부신 기능 부전

(Adrenal insufficiency), 고지혈증, 선천성 기혈 유발

(Possible congenital malformations)의 부작용이 나

타날 수 있다5.부종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는 유방암 환

자의 림프 부종에서 五苓散6), 사암침술7)의 효과 등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나 성형 수술 후 안면 부종에 대한 

치료가 보고된 적은 없다. 이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성형 수술 후 부종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치료방법의 부재로 부종 치료에 대해서는 민

간요법이 널리 퍼져 있으며, 그 중 호박(南瓜호박, 

pumpkin)이 주로 복용되고 있다8). 그러나 각종 한의

학 문헌에서 부종의 개선에 主藥으로 쓰인 약재는 소나

무 수지가 화석을 이룬 호박(琥珀, Succium)으로 밝혀

졌다8).이에 본 저자들은 五苓散과 當歸鬚散에 부종 제

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약재인 호박(琥珀, Succium)

을 더한 한약(이하 琥珀湯, Succium decoction)을 이

용해 양호한 효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8). 

본 연구는 CARE guideline에 따라 작성되었다9).

Ⅱ. 증  례

1. 연구윤리

  본 연구는 청연한방병원 상무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 면제 승인(CYIRB 2019-10-0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증례연구로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방

식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동의 절차는 생

략하였다.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논문에 기재

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사진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하였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사진이 연구목적에 

활용 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2. 증례 1

  증례 1번은 26세 남자환자로, 키는 180.5㎝, 몸무게 

74.7㎏이였으며 BMI는 22.9㎏/㎡였다. 2019년 9월 9

일 상안검 성형술(Blepharoplasty), 이마축소(Forehead 

reduction)수술을 하였다. 수술 후 항생제 및 소염진통

제, 소화성궤양용제(세크런캡슐, 알비로정, 타이레놀정, 

유토펜정, 루키오정, 목시클정, 에어탈정, 알비스정)을 

하루 3회 14일 동안 복용하였으며, 베아오플 안연고 및 

토라빈덱스 점안액을 수시로 도포하였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부종과 멍이 지속되어 2019년 9월 16일에 본원

에 내원하였으며(Fig. 1),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부종으

로 인한 불편감은 Numeric rating scale(NRS)로 5점

이였다(Fig. 2). 본원에서는 부종에 대해 琥珀湯을 투여

하였으며 다른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琥珀湯의 하루 

용량은 琥珀 8g, 當歸 12g, 白灼藥 8g, 烏藥 8g, 香附子 

8g, 蘇木 8g, 紅花 6.4g, 桃仁 5.6g, 肉桂 4.8g, 甘草 

4g, 澤瀉 5g, 白茯笭 3g, 白朮 3g, 豬苓 3g으로 구성되

었다. 상기 약재들은 우수한약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hGMP)을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였으며, 청연한방병

원 원외탕전실에서 무압력 탕전기를 사용하여 100 ℃ 

열수로 80분간 전탕하여 1팩에 120㏄ 씩 포장하였다. 

환자는 15일간 45팩을 1일 3회 식후 경구 복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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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 14일째에 부종 대한 NRS는 3으로 감소하였으

며(Fig. 2), 상안검의 부종과 전두부 수술 부위의 부종

이 감소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琥珀

湯 복용 기간 동안 별 다른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증례 2

  두 번째 증례는 33세 남자로, 키는 178.6㎝, 몸무게 

100.2㎏로 BMI 31.4㎏/㎡이였다. 2019년 9월 6일 코

에 융비술(Rhinoplasty)을 시행하였다. 2019년 9월 

16일 본원 내원 당시 코와 눈, 그리고 미간의 부종을 

호소하였으며, 부종에 대한 NRS는 2점 이였다(Fig. 

3,4). 환자는 수술 후 처방 받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세파클러캡슐, 레바미피드정, 아세클로페낙정)를 10일

간 1일 3회 모두 복용한 뒤 내원하였다. 본원에서는 부

종에 대해 琥珀湯을 투여하였으며 다른 치료는 시행하

지 않았다. 琥珀湯의 하루 용량은 琥珀 8g, 當歸 12g, 

白灼藥 8g, 烏藥 8g, 香附子 8g, 蘇木 8g, 紅花 6.4g, 

桃仁 5.6g, 肉桂 4.8g, 甘草 4g, 澤瀉 5g, 白茯笭 3g, 

白朮 3g, 豬苓 3g으로 구성되었다. 상기 약재들은 우수

한약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획득한 제품만

을 사용하였으며,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무압

력 탕전기를 사용하여 100 ℃ 열수로 80분간 전탕하

여 1팩에 120㏄ 씩 포장하였다. 환자는 15일간 45팩

을 1일 3회 식후 경구 복용하였다. 

  14일간 복용 후 환자의 부종 NRS는 1로 감소하였으

며, 육안 상으로 미간의 부종이 감소하여 콧대의 구분

이 뚜렷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4). 복용기

간 동안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4. Patient perspective 

  증례 1 :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눈을 뜰 때 마다 

이물감이 심했었는데 琥珀湯을 먹은 후 4일차에

서부터는 붓기가 빠르게 빠져 눈을 뜨는데 큰 지

장이 없었다. (10월 1일)

  증례 2 : 아침에 얼굴이 잘 붓는 타입인데 琥珀湯을 

복용한 기간에는 붓기가 없어 좋았다. (10월 1일)

Ⅳ. 고  찰

  본 연구는 성형수술 후 부종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

를 보고한 최초의 증례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포

함된 두 증례의 경우 성형 후 부종이 감소하였으며, 부

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부종은 직접적인 조직손상으로 인해 세포 사

이 조직(interstitial tissue)에 체액이 저류된 상태이다
10). 이러한 수술 후 붓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

연히 호전된다1). 그러나 안면에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

들은 수술 후 부종에 대해 민감해 하며 빠른 부종의 감

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3). 융비술 후 부종 완화를 위

한 치료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수

술 후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스테로이드 처방이며, 그 중 덱사메타손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고 보고하였다11). 덱사메타손이 단기투여 될 

때는 부작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간 투여 시 부신 기능 

부전을 포함한 각종 부작용 크기 때문에 가장 적은 용

량을 가장 짧게 투여 되는 것이 권장되며, 7일 이상 투

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5,12). 이와 같은 이유로 7일 이

상 부종이 지속될 때 적절한 치료전략이 부재한 상황이

다.

  이러한 한계로 국내에서는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부

종의 치료가 이뤄졌으며, 정확한 의료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오 · 남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 중 대표

적인 사례가 수지상 약재인 琥珀과 같은 한글명을 가진 

야채류 ‘南瓜호박(pumpkin)’이 산후부종에 사용된 것

이다8). 오히려 『淄博本草』에 의하면 南瓜호박은 氣滯濕

阻하기 때문에 기혈이 응체된 환자의 경우 복용에 있어 

주의할 것을 권했다8). 산후 부종에 대한 문헌 고찰 결

과 역대 의서에서는 산후 부종의 원인을 瘀血로 보고 調

經散類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주약은 호박(琥珀, 

Succium)이였다8).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3권 제1호(2020년 2월)

86

Fig. 1. Before and after taking Succium decoction. 
A, Upper eyelid swollen before taking Succium decoction (arrow, September 16); B, Reduced swelling of 
the upper eyelid (arrow, October 1)

Fig. 3. Before and after taking Succium decoction. 
A, before taking Succium decoction (September 16); B, reduced edema of the middle of the forehead 
after taking Succium decoction(October 1)

Fig. 2. Timeline of case 1. 
NRS, Numeric rating scale;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ID, ter in die

Fig. 4. Timeline of case 2. 
NRS, Numeric rating scale;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ID, ter i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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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方藥合編》에서 琥珀은 味甘하고 利水破瘀의 효능으

로 병사가 적취된 것을 없앤다고 하였다13). 또한 중국

에서는 琥珀을 Tablet 형태의 제제로 개발하여 복용하

고 있으며 신장이나 요로결석14), 전립선 비대15), 관상 

동맥 협심증16)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었다.

  五苓散은 《傷寒論, 辯太陽病脈證辨治中》에 처음 기록

된 처방이며, 五苓散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23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五苓散은 주로 두면부 질환과 비

뇨기계 질환, 고혈압, 불면증 등에 활용되고 있고 이 중 

3편의 연구에서 임신성 부종, 이차성 림프 부종, 하복부 

림프 부종에 적용되었다17). 이러한 五苓散의 이뇨작용

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대한 억제, 전해질의 배

설량 증가, Aquaporin-2와 Aquaporin-3 mRNA의 

유전자 발현 억제, 사구체 여과율의 증가와 같은 여러 

기전을 통해 나타났다18). 한편 當歸鬚散은 《醫學入門》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각종 瘀血과 타박상을 치료한다

고 알려져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을 하나의 

외상으로 보고, 수술로 인한 瘀血의 제거를 위해 當歸鬚

散을 琥珀, 五苓散과 함께 合方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 안면부 부종을 정량화

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얼굴에 발생

한 부종은 사지에 발생한 부종과 달리 측정이 어려워,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호전정도를 파악하는 방법

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20). 두 번째, 琥珀과 함께 五苓
散, 當歸鬚散을 합방하여 약재의 정확한 효능을 파악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五苓散과 當歸鬚散 모두 부종제거

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진 만큼17-19), 琥珀의 효과로 부

종이 제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추후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이후에 琥珀을 넣은 한약과 넣지 않

은 한약의 부종 제거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 치료나 수기치료 없이 오직 한

약의 효과만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본 연

구의 강점이다.

  琥珀은 부종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이나, 南瓜호박이 

남용되어 쓰이며 국내에서 활용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은 약재이다. 본 증례는 성형수술 후 부종이 

琥珀湯에 의해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추후 호박에 대한 실험연구와 전향적 임상 연구를 통한 

기전과 효과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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