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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f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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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Purpose: Many breastfeeding women have u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ut the guideline for lactation does not exist on 
complementary medicin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icacy and safety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breastfeeding.

Methods: We searched for papers which had breastfeeding, complementary 
medicine, acupuncture and herb in the pubmed, scopus site and Korean journals.

Results: 38 papers were found. Acupuncture could have the efficacy on 
hypogalatia and mastitis. Compound herb therapy had effect on hypogalactia, 
but none of herbs were investigated for safety all except for St John's wort . So 
more clinical trials about herbs would be needed. Massage and the other 
complementary therapies would be helpful for breastfeeding mother.

Conclusion: Acupuncture could be a good treatment for hypogalactia and 
inflammation of the breast. For making guideline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during lactation, more research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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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유수유는 단기 으로는 장염과 아토

피발생을 이며, 장기 으로는 아이의 

비만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높이는 장

이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출산 

후 6개월 모유수유 실천율은 여 등2)의 

연구에 따르면 29.9%로 낮은 편이다. 문 

등3)의 연구에 따르면 이 게 국내의 낮

은 모유수유 실천율의 가장 큰 이유를 

모유량 부족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

에 해 치료가 잘 시행될 경우 낮은 모

유수유 실천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

나 Gabay 등
4)
의 연구에 따르면 유즙 증

가의 목 으로 양약 사용시 단기간 사용

의 유효성  안 성은 인정되었으나 장

기간 사용시 안 성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조리의 

목 이나 수유 련 질환 치료 목 으로

도 한약과 허 티 등의 보완 체의학을 

활용하고 있다. 2002년의 WHO보고서에 

따르면, 보완 체의학이  세계 으로 이

용되고 있으며, 여러 질환치료에 보완 체

의학(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이하 CAM)을 이용하는 인구

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 한 수유 련서 에서도 허 나 

마사지를 언 할 정도로 모유수유를 

진하거나 질환 해결을 해 세계 으로 

수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와 안 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근거

가 입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유에서의 보완 체의학의 활

용  연구 동향에 해 살펴보아 약물 

사용이 힘든 수유부의 리에 보완 체

의학 인 지침을 확립해 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국외논문검색으로는 Medline, Scopus

를 이용하 으며 국내논문검색으로는 한

국학술정보(KSI/KISS), 한한의학회지, 

한한방부인과학회지를 이용하 다. 검

색어는 lactation/breastfeeding, herb, CAM, 

Alternative medicine, Complementary 

medicine, acupuncture, acupressure, massage

로 지정하 고, 어  국 논문으로 

한정하 으며, 검색시 은 2008년 4월 18

일이었으며 human을 상으로 한 논문

을 선별하 다. Review논문은 제외하

으나, herb 련 논문의 경우 많지 않아 

단일 약재 review인 경우 포함시켜 검색

하 으며, 검색된 국내 논문 7편과 국외 

논문 31편을 상으로 하 다.

Ⅲ. 본  론

1.  침  경 자극

침을 이용한 모유수유 련 연구는 주

로 모유량 부족 개선과 유선염 치료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1) 모유부족

Zhao 등
6)
은 (CV17), 소택(SI1), 

유근(ST18) 등을 이용한 침치료로 유즙 

부족 증세가 호 되었음을 보고하 다. 

한 秦 등
7)
은 제왕 개 산모 300명에게 

족삼리(ST36), 상거허(ST37)에 매선요

법을 시행한 조연구에서 유분비 시

간이 빨라지며 모유수유가 진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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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ubjects
Acupuncture 

point
Measurement Results Comments

Acupuncture
and

Oligogalactia

[6]
30 postpartum 
women with 
hypogalactia

CV17, SI1, 
ST18, ST36, 

LR3

milk secretion 
incresed

[7]
300 

postcesarean 
parturients

Control group : 
routine obstetric 

treatment
Observation 

group : routine 
obstetric 

treatment + 
catgut 

embedding at 
Zusanli (ST 36) 
and Shangjuxu 

(ST 37)

The time of 
secretion of 

foremilk and the 
time of milk 
meeting, 

breastfeeding 
rate

The time of 
secretion of 
foremilk, the 
time of milk 

meeting and the 
breastfeeding 

rate of 42 days 
were better than 

the control 
group 

[8] 276 women

Control group : 
Electroacupunctr

e on LI1
Acupuncture 

group : 
Electroacupunctu

re on SI 1 

Cumulative score 
of TCM 

symptoms, 
mammary filling 
degree, lactation 

amount, 
prolactin level

effective rate 
was 97.18% in 
the t reatment 
group and 24.13% 
in the control 
group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Multicenteral 
randomized 
single blind 

controlled trial

[9]
43 postpartum 

women

treatment group 
: SI1, CV17, 
ST18, ST36

Milk amount, 
Vas of 

hypogalactia, 
prolactin 

VAS and 
increasing rate 
was improved.

No significance 
except VAS

[10]
276 women 

with 
Control group: 
Tong ru Tang

Prolactin
Mammary 

Both control 
and acupuncture 

Multicenteral 
randomized 

Table 1. The Review of Acupuncture on Oligogalactia and Mastitis

고하 다. 王 등
8)
은 276명을 상으로 

소택(SI1)에 자침하는 무작  조 연구

에서 상양(LI1)에 자침한 조군에 비해 

유즙분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prolactin도 유의성 있게 상승한 바 있었

다.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연구에서도 소

택(SI1), (CV17), 유근(ST18), 족삼

리(ST36)에 자침한 실험군에서 유의성

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prolactin이 증가

하고, 모유량 증가율이 높은 양상을 보

다9). Huang 등10)의 연구에서는 통유

탕 복용군을 조군으로 설정하고 

(CV17)에 침치료를 했을 때 비록 침치

료군에서 prolactin 상승은 찰되지 않

았으나 약복용군과 침치료군 모두에서 

유즙부족 상이 호 되어 모유부족에 

침의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2) 유선염

kvist 등11)은 유선염 증상을 갖고 있는 

수유부들을 상으로 한 조 임상연구

에서 유선염 리 로그램에 침을 배합

하 을 때, 군별 차이가 찰되지 않음

을 보고하 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통

한 205명의 유선염 증상 산모를 상으

로 한 조 연구에서 침을 로그램에 

포함시켰을 때 침치료군에서 유의성 있

게 유선염 심각도지수의 감소가 나타났

다12)(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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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tum 
hypogalatia

Acupuncture 
group : CV17

fullness, the 
amount of milk 
secreted, baby 

weight

group improved. 
Acupuncture 

group was not 

single blind 
controlled trial

Acupuncture 
and mastitis

[11]

88 mothers 
complaining of 
symptoms of 
inflammatory

Group 1: 
traditional 
treatment
Group 2: 

HT3 GB 21
Group 3: 

HT3, GB21, SP6

A severity index 
of signs, 
symptoms: 

breast tension, 
erythema and 

pai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12]

205 mothers 
with breast 
inflammatory 
symptoms

group 1: 
essential care 
and oxytocin 

spray 
group 2: 

essential care 
and HT3 and 

GB21
group 3: 

essential care 
and HT3, GB 21 

and SP 6.

Severity Index 
(SI) for 

erythema, breast 
tension and pai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mean SI 

between the 
non-acupuncture 
group and the 
two acupuncture 

groups

randomised 
non-blinded 

controlled trial

2.  Herb

1) Panax Ginseng (인삼)

민간에서 인삼은 유즙을 이는 목

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인삼이 유즙을 

억제한다고 언 한 문헌도 있었는데13), 

과거 국내 연구에서 인삼을 투여한 군에

서 유의하게 prolactin 수치를 하시키

기도 하 으나 유즙량 변화에 한 확인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4)
. Dugald 등

15)
은 

동물연구를 근거로 Panax Ginseng이 유

선염을 가라앉히고 부작용 보고는 없었

던 을 들어 어느 정도 수유에서의 안

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2) St John's wort

Lee 등
16)

은 우울  불안 등에 쓰이는 

St John's wort를 수유부가 복용한다고 

해서 수유부나 아에게 유의성있는 부

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했다. 따라

서 Dugoua 등17)은 St John's wort가 수

유부에게 사용해도 안 하다고 결론내렸

다.

3) Garlic(Allium sativum L.)(마늘)

Mennela 등18)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을 섭취한 수유부의 젖을 유아가 더 오

랜 시간 빨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수유부가 과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결론 내린 논문
19)

도 있었으

나 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며,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보고와는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약물학 인 herb review

수유시의 herb 안 성은 지 까지 연

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약리학 인 효과

와 부작용에 기 하여 수유에서의 안

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 은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Table 2). 각 herb별로 살펴보

면 상기도 감염 치료에 쓰이는 Echinacea

가 임산부에게 투여되어도 부작용이 

찰되지 않은 만큼, 수유부에서도 정 

용량으로 사용된다면 안 할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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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지었으나, 수유부에서의 임상시험은 

아직 시행된 바 없다20). 은행의 경우 잎

이 수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자

료가 없는 까닭에 알 수 없음으로 결론

을 내린바 있는데, 구운 은행의 경우 음

식으로는 수유에 안 하나 문가의 의

견이나 실험 연구 등으로 견주어 봤을 

때, 열을 가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라면 

수유에 향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
21)
. 그러나 임상 인 증거를 

갖춘 연구가 아니며 간 인 증거로 추

측한 사실인 만큼 수유에 향을 다고 

결론내리긴 힘들며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black cohosh가 갱

년기 치료 약물로 사용되는 만큼 호르몬

인 역할을 갖고 있어 수유 인 여성에

게 투여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이 있으나 그 증거가 미흡하며,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22). 

blue cohosh의 경우에도 심장독성 인 

효과가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cranberry는 수유부와 련된 어떤 자료

도 보고된 바가 없다23,24). Chastetree는 

젖량을 늘리거나 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25), 이론 인 근거일 뿐 

임상 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어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의 효과나 안 성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수유

부들을 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다양한 이유로 무리가 있을 수 있

으나, 일상에서 젖량을 늘린다고 알려져 

흔히 쓰이고 있는 fenugreek, fennel 등의 

임상연구도 없는 만큼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Reference Subjects Scientific name
Safety of consumption during 

lactation

[20] Echinacea
Echinacea Angustifolia, 
E.Purpurea, E. Pallida

Recommended dose safe for use 
but indirect evidence

[21] Ginko Ginko Biloba

Leaf: Unknown
Roast seed: Possibly safe if taken 
as food
Raw seed: Possibly unsafe

[22] Black cohosh Cimifuga Racemosa
Not safe potentially estrogenic/ 
anti-estrogenic effect but indirect 
evidence 

[23] Blue cohosh
Caulophyllum 
Thalictroides

Not safe potentially cardiotoxic 
effect but indirect evidence 

[24] 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Unknown, No available information

[25] Chastetree Vitex Agnus-Castus
Increasing or decreasing lactation 
but theoretical evidence

Table 2. The Review of Herb during Lactation

5) 복합제재

 (1) 한  약

Ushiroyama 등26)의 연구에 따르면, 궁

귀조 음인 Xiong-gui-tiao-xue-yin(Kyuki- 

chouketsu-in)라는 한약과 ergometrine을 

비교한 조군 연구에서 한약이 유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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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가  prolactin 분비를 유의하게 

상승시켜 그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부작

용 보고는 없었다. 한 침과 한약을 비

교한 임상연구에서 통유탕을 사용하 을 

때 유즙 증가  prolactin 상승이 유의

하게 찰되었다10). 이는 이 등27)이 국내

에서 가미사물탕이 출산 기 수유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는데, 국내 연구 역시 한약 복용 

후 수유량 증가를 보고하 으나 prolactin 

분비 상승은 유의하지 않았다. 

 (2) Shatavari(Asparagus racetnosus)

Sharma 등
28)

은 Shatavari(Asparagus 

racetnosus)을 주요 약물로 한 복합제재

가 이  맹검 무작  조 연구에서 간

수치에 미치는 향이 없으며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모유양을 늘

리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Massage

Oketani 마사지법 후 일본 기 수유

부에서 지질, 카제인 등이 증가하여 유

방마사지 후 모유의 질이 호 된다고 연

구된 논문이 있었다29). 한 김 등30)의 

연구에서는 유방마사지를 할 경우 충유

시기가 단축되고, 충유시 압통이 하되

나 유즙양 등에는 향이 없음을 보고하

다. 한 이 등
31)

은 제왕 개술 후 산

모에게 향요법마사지를 용했을 때 유

즙사출반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유즙내 IgA와는 계가 없었다고 보고

하 다.

4.  이완요법

O'Connor 등32)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스트 스를 받는 산모의 모유에서는 IgA

의 양이 증가하 는데, 이완요법을 잘 시

행한 산모의 모유에서 IgA가 낮았다.

5.  유두동통  유방울  치료를 한 

여러 보완 체의학 치료법

Melli 등33)은 Peppermint water를 이

용한 향  조 연구에서 수유 후 

Peppermint water로 유두를 리한 군이 

사출된 유즙으로 유두를 리한 군에 비

해 유두동통이나 유두 갈라짐이 음을 

보고하 다. Lavergne
34)

는 유두동통에 

따뜻한 물이나 티백으로 압박하는 것이 

유두동통을 호 시킨다고 밝혔다. 한 

Centuori 등
35)

은 유두동통 수유부에게 

lanolin 등이 함유된 크림을  군과 주

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유두동통을 찰

했을 때,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요인의 

교정이 더 효과 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Brent 등36)은 lanolin 크림이 hydrogel 

드 싱보다 동통감소에 효과 이며 염증

을 덜 나타나게 했다고 연구하 고, Dodd 

등37)은 hydrogel 드 싱이 lanolin cream

에 비해 안 하게 통증을 가라앉 다

고 주장하여 다른 결과를 보 다. 이

듯 외국에서 유두동통 등에 많이 쓰이고 

있는 lanolin 크림은 어느 정도 효과 이

나 드 싱과의 효과 비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oberts
38)

는 양배추 잎 추출물을 함유

한 크림을 유방증  등으로 고생하는 수

유부에게 용하 으나, 약군과 결과

가 다르지 않았으며 유방을 자주 비워주

는 것이 더 효과 임을 주장하 다.

6.  식이보충물

1) 칼  슘

Hernandez-Avila 등39)은 무작  조 

연구에서 칼슘제재가 수유부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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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낮춰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이나 수유 과정 에는 산모의 에 장

되어 있던 납을 발하여 으로 나오

게 되므로 유아에게 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런데 칼슘보충물을 복용할 경우 

수유부의  납 농도를 낮추어 모유로

의 분비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칼슘보충물을 임신부에게 투여한 한 

연구에서 칼슘보충물이 모유 의 칼슘 

농도나 아이의 성장을 돕지는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40). 한 일반 으로 수유 

기에는  주기를 빨라지며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하되는데, 이런 변화

에 칼슘보충물의 투여가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었다41).

2) 어유  Docosahexaenoic acid (DHA)

수유 인 여성에게 DHA보충물을 투

여하면 유의하게 모유 의 DHA 량이 

증가하며, 유아의 액의 phospholipids

가 증가함이 Jensen 등42)에 의해 연구되

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수유 인 여

성에게 어유보충물을 투여하 을 때 모

유의 성지방, 콜 스테롤, 유리지방산, 

인지질이 상승시키는 것으로 찰되었다
43)
. 한 어유보충물을 투여하 을 때 

모유 의 DHA농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찰되었다44).

Ⅳ. 고  찰

모유수유는 아이에게 양학 , 면역

학   심리 으로 도움을  뿐만 아

니라, 아동기 비만 험을 감소시키며, 아

이의 고 압을 포함하는 심 계 질환

의 험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1,45)

.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세계

의 모유수유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

다2). 이는 많은 모유수유 여성들이 사회

경제 인 장애 요인뿐만 아니라 유선염

이나 유즙 분비 부족 등의 증상으로 수

유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며, 문3)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모유수유 실천에 가

장 향을 미치는 인자는 모유양 부족으

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실천율을 높이기 해서는 모

유수유의 방해요인인 여러 질환이나 증

상개선을 한 치료법이 필요한 것이 

실이다. 그러나 Gabay 등4)의 연구에 따

르면 일부 양약이 유즙 증가의 목 으로 

단기간 사용의 유효성  안 성은 인정

되었다고 했으나 장기간 사용시 안 성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모에게 약

물복용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해외에

서도 보완 체의학이 유즙증가 등의 목

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

완 체의학의 효과나 안 성이 제 로 

입증되지 않고 있어, 국내의 모유수유부

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유율이 낮은 실이다.

과거에는 모유수유가 유아 양공 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만큼, 통 으로 수

유부들에게 한약치료가 많이 시행되어 

왔다. 한 산후 질병 치료 목 으로도 

한약 복용이 많았던 만큼, 한의학에서 

수유부의 한약 투여 효과에 한 된 

임상 경험  자료는 풍부하다. 따라서 

그간의 임상 경험 자료들이 모유수유에

서의 한약 효능과 안 성을 입증하고 있

기는 하나, 수유부에서의 한의학 인 한

약복용이 근거 심 의학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수유부에서의 한약 투여 유효

성이나 안 성, 유아의 한약 노출 정도

에 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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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이다. 

외국에서도 보완 체의학을 활용한 herb 

therapy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 지침

을 일부 서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 들에서 발췌

한 내용이 많고, 서 들의 경우에는 임

상 경험 등에 기 한 것이 많아 그 내용

을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효과와 안

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수유 련 질환

에 보완 체요법을 활용한 임상연구를 

심으로 국내외 검색을 이용하여 논문

을 검색하여 조사하 다. 국내 논문 7편, 

국외 논문 31편을 상으로 하여 침, 허

, 마사지, 이완요법, 식이보충물 등을 

심으로 보완 체요법의 효능과 안 성 

고찰에 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침치료의 경우 

모유 부족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모유부족에 침치료를 응용하는 것

이 효과 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침치료인 만큼 유아에게 향이 최소

화되고 비침습 이므로 많이 추천될 수 

있는 보완 체의학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유즙분비의 증가 평가방법이 

각 논문 별로 달라 정확한 평가를 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유선염 증상의 감소에도 침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만큼 수유부의 질병

리에도 응용해 볼 수 있겠다. 재까

지의 침치료 연구는 주로 모유양 부족과 

유선염에 집 되어 있는데, 유방통증 등

의 다른 수유 련 질환에 한 치료 효

과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

각된다.

허  치료의 경우 아직 안 성이 입증

되지 않은 약물이 부분이라 지침을 세

우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

되며,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 유즙량 향상 목

의 허 티 등이 많이 시 에서 매되

고 있으나, 부분 민간요법으로 오래 

쓰여오던 효능만 언 되어 있어 그 내용

을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임상 연

구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거의 없어 근

거가 부족하다. 한 안 성을 고찰한 

논문의 경우에도 부분 일반 인 독성 

유무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만 안 성

을 추측할 뿐이라 그 근거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특히 인삼에 해서 유즙

량을 일 것이라 생각하여 수유 기약

물로 보기도 하고, 안 성이 있다고 보

기도 하나, 인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반

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 등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추가

인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결론이 내

려질 수 있을 것이다. 복합제제의 경우

에는 유즙 분비량 증가 효과가 입증되기

도 한 만큼 효과입증 뿐만 아니라 유아

에의 노출 정도  부작용 등에 한 

극 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사지같은 경우에 모유의 양소 변

화를 유도한 만큼 수유부에서의 마사지

치료 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

각된다. 이완요법의 경우에도 유즙 내 

면역물질의 양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모유양 변화나 다른 부작

용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되며 유선염 등 마사지 기 

환자에 한 지침 확립도 필요하다. 많

은 여성들이 수유 의 유두동통 등에 

시달리게 되는데 천연물을 포함한 크림

이나 허 액 등이 수유부들에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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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만큼 리 로그램에 이러

한 보완 체 의학 인 요소가 많이 포

함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부분의 수유 련 연구들이 

무작 화나 조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안 성이나 효능에 해 연구 결과를 신

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유에 보완 체요법이 안 하고 효율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더 많은 상으

로 제 로 된 연구설계의 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많은 추가 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의학에서 많은 산후 질환을 치료하

고 있으나, 수유 련 질환에서는 활용범

가 넓지 않으며 련 연구도 많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국외에서 보완 체요

법이 유즙부족, 유선염, 유방울 , 유두

동통, 유즙 양성분증강 등 다양한 역

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유 련 질

환에서 한의학 인 안 성과 효능이 입

증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고 산후나 수유부 

리에 있어서 한의학에서의 역할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체의학이 모

유수유부들에게 극 으로 이용되기에

는 재까지의  효능과 안 성 입증 연

구가 부족했던 만큼 더 많은 연구를 통

해 보완 체의학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모유수유에 련된 보완 체의학을 고

찰하기 해 국내외 검색을 이용하여 

“lactation/breastfeeding, herb, CAM, 

Alternative medicine, Complementary 

medicine, acupuncture, acupressure” 등

을 검색어로 하여 어, 한국어  국

어로 쓰인 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시

은 2008년 4월 18일이었다. 총 38개의 논

문을 상으로 하 으며 국내 논문 7편, 

국외 논문 31편을 상으로 하 다.

1. 모유수유부에 침치료를 시행한 논문

은 총 7편이었으며, 모유분비량 증가

가 보고되었으며, 유선염 증상에도 

약간의 호 을 보 으며 부작용 보고

는 없었다.

2. 모유수유와 허  련 논문은 15편이

었으며, 일부 복합제재는 모유양 증가

를 유도하 으나 St John's wort를 제

외하고는 아직 안 성이 뚜렷히 입증

되지 않았다.

3. 모유수유와 유방 마사지 련 논문은 

총 3편이었으며, 모유의 양 성분 변

화  울 이나 통증 감소 등에 향

을 미쳤다.

4. 모유수유와 이완요법 련 논문은 총 

1편이었으며, 모유의 스트 스로 인한 

IgA의 감소를 유도하 다.

5. 유두동통과 련된 보완 체의학 논

문은 총 6편이었으며, 유두동통의 

리에 있어 천연물을 이용한 크림이나 

세척 등이 효과 임이 밝 졌다.

6. 식이보충물 련 논문은 총 6편이 검

색되었으며, 칼슘제제가 수유부의 

 납 농도를 낮춰주기는 하나, 유아

에 미치는 향은 었으며 어유  

DHA보충물은 모유의 성분을 변화시

켰다.

⃞ 투  고  일 : 2008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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