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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味十全湯과 침구치료로 호 된 자궁내막종 2례 

임상경과 보고

대구한의대 부속대구한방병원 부인과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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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Study for Two Cases of Endometrioma Treated by Gami-sibjeon-tang 
with Acupuncture and Moxa

Young-Ae Park, Jun-Ho Seung, Young-Sun Park, Dong-Chul Kim
Dept. of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Gami-sibjeon-tang with acupuncture and moxa on endometrioma.

 

Methods: We treated two patients who had endometrioma. Western OB&GY 
doctors had recommended to operate or observe. But they refused the way 
western doctors cure the disease. Their chief complainment was severe pain 
during menstruation period. And they had lower abdominal or lower back pain 
and acnes on skin. We used Gami-sibjeon-tang on both patients with 
acupuncture and moxa.

 

Results: After treated by Gami-sibjeon-tang with acupuncture and moxa, 
they experienced improvement of dysmenorrhea and pain of abdomen and back, 
and reduction of acnes on skin. And even the sizes of endometrioma had reduced 
or eliminated.

 

Conclusion: We thought the dysmenorrhea of endometrioma was concerned 
with inflammation and adhension. So Gami-sibjeon-tang was used when the 
inflammation and adhension didn't healed because of deficiency of Qi and blood. 
We administerd Gami-sibjeon-tang with acupuncture and moxa and their 
dysmenorrhea and other symptoms was relieved.

 

Key Words: Gami-sibjeon-tang(加味十全湯), endometrioma, dysmenorrhea, 
deficiency of Qi an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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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이

외의 장소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가임

기 여성의 3-10%, 불임 여성의 25-35% 

유병율을 나타내며1) 만성 골반통을 호

소하는 사춘기 소녀의 25-38%에서 진단

되는 비교  흔한 부인과 질환이다
2)
. 신

체의 어느 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발생부 는 난소이며 미경  

자궁내막 이식 (microscopic endometriotic 

implants)의 형태부터 유착, 자궁내막종

(endometrioma)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궁내막종의 

서양의학  치료는 복강경을 통한 진단

과 수술이 이루어지며, 약물로 무월경 

상태를 유도하여 병변의 증식을 방지하

기도 한다3). 그러나 수술은 재발이 잦고 

약물로 무월경 상태가 되면 불임에 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4)
. 이런 부작용과 

진단  치료, 후의 불확실성으로 인

해 자궁내막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한의학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의학에서는 자궁내막종 는 자궁내막

증과 일치하는 뚜렷한 병명은 없으나, 

임상 인 특징으로 보아 痛經, 癓瘕, 腸

覃 등과 연 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자

궁내막종은 한의학에서 어 로 보고 있

으며 어 의 원인은 기허, 기체, 한, 열 

등 다양하다5). 기존의 논문에서 활 화

어 약물6,7), 황기8), 포공 9), 팔진탕10) 등

의 투여가 자궁내막증의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실험 논문은 보고

되고 있으나 자궁내막증에 한 임상 보

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加味十全湯은 외과창양을 치료하는 약 

 기허 소하여 瘡口가 수렴되지 않거

나 淸稀한 膿水가 나오며, 정신이 피로

하고 맥이 허한 경우에 사용되는 처방이

다11). 加味十全湯에 한 임상 논문으로

는 월경통을 동반한 여드름 환자 3례
12)
, 

經後痛 환자 2례13) 등이 있었지만 기질

 질환의 병변이 소실되거나 축소된 보

고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다. 이에 

자는  加味十全湯을 기 허약으로 변증

한 자궁내막종 환자 2례에 응용하여 양

호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증례 1>

1. 환자명: 신○○(F/26)

2. 진일: 2006.10.16

3. 주소증 

1) 월경통

2) 안면 면포(지루성)

3) 수족냉, 하복냉.

4) 사지권태감, 식욕부진, 간헐 인 頭

重과 훈.

4. 진  단

산부인과에서 좌측 난소에 7cm, 우측 

난소에 5cm의 자궁내막종 진단.

5. 과거력: 별무

6. 산과력: 0-0-0-0

7. 월경력

주기 33~40일. 불규칙. 기간 5-6일. 월

경통(+) 塊(+)

LMP 06/09/30, 황색 하 다량 분비.

8. 병력

2005년 5월경 ○○ 학병원 산부인과

에서 자궁내막종 진단 후 수술 권유 받  

았으나, 미혼으로서 불임과 재발에 한 

불안감으로 수술 거부하고, 최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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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에서 자궁내막종 크기 증가 소견을 

받아서 한방치료 원하여 래원함.

9. 진소견

1) 체 격: 보통

2) 성 격: 민하고 스트 스 받음

3) 소 화: 정상

4) 식사습 : 2-3회/일. 식욕부진으로 

아침식사 거를 때 많음.

5)  변: 1회/日, 秘, 後重感(+)

6) 소 변: 정상

7) 수 면: 숙면

8) 脈 診: 沈細

9)  診: 淡紅, 白苔, 濕潤

10) 腹 診: 좌하복부 자통(+)

10. 검사소견

음 상 좌측 난소에 7.3cm, 우측 난

소에 6.7cm의 자궁내막종 소견.

11. 변증시치 : 기 허약

1) 한약처방 : 加味十全湯14) 가미

   당귀, 숙지황, 천궁, 백작약, 백복

령, 인삼, 백출, 감  각 5g, 육계, 

황기 4g, 오약, 진피, 오미자 각 3g, 

강3조2. 은화 4~12g. 호색 

6~8g.

2) 침구치료 : 關元穴에 1회용 주사기

(정림의료기산업. 1cc)를 사용하여 

0.2cc의 온성 어 ( 한약침학회)

약침액을 주입하 다. 0.3×40㎜의 1

회용호침(通氣針灸針. TONGKI 

Corporation)을 사용하여 關元穴, 

子宮穴, 三陰交穴에 시술하 고 20

분 정도 유침하 으며, 한 關元

穴에는 온침요법을 사용하 다.

12. 임상경과

Table 1. The progress of symptoms according to Treatment in case 1

Visiting
Date

LMP Menstruation Other Symptoms
Size on 

Sonogram 
(Left/Right)

06/10/16 06/9/30
Dysmenorrhea VAS 10
Coldness of hands and 

abdomen

Abdominal pain VAS 10.
Severe seborrheic acnes 

7.3cm/6.7cm

06/11/14
No

Menstruation 
in November 

Fluor sanguinolentus
(small amount)

Abdominal pain VAS5.
Number of acnes are 

reducing
6.8cm/6.3cm

06/12/9 06/12/4
Dysmenorrhea VAS3
Hypermenorrhea,clotty

Abdominal pain VAS2.
Condition of acnes is on 

remission
6.7cm/4.7cm

07/01/12 07/1/6
Dysmenorrhea VAS6.
(Applied hot pack)

Abdominal pain VAS1.
Acnes only develop 
before menstruation

6.7cm/3.8cm

07/03/06 07/3/2
Dysmenorrhea not 

exist.
Hypermenorrhea,clotty

Abdominal pain not exist.
Acnes only exist

around lips
5.7cm/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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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lvic sonogram before treatment 
& after treatment in case 1

06/10/16 Left 7.3cm Right  6.74cm

07/1/12 Left 6.66cm Right  3.81cm

07/3/6 Left 5.66cm Right 3.31cm

 

<증례 2>

1. 환자명: 정○○(F/32)

2. 진일: 2007.12.29

3. 주소증: 우하복통과 우측 요통

4. 기타 증상: 월경기 후 안면과 음부

의 포진, 신 무력감, 안면 창백.

5. 진  단: 산부인과에서 우측 난소에 

5cm의 자궁내막종 진단.

6. 과거력: 임신  자궁근종 진단

7. 산과력: 1-0-0-1 (2007년 2월 3.52kg 

자연분만)

8. 월경력

주기 23~28일로 앞당겨지는 편. 기간 

5일. 출산 후 월경량 감소. 

통(+), 괴(-), 하(-) LMP 07/12/12

9. 병력

2007년 2월 출산 후 우측 하복부와 요

부의 동통 상태 발하여 11월 local 산부

인과 자궁암 검진에서 우연히 4cm의 난

소 낭종 발견하 으며, 추가 검진에서 

자궁내막종 진단 받았으나 추 찰 1개

월 후 재검에서 5cm로 크기 증가 소견 

받아 극 으로 한방치료 원하여 래원

함.

10. 진소견

1) 체 격: 장실함

2) 성 격: 민함

3) 소 화: 불량. 완 압통(+)

4) 식사습 : 3회/일

5)  변: 1회/2-3일. 정상변

6) 소 변: 정상

7) 수 면: 숙면

8) 脈 診: 沈遲

9)  診: 紅, 苔

10) 腹 診: 우하복부 자통(+)

11. 검사소견

음 상 우측 난소의 5.65cm의 자궁

내막종 소견.

12. 변증시치 : 기 허약

1) 한약처방 : 加味十全湯
14)
 가미

당귀, 숙지황, 천궁, 백작약, 백복

령, 인삼, 백출, 감  각 5g, 육계, 

황기 4g, 오약, 진피, 오미자 각 3g, 

강3조2. 익모  4g.

2) 침구치료 : 關元穴에 1회용 주사기

(정림의료기산업. 1cc)를 사용하여 

0.2cc의 온성어 ( 한약침학회)약

침액을 주입하 다. 0.3×40㎜의 1회용 호

침(通氣針灸針. TONGKI Corporation)

을 사용하여 關元穴, 子宮穴, 三陰

交穴에 시술하 고 20분 정도 유침

하 으며, 한 關元穴에는 온침요

법을 사용하 다.

13. 임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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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ogress of symptoms according to Treatment in case 2

Visiting
Date

LMP Menstruation Other Symptoms
Size on 

Sonogram 

07/12/29 07/12/12
Dysmenorrhea VAS10

Hypomenorrhea
Lower back and abdominal 

pain VAS10
5.65cm

08/01/08 08/1/7
Dysmenorrhea VAS8
Amount reduced,

clotty during voiding

Lower back and abdominal 
pain VAS7

5.31cm

08/01/26 - Dysmenorrhea VAS5
Lower back pain VAS4. 
Abdominal pain not exist

Small amount of leukorrhea 
5.18cm

08/02/12 08/2/4
Dysmenorrhea VAS2

Hypomenorrhea
Lower back pain not exist, 

Abdominal pain VAS2
2.62cm

08/02/25
Diagnosed 
as Loss

 

Fig. 2. Pelvic sonogram before treatment & after treatment in case 2

07/12/29 5.65cm 08/1/26 5.18cm 08/2/12 2.62cm

Ⅲ. 고  찰 

자궁내막종, 혹은 콜릿낭종이란 자

궁내막증이 난소에 큰 낭종을 형성시켜 

조직의 출 과 색소의 축 으로 갈색

이 된 것이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조

직(선과 기질)이 자궁외 부 에 치하

는 것으로 빈발 부 는 난소이다. 자궁

내막증은 난포호르몬 의존성 질병으로서 

그 원인은 불확실하나 월경 의 역류로 

자궁내막세포가 복강 내로 착상된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3)
. 그러나 가임기 

여성의 90%이상에서 월경 의 역류가 

있는데도 3-10%에서만 자궁내막증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월경 의 

역류와 동반된 자궁내막조직에 한 복

강내 국소 염증반응  면역학  반응에 

따라 자궁내막증이 발생된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 부인과 질환에서 2번째

로 흔하며 생식기 연령 여성의 약 10% 

정도가 이환되어 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과 함께 

는 월경 직 에 수반된 골반통이다. 

성교통도 종종 나타나며 직장을 침범하

는 경우 배변통, 요 이나 방 을 침범

하는 경우 배뇨통이 올 수 있으며, 하부

요통 등도 올 수 있다
15)
. 불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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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가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궁내막증과 불임

과의 계는 아직 논란이 많다3). 

진단은 음  검사나 MRI 등을 통

하여 난소 낭종의 내용물이 장액성보다

는 액성인 것을 확인하고 실제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을 통하여 낭종을 제

거하면서 복강내 상태를 종합하여 자궁

내막종으로 최종 임상  진단을 내리게 

된다
16)
.

치료로는 복강경을 통한 진단과 수술

이 이루어지며, 비침습  방법으로는 약

물로 무월경 상태를 유도하여 병변 부

를 축 혹은 소멸시켜 병변의 증식을 

방지한다. 자궁내막증을 가진 여성의 

20%는 치료 후 1년 이내 증상이 재발하

고, 50%는 5년 이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자궁내막증의 다양한 증상과 

진단, 치료  재발에 한 불확실성으

로 인해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4). 

한의학에서는 자궁내막종 는 자궁내

막증과 일치하는 뚜렷한 병명은 없으나, 

임상 인 특징으로 보아 痛經, 癓瘕, 腸

覃 등과 연 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한

의학에서는 자궁내막증의 병인을 주로 

어 로 보고 있다. 어 을 형성할 수 있

는 표  요인으로는 氣虛, 血寒, 血熱, 

氣滯, 外傷, 出血 등이 있다. 특히 동통과 

련된 자궁내막증은 氣虛血 , 氣滯血

, 寒凝血 , 熱鬱血  등으로 변증시치

한다12). 국 논문을 검색해 보면 의

학 용어로 자궁내막종은 子宮腺肌瘤, 子

宮內膜瘤이며 자궁내막증은 子宫内膜

位症인데, 자궁내막증에 한 의학  

치료의 임상 보고가 많다. 활 화어17), 

化痰
18)
 등 다양한 한약 치료와 침구치료

19)
, 中西醫 결합치료

20)
 등의 임상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활 화어 약

물 등의 실험 연구들이 있지만, 임상 보

고는 보유 장으로 치료한 1례
21)
,
 

자궁

내막증  만성 지속성 간염과 병발한 

원발성 불임증 1례22) 등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증례의 두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

궁내막종으로 진단받고 수술, 약물 치료

를 받지 않고 한방치료를 원하여 래원하

다. 치료를 시작하기 에 자궁내막종

의 크기가 5cm 이상 8cm 미만이며 뚜렷

한 증상의 호소가 있어 한의학  치료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양방 

치료의 안  단순 찰보다는 한의학

 재를 실시하는 것에 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 으며, 재발 가능성에 하

여 설명했다23). 공통 은 월경통이 주소

증이며 허증성 면포 혹은 산후의 허로 

증상을 동반하는 이다. 자궁내막종의 

병인은 어 이지만 두 증례의 환자의 기

타 증상, 특히 월경 주기에 향을 받는 

허증성 면포와 산후의 허로 증상  腹

力과 脈 을 참고하여 어 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기 허약으로 보아 加味十全

湯을 투여하 다.

加味十全湯은 외과창양을 치료하는 약 

 기허 소하여 瘡口가 수렴되지 않거

나 淸稀한 膿水가 나오며 정신이 피로하

고 맥이 허한 경우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11)
. 《東醫寶鑑․癰疽門》의 癰疽排膿生

肌法에 나오는데 治癰疽潰後補氣血進飮

食排膿生肌한다고 되어 있다. 십 보

탕에 行氣止痛하는 오약, 진피와 收斂益

氣生津하는 오미자를 가한 처방이다24). 

《東醫寶鑑》에서 인용한《世醫得效方》

에는 老人虛極瘡疾, 臨愈宜服이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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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육계 신 계심을 쓰는 것 외에

는 구성약물이 동일한데, 각 5錢씩을 가

루내어 물에 생강과 조를 넣어 달여서 

복용하도록 하 다
25)
. 

십 보탕에 한 실험  연구로 면

역 증강  항암 효과26), 생기 효과27) 등

이 입증되었지만, 加味十全湯에 한 실

험 연구는 국과 국내 논문에서 찾아보

기 어려웠다. 加味十全湯에 한 임상 

논문으로는 백의 여드름을 동반한 월경

통 환자 3례12), 이, 문의 경후통 환자 2

례13) 등이 있었다. 

자궁내막증의 월경통은 골반내 염증이

나 유착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과 

계있는 증상이라는 에 착안하여 기

을 보하여 회복을 진하는 加味十全

湯을 자궁내막증 환자의 치료에 응용하

기로 했다.

두 증례의 환자 모두 關元穴에 1회용 

주사기(정림의료기산업. 1cc)를 사용하

여 0.2cc의 온성어 ( 한약침학회)약침

액을 주입하 다. 0.3×40㎜의 1회용 호침

(通氣針灸針. TONGKI corporation)을 

사용하여 關元穴, 子宮穴, 三陰交穴에 시

술하 고 20분 정도 유침하 으며, 한 

關元穴에는 온침요법을 사용하 다. 온

성어  약침은 기체 어로 인한 제반통

증을 치료하는데 냉감이 있거나 열감이 

없을 때 활용한다. 호색, 유향, 몰약, 

당귀미로 구성되어 활 이기지통하는 효

능이 있다
28)
. 원 과 삼음교 은 생식

기 질환의 상용 이고  자궁 은 복강 

내 난소의 치와 상응하여 붕루, 월경

부조, 경폐 등 부인과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29-31). 온침요법은 경락의 한체와 기

체를 소통시키는 방식으로, 국의 

이 등은 난소낭종 환자들에게 한약만 복

용시켰을 때보다 한약복용과 원 의 

온침요법을 병행했을 때 치료율이 높았

다고 보고했다32). 

환자의 호 도 평가는 VAS와 복부 

음 로 하 다. 통증에 하여 환자가 

자각하는 정도를 VAS(Visual Analog 

Scale)로 표 하 는데, 증상이 가장 심

한 상태를 VAS 10,  증상이 없는 상

태를 0으로 하여 평가하 다33). 음  

상에서 자궁내막종의 진단 기 은 특징

으로 균질한 미세 에코를 가진 낭성 

구조물이 가장 특징 인 음  유형이

며, 이와 동반한 다양한 내부 격벽과 벽

에 국한된 고에코 병변의 유무, 무 에코, 

복합 에코 등 미세 에코가 나타나지 않

은 소견들이 비특이  음  소견이다
34). 2.5-4.5MHz 볼록형 탐 자를 이용한 

복식 음 (GE Healthcare, LOGIQTM3) 

검사를 통해 환자의 자궁내막종의 size를 

재어 기질  병변의 크기 변화를 찰하

다. 

증례 1은 미혼 여성으로 시험 비를 

하며 스트 스를 많이 받았다. 발병일로

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래원하 다. 걷

는 것이 힘겨울 정도의 생리통과 지속

인 하복통, 안면 피부의 지루성 면포를 

호소했다. 면포는 월경 후로 더 심해지

는 경향이 있었다. 월경주기는 33~40일

로 불규칙하 고 월경통이 심하고 덩어

리가 배출되며 황색의 다량의 하가 있

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으며 

변비와 후 감을 호소했다. 좌하복부에 

자통이 있고 은 淡紅, 白苔, 濕潤하며 

脈은 沈細하 다. 腹力과 脈이 약하고 

수족냉  하복냉을 호소하며, 장 운동

이 무력하고, 식욕부진과 사지 권태감, 

간헐 인 頭重, 훈이 있으므로 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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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변증하 다. 월경통에 허증성 면

포를 동반하므로 加味十全湯에 活血理氣

止痛하는 호색 6~8g과 排膿消腫하는 

은화
35)
 4~12g을 가미하여 복용시키고 

침구치료를 병행하여 약 5개월간 치료하

다. 환자의 연고지가 본원과 멀어, 침

구치료는 자주 실시하지 못하고 평균 1

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 지만 한약은 

지속 으로 복용하 다. 래원 5개월 후, 

생리 3주기 후 월경통과 좌하복부 통증

이 소실되었고 자궁내막종의 크기도 

진시보다 축소되었다. 면포는 월경  

口脣 주 로 한정되었고, 지루성 상태가 

호 되어 흔 이 남은 정도 다. 

증례 2는 출산 후에 우하복부와 우측 

요부의 통증이 발생하여 월경 후로 악

화되는 양상을 보 다. 산부인과 검진 

 우연히 자궁내막종을 진단받았고, 

극 인 치료를 원해 본원에 래원하 다. 

특이하게 월경 후로 안면과 음부에 포

진이 주기 으로 발생했다. 월경주기는 

23~28일로 앞당겨지는 편이고, 월경량

이 고 월경통을 호소하 다. 월경 기

간을 제외하고도 평소에 우측 요부와 우

하복부의 통증이 지속 으로 있었다. 소

화력이 약하고 변은 2-3일에 1회 보며 

紅, 脈沈遲하 다. 체격은 살집이 있는 

편이나 腹力과 脈이 약하고 얼굴색이 창

백하며, 월경량이 고 주기가 당겨지며 

신 무력감을 호소하므로 산후 기 허

약으로 변증하 다. 산후의 허로 상태에

서 월경통과 더불어 산후신통과 유사한 

요통  복통, 허증성 면포를 동반하므

로 加味十全湯에 産後血滯를 다스리는 

익모 36) 4g을 가미하여 복용시키고 주 

3-4회의 침구치료를 병행하여 약 2개월

간 치료하 다. 래원 2개월째, 월경 2주

기 후 월경량은 여 히 소량이었으나, 

월경통  복통이 VAS 2로 호 되었고 

요통은 별무 다. 이 때 자궁내막종의 

크기는 2cm이상 감소하 고, 며칠 후 

local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자궁내막종이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두 자궁내막종 환자에게 加味十全湯을 

투여하게 된 변증의 요 은 월경주기에 

향을 받는 허증성 면포와 산후의 기

허약이었다. 두 환자는 양방 진단과 한

의학  변증이 동일하여 같은 치료를 하

으나 경과는 달랐다. 각 증례의 발병

기간과 변병상태를 비교해 보면 증례 1

의 미혼 여성은 발병일이 많이 경과하

고 좌측 난소에 7.3cm, 우측 난소에 

6.7cm로서 수술 권유를 받은 상태 고 

증례 2의 경산부는 발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측 난소에 5.6cm로 추 찰을 

권유받은 상태 다. 침구치료 수용도를 

비교해 보면 증례 1은 한 달에 한 번 침

구치료를 받은 것에 비해 증례 2는 주 

3-4회의 극 인 침구치료를 받았다. 

증례 1은 6개월의 치료 후 자궁내막종 

자체는 소실되지 않았으나, 호소하는 증

상들은 거의 소실되었다. 증례 2는 2개

월의 치료 후 증상이 완 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비교  짧은 치료 기간에 자

궁내막종이 완 히 소실되었다. 따라서 

병변 자체가 발병이 오래되지 않고 크기

가 작을수록 호 이 빠르며, 加味十全湯

을 복용하면서 關元, 子宮, 三陰交 등에 

복강 내 어 과 寒滯를 소통시키는 온침

과 온성어  약침 치료를 극 으로 시

행하는 것이 한약의 단독 복용보다는 치

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 안면이나 목, 가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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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지 분비와 면포는 월경상태와 

한 연 을 가지고 있어 월경이 있기  

심하게 증상을 발하여 월경이 끝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 월경의 개

선이 치료의 목표가 될 때가 많다. 한의

학에서 면포는 폐열, 기 울체, 담습, 충

임부조 등으로 변증시치하지만 월경 주

기에 따라 증상의 호 과 악화를 반복

으로 나타내는 여성의 면포는 충임부조

로 변증하는 경우가 많다
37,38)

. 두 증례의 

환자는 자궁내막종이라는 기질  병변과 

함께 월경주기에 따라 안면의 심한 지루

성 면포 는 안면과 음부의 반복 인 

포진을 호소했다. 그리고 반 인 신체

의 증상이 기 허약을 나타내거나 산후

의 기 허약을 바탕으로 하 으므로, 기

허약으로 변증하여 허증성 창양질환에 

사용하는 加味十全湯을 응용한 결과, 자

궁내막종 환자의 월경통과 면포가 함께 

호 되는 것을 경험하 다. 

자궁내막종이라는 병변 자체는 어 에 

속하지만, 단순히 활 화어 약물로 근

하기보다는 어 을 조성하게 된 근본

인 원인을 살펴 다스린다면 신 인 기

의 조 과 함께 증상의 호 과 병변의 

소실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증례에서 치료 후의 CA-125값을 측정

하지 않았으므로 치료 평가의 합성에 

있어 부족한 으로 사료된다. 

자궁내막종은  사회에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발이 잦고 완

 해가 힘들어 환자의 삶의 질을 

하시키는 질환이다2). 자궁내막종의 한방

치료는 인체의 기 부조를 다스려 신

상태와 월경 이상을 동시에 개선시키므

로, 무월경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요법이

나 재발 가능성이 큰 수술요법, 는 소

극 인 찰요법에 비해 환자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궁내막종의 한방치

료, 그 에서도 주로 외과질환에 응용

하는 加味十全湯을 기 허약으로 변증되

는 자궁내막종 환자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앞으로 유사한 증례의 임상

에 있어, 加味十全湯과 온침, 온성어  

약침 요법을 활용하여 양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자궁내막종

의 치료에 있어 加味十全湯과 약침, 온

침 요법 각각의 치료 기여도는 본 연구

에서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서 임상 시험 등을 통해 실험군, 조군

을 설정하여 각각의 단독 요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결  론

심한 월경통이 주소증이며 자궁내막종 

진단을 받은 두 명의 환자를 신 증상

과 허증성 면포, 산후 허로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 허약으로 변증하고, 허증

성 창양질환에 응용하는 加味十全湯을 

투여하고 온침과 온성어  약침 치료를 

병행하여 유효한 임상 경과를 확인하

다. 한방부인과에 래원하는 자궁내막종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한의학  변증시치

를 통해 증상의 호 과 병변의 축소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투  고  일 : 2008년 4월 25일

⃞ 심  사  일 : 2008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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