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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versus
Western Medicin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o-Jin Park1, Hee-Geun Jo2, Ji-Hyun Choi3
1Dept.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Chung-Yeon Korean Medicine Hospital
2Chung-Yeon Medical Institute

3Dep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hosun University Hospital

Objectiv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
(THM) in the treatment of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DUB) versus conventional
western medicine.

Method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comparing THM vs. conventional
western medicine for DUB, were obtained from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CNKI, RISS, NDSL, KISS and OASIS. The risk of bias was assessed by using
Cochrane’s risk of bias tool.

Results: 16 RCTs with 1,659 patients were identified and reviewed. 10 RCTs
reported THM was statistically effective than control group in effective rate. Also
recurrent rate was estimated in 6 RCTs and was lower than control group. 7
studies observed adverse events (AEs) and severe AEs were not reported.

Conclusions: Despite several limitations, this review suggested that THM was
safe and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DUB. THM may also decrease the recurrence
rate. However, this could not be proven conclusively. To ensure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more sternly designed trials are warranted.

Key Words: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DUB), Herbal Medicine, Chinese
Herbal Medicine (CHM),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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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능성 자궁출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DUB)은 기질 질환을 배제

한 이상 자궁 출 을 말한다1). 2011년에는

이상자궁출 (Abnormal uterine bleeding,

AUB)과 련된 표 분류체계로써 FIGO

분류(PALM-COEIN)가 제시되었으며, 이

들 기질 원인을 모두 배제하여 DUB

의 진단에 이르게 된다2). 여러 원인에 의

한 자궁출 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

뜨리고 사회 부담을 증 시키기 때문

에 극 인 의학 근이 필요하다3).

DUB에 한 통상 약물치료로는 출

의 억제를 목 으로 투약되는 트라넥

삼산(Tranexamic Acid)을 들 수 있다4).

이외에 경구피임제나 danazol, gestrinone

과 같은 호르몬 기반 약제가 활용되기도

하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

우에는 자궁내막 제(endometrial ablation)

나 자궁 제술(hysterectomy) 등이 고

려된다5). 그러나 기존의 치료법 가장

리 활용되는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의 경우 액색 성 질환의 험을

증가시키거나 신경학 부작용이 발생하

는 등의 안 성 논란이 있다6). 이외 다

른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의 경우에도 장

기투약이나 시술시의 문제에 의한 각종

합병증 발생과 같은 문제 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시 에서 DUB의 치료

에 한 완 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나은 안에 한 모색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한 안 하

고 효과 인 근으로써, 한의학 재

는 다수의 학문 근거를 확보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7). 한, 실제 동아시아의

의료 장에서는 DUB 환자의 90% 이상

이 한약과 침을 포함하는 통의학 진

료의 경험이 있다는 조사연구의 보고가

있을 정도로 환자의 선호가 높다8). 따라

서 시 에서 한약이 DUB를 상으로

효용을 갖춘 약물치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평가할 당 성은 충분하다.

본 주제와 련하여 이미 2009년에 1편의

메타분석9)이 출간된 바 있으나, 해당 연구

는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출간된 10편

이상의 동일주제 련 임상시험을 반 하

지 않았으므로, 시 에서 새로운 체계

문헌고찰의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한약을 재로 활용한 DUB에 한

무작 조 임상시험들을 상으로 체계

문헌 고찰을 시행하 다.

Ⅱ. 방 법

1. 문헌검색

2018년 09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모

든 논문을 상으로,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CNKI, RISS, NDSL,

KISS, OASIS를 기반으로 논문을 검색

하 다. 국외논문검색어는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OR ‘Abnormal uterine

bleeding’) AND ‘herbal’,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OR ‘Abnormal uterine

bleeding’)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으로 하 고, CNKI에서는 ‘功能失 性

子宫出血’, ‘中药’을 추가로 검색하 다.

국내논문검색어는 ‘기능성 자궁출 ’, ‘비

정상 자궁출 ’,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Abnormal uterine bleed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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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herbal’, ‘herb’,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hinese herbal medicine’과 조

합하여 사용하 다.

2. Participants

이상자궁출 의 국제 분류기 인

PALM-COEIN 체계에 따라 자궁출 의

기질 원인인 자궁 내경부의 폴립

(endometrial and endocervical polyp), 자

궁선근증(adenomyosis), 자궁근종(leiomyoma

of uterus), 악성종양 과형성증(malignancy

and endometrial hyperplasia)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우선 배제하 다. 비기질

원인 에서도 의인성(iatrogenic)을 배

제하고 나머지 원인에 의한 DUB환자를

선별하 다. 피험자 연령, 인종, 유병기

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 비뇨

기계 출 , 임신, 출산 후 자궁 출 ,

신질환 장애로 인한 출 ; 연구에 사

용된 약물에 한 알 르기가 있는 경우;

자궁 내 장치(IUD),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복용, 최근 한약이나

피임약을 복용한 이 있는 경우; 정신

질환; 간장 는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경

우 등의 환자는 제외하 다.

3. Interventions

한약은 단일 한약재, 조제한약, 제제한

약, 성약 등을 포함했다. 용량, 투약방

법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조군으로는 양방 약물치료만으로 제한

하 고, placebo, 무처치 등은 제외하

다. 치료군이나 조군 모두 한, 양방 결

합치료군은 제외하 다.

4. Outcome measures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에서의 평가도

구는 다음과 같았다. (1) Total effective rate

(총유효율)=(총 n수-무효 n수)/(총 n수)

×100%, (2) Recurrence rate(재발률), (3)

Adverse events(AEs).

총유효율의 경우 기 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각 연구마다 ≪中药新药治疗的临

床研究指导原则≫, ≪全国功能失 型子宫

出血的中西医结合诊疗标准≫ 등 다양한

기 을 두고 평가하 으며, 의 기 과

함께 음 를 이용한 진단평가를 겸하

여 시행한 연구도 포함하 다.

5. 연구 선택 자료 분석

2명의 연구자가 독립 으로 검색한 후

제목, 록을 통해 본 연구와 상 없는

논문을 배제하 고, 나머지 연구의 원본

을 확인하여 최종 선택하 다.

발간된 국가나, 사용된 언어에 상 없

이 포함기 에 맞는 연구를 선택하 으며,

연구디자인은 유사 무작 조 임상시

험(quasi-RCT) 무작 조 임상시

험(RCT)만 선정하 다. 출 되지 않은

학 논문 비임상연구는 제외하 다.

최종 선정된 연구에서 발행연도, 참가

자 연령, 표본크기, 질환기간, 사용된

재, 치료기간, 평가척도, 결과 안 성

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모집된 환자의

변증분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을 조사하

다. 안정성과 련해서는 각 논문에서

보고한 실험군과 조군의 AEs를 모두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Meta analysis

는 시행하지 않았다.

6. 연구의 질 평가

포함된 연구의 질은 두 명의 자가

Cochrane’s Risk of bias(RoB) Tool을 이

용해 독립 으로 평가하 다. RoB Too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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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비뚤림, 실행 비뚤림, 결과 확인 비

뚤림, 탈락 비뚤림, 보고 비뚤림 등 다섯

가지의 비뚤림을 평가하기 해 무작

배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참여자와

연구자의 가림, 결과 평가자의 가림,

불완 한 결과의 처리, 선택 결과 보고,

타당도를 하는 다른 잠재 비뚤림

험의 일곱 가지 역에 해 평가하는

도구로서 각 문항에 하여 ‘비뚤림 험

낮음(Low risk)’, ‘비뚤림 험 높음(High

risk)’, ‘비뚤림 험 불확실(Unclear risk)’

로 평가된다10). 두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상호 토론을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수행하 다.

Ⅲ. 결 과

1. 검색결과

최 검색결과 국외논문은 각각 PubMed

20, Cochrane 4, Embase 51, CNKI 127편, 국

내논문은 RISS 0, NDSL 0, KISS 0, OASIS

0편이 검색되어 총 20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

고, 제외기 에 따라 논문을 제외한 후 최종

으로 16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Fig. 1).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2. 선정된 연구 분석

1) 일반 특성

16개의 논문은 모두 국에서 출 되었으

며, 두 군(two arms)으로 분류된 연구들이

었다. 그 Lin23)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을

변증에 따라 다시 네 군으로 나 어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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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함된 연구의 주요 특징들은 이하 표

와 같다(Table 1). 참가자는 총 1,659명이

포함되었고 실험군 900명, 조군 759명이었

다. 참가자의 연령은 11~60세가 포함되었으

며, 청소년기의 DUB 연구 6편11,16,20,22,24,25),

갱년기의 DUB연구 1편14)이 있었다.

2) 재의 특성

8개의 연구11-3,16,18,19,21,23)에서 특정 변증

에 한 환자를 모집하 고, 14개의 연

구11-5,18-26)에서 한의치법을 제시하 으며,

9개의 연구11-5,19,20,22,23,26)에서 별도의 한약

처방을 언 하 다.

포함된 연구 출 기간과 비 출 기

간을 나눠 치료약을 다르게 구성한 연구가

11편11-3,15,16,19-21,24-6)이 있었으며, Zhong25)

등은 한약 치료군을 다섯 기간으로 세분하

여 처방하기도 하 다. 4편의 연구18,21,25,26)

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기본

처방에 다른 약물을 가감하기도 하 다.

그에 따른 한약구성은 이하 표에 정리하

다(Table 2). 조군으로 사용된 약물들은

결합 에스트로겐(이하 E. e.g., Estradiol

valerate, diethylstilbestrol 등), 로게스테

론(이하 P. e.g.,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arvelon, dydrogesterone, norethisterone 등)

등의 단일 복합 피임약(e.g., Mifepristone)

는 클로미펜 등을 경구로 투여하 고,

Li 등22)은 P를 근육주사(이하 I.M.)하

고, Lin23)은 P 경구투여와 함께 복합 호

르몬 I.M.을 병행하 다. Lin23)의 연구에

서 시행한 triad hormone therapy I.M.은 구

체 은 구성약물의 언 은 없었다. Feng20)

의 연구에서 사용된 ‘美丽’는 구체 인 성

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양약 치료 이외에 추가 처치로는 2편

의 연구11,20)에서 심한 출 이나 빈 시

철분제나 지 제 혹은 필요한 경우 수

을 시행하 고, 다른 2편19,23)에서 비타민

C 복용, 단백질 섭취 등 양 티칭과

과한 운동 삼가 등 생활지도를 받았다.

3) 평가 지표

체 연구에서 총유효율만을 평가지표

로 삼은 연구는 4편14,19,21,23)이 있었고, 나

머지 연구에서는 모두 두 개 이상의 평

가지표를 설정하 다. 모든 연구에서 총

유효율을 primary outcome으로 삼았으

며 그 4-points scale(痊癒, 顯效, 有

效, 無效)을 이용한 연구는 13편이었고,

3편15,17,25)의 연구에서는 3-points scale(痊

癒, 有效, 無效)을 이용하 다. 각 연구에

서 참고한 기 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공

통 으로 출 의 지까지 걸린 기간, 월

경량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으로 월경 기간, 주기, Hb, 자각증상 등을

살피기도 하 다. Secondary outcome으로

삼은 기 은 매우 다양하 고, 재발률 6

편15-7,20,24,25), 액검사 소견 6편11-3,18,22,26),

변증에 따른 의학 증상 수(Chinese

symptom score) 4편11,16,18,22)이 있었다.

액검사는 Hb, RBC, 여성호르몬농도(E2,

P, FSH, LH), 출 련 수치(PLT, PT,

APTT, PDW, MPV), 간, 신기능검사 등

을 확인하 다.

AEs를 찰, 보고한 연구는 7편11,13,15,17,18,24,25)

으로 Pan 등11)과 Ma 등13)의 연구에서는

간, 신기능을 평가하 고, 특히 Ma 등13)

에서는 치료 , 치료 종료 3개월 후

LFT, RFT를 측정하여 수치를 제공하

다. 나머지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없이 나

타난 AEs증상을 보고하 다. 추 찰

(follow-up; F/U)을 진행한 연구는 7편이 있

었다13,15-17,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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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D

Syndrome
differentiation

of TCM
/dose

Composition of THM

Pan Y11)

2017

Dual
deficiency of
qi and yin
/BID*

Bleeding
period

Rehmanniae Radix Recens, Angelicae Gigantis Radix, Lycii Radicis
Cortex, Imperatae Rhizoma, Moutan Radicis Cortex, Paeoniae Radix,
Charred Thujae Orientalis Folium, Ecliptae Herba, Agrimoniae Herba,
Asini Corii Colla

Non bleeding
period

Astragali Radix, Dioscoreae Rhizoma, Epimedii Herba, Eucommiae
Cortex, Dipsaci Radix, Ostreae Testa, Rehmanniae Radix Preparata,
Ligustri Fructus, Ecliptae Herba, Asini Corii Colla, Ailanthi Radicis
Cortex

Zhang
S12)

2016

Spleen and
kidney

deficiency
/NR†

Bleeding
period

Codonopsis Pilosulae Radix, Astragali Radix, Salted Psoraleae Semen,
Sepiae Endoconcha, Cimicifugae Rhizoma, Rubiae Radix, Charred
Trachycarpi Petiolus,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Non bleeding
period

Rehmanniae Radix Preparata, Rubi Fructus, Broiled Epimedii Herba,
Angelicae Gigantis Radix, Paeoniae Radix, Lycii Fructus, Pickled
Cyperi Rhizoma, Persicae Semen, Carthami Flos

Ma H13)

2016

Spleen and
kidney

deficiency
/NR

Bleeding
period

Codonopsis Pilosulae Radix, Astragali Radix, Psoraleae Semen, Sepiae
Endoconcha, Cimicifugae Rhizoma, Rubiae Radix, Charred Trachycarpi
Petiolus,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Non bleeding
period

Rehmanniae Radix Preparata, Rubi Fructus, Epimedii Herba, Angelicae
Gigantis Radix, Paeoniae Radix, Lycii Fructus, Cyperi Rhizoma, Persicae
Semen, Carthami Flos

Yan
Y14)

2015

NR
/BID

Rehmanniae Radix Preparata 12 g, Angelicae Gigantis Radix 15 g, Cnidii Rhizoma
10 g, Charred Typhae Pollen 15 g, Asini Corii Colla 10 g, Persicae Semen 6 g,
Cinnamomi Ramulus 9 g, Moutan Radicis Cortex 10 g, Astragali Radix 20 g, Broiled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2 g

Sun Q15)

2013
NR
/BID

Follicular
phase

Cuscutae Semen 30 g, Ligustri Fructus 20 g, Lycii Fructus 15 g, Rubi
Fructus 10 g, Plantaginis Semen 10 g, Dipsaci Radix 20 g, Fluoritum
15 g, Eucommiae Cortex 20 g, Paeoniae Radix 15 g, Albizziae Cortex
30 g, Cyperi Rhizoma 15 g, Polygonati Rhizoma 10 g

Ovulation
phase

Cuscutae Semen 30 g, Ligustri Fructus 20 g, Lycii Fructus 15 g, Rubi
Fructus 10 g, Plantaginis Semen 10 g, Dipsaci Radix 20 g, Angelicae Gigantis
Radix 20 g, Epimedii Herba 15 g, Paeoniae Radix 15 g, Gleditsiae
Spina 30 g, Cyperi Rhizoma 15 g, Salviae Miltiorrhizae Radix 10 g

Luteal
phase

Cuscutae Semen 30 g, Ligustri Fructus 20 g, Lycii Fructus 15 g, Rubi
Fructus 10 g, Plantaginis Semen 10 g, Dipsaci Radix 20 g, Epimedii
Herba 15 g, Agrimoniae Herba 15 g, Albizziae Cortex 30 g, Cyperi
Rhizoma 15 g, Angelicae Gigantis Radix 20 g

Menstrual
phase

Angelicae Gigantis Radix 20 g, Cnidii Rhizoma 10 g, Paeoniae Radix
15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Leonuri Herba 15 g, Lycopi
Herba 15 g, Cyathulae Radix 30 g, Cyperi Rhizoma 15 g, Carthami
Flos 15 g, Lumbricus 15 g, Astragali Radix 20 g, Coicis Semen 30 g

Xia G16)

2013

Kidney
deficiency and
blood stasis

/BID

Bleeding
period

Leonuri Herba 30 g, Persicae Semen 10 g, Carthami Flos 10 g, Angelicae
Gigantis Radix 10 g, Cnidii Rhizoma 10 g, Paeoniae Radix 10 g, Roasted
Aurantii Fructus Immaturus 10 g, Sepiae Endoconcha 10 g, Cyathulae
Radix 10 g, Salviae Miltiorrhizae Radix 15 g, Typhae Pollen (wrap-boiling)
15 g, Trogopterorum Faeces 15 g, Ostreae Testa 15 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g

Non bleeding
period

Codonopsis Pilosulae Radix 10 g, Roasted Atractylodis Rhizoma Alba
10 g, Angelicae Gigantis Radix 10 g, Cnidii Rhizoma 10 g, Paeoniae
Radix 10 g, Cyperi Rhizoma 10 g, Dipsaci Radix 10 g, Cuscutae Semen
15 g, Astragali Radix 15 g, Poria Sclerotium 15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Lycii Fructus 30 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g

Table 2. 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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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o
H17)

2012

NR
/BID

Corni Fructus, Psoraleae Semen, Dipsaci Radix,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Typhae
Pollen, Atractylodis Rhizoma Alba, Codonopsis Pilosulae Radix,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Hedyotidis Herba

Ma K18)

2012

Dual
deficiency of
qi and yin

/BID

Codonopsis Pilosulae Radix, Astragali Radix, Schisandrae Fructus, Paeoniae Radix, Ligustri
Fructus, Ecliptae Herba, Asini Corii Colla, Sepiae Endoconcha, Thujae Orientalis Folium

Adjustment

QD‡
Increase in Codonopsis Pilosulae Radix and Astragali Radix
+Pseudostellariae Radix

YD§ Rehmanniae Radix Preparata, Glehniae Radix

BS∥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powder, Roasted Typhae
Pollen

KYD¶
Cistanchis Herba, Eucommiae Cortex, Dipsaci Radix, Cervi
Cornus Colla

Li Q19)

2010

Spleen and
kidney

deficiency
/BID

Bleeding
period

Psoraleae Semen 10 g, Broiled Astragali Radix 10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10 g, Roasted Typhae Pollen 10 g, Sepiae Endoconcha 10 g,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powder 3 g, Dipsaci Radix 8 g,
Cervi Cornus Degelatinatum 10 g, Atractylodis Rhizoma Alba 10 g,
Halloysitum Rubrum 15 g, Rubiae Radix 12 g

Non bleeding
period

(1)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Lycii Fructus 10 g, Angelicae
Gigantis Radix 10 g, Paeoniae Radix 10 g, Hominis Placenta 5 g,
Dioscoreae Rhizoma 12 g, Corni Fructus 10 g, Ligustri Fructus
10 g, Ecliptae Herba 8 g

(2) Curculiginis Rhizoma 10 g, Epimedii Herba 10 g, Cuscutae Semen
10 g, Aucklandiae Radix 6 g, Carthami Flos 10 g, Fluoritum 8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2 g, Rubi Fructus 8 g, Salviae
Miltiorrhizae Radix 10 g

Feng
S20)

2008

NR
/BID

Bleeding
period

Charred Rehmanniae Radix Recens 9 g, Charred Paeoniae Radix 9 g,
Scrophulariae Radix 9 g, Lycii Radicis Cortex 9 g, Liriopis seu
Ophiopogonis Tuber 12 g, Asini Corii Colla 12 g, Agrimoniae Herba
18 g,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6 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g

Non bleeding
period

Rehmanniae Radix Recens 9 g, Paeoniae Radix 9 g, Scrophulariae
Radix 9 g, Lycii Radicis Cortex 9 g, Liriopis seu Ophiopogonis Tuber
12 g, Asini Corii Colla 6 g, Corni Fructus 12 g, Cuscutae Semen 30 g,
Dioscoreae Rhizoma 24 g

Wang
P21)

2008

Spleen and
Kidney

Deficiency
/BID

Codonopsis Pilosulae Radix, Atractylodis Rhizoma Alba, Astragali Radix, Dioscoreae
Rhizoma, Scutellariae Radix, Schizonepetae Spica, Halloysitum Rubrum, Psoraleae
Semen, Sepiae Endoconcha, Rubiae Radix, Ligustri Fructus, Ecliptae Herba, Lycii
Fructus, Cuscutae Semen,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Li Y22)

2007
NR
/BID

Roasted Sanguisorbae Radix 15 g, Ostreae Testa 25 g, Charred Typhae Pollen 15 g,
Sepiae Endoconcha 15 g, Carbonisatus Crinis 10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0 g, Amomi Fructus 10 g

Lin L23)

2006

BH**
/NR

Scutellariae Radix 10 g, Gardeniae Fructus 10 g, Rehmanniae Radix Recens 20 g,
Lycii Radicis Cortex 10 g, Sanguisorbae Radix 10 g, Asini Corii Colla 3 g, Nelumbinis
Rhizomatis Nodus 10 g, Broiled Testudinis Chinemis Plastrum et Carapax 15 g,
Calcined Ostreae Testa 15 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5 g

LKYD††

/NR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Dioscoreae Rhizoma 10 g, Corni Fructus 10 g, Lycii
Fructus 10 g, Cuscutae Semen 10 g, Cervi Cornus Colla 3 g, Testudinis Chinemis Plastrum
et Carapax 10 g, Cyathulae Radix 5 g, Ligustri Fructus 10 g, Ecliptae Herba 10 g

QD
/NR

Codonopsis Pilosulae Radix 30 g, Astragali Radix 30 g, Poria Sclerotium 15 g,
Atractylodis Rhizoma Alba 15 g, Angelicae Gigantis Radix 5 g, Cnidii Rhizoma 5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0 g, Paeoniae Radix 15 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5 g

BS
/NR

Persicae Semen 10 g, Carthami Flos 10 g, Rehmanniae Radix Recens 10 g, Paeoniae
Radix 15 g, Angelicae Gigantis Radix 5 g, Cnidii Rhizoma 5 g, Trogopterorum Faeces
10 g, Roasted Typhae Pollen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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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X24)

2006
NR
/BID

Bleeding
period

Roasted Typhae Pollen 9 g, Rubiae Radix 9 g, Ecliptae Herba 9 g, Charred
Schizonepetae Spica 9 g, Halloysitum Rubrum 9 g, Psoraleae Semen 9 g,
Ligustri Fructus 15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15 g, Agrimoniae
Herba 12 g, Dipsaci Radix 12 g, Cimicifugae Rhizoma 3 g

After bleeding
period

Ligustri Fructus 15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Lycii Fructus
15 g, Cuscutae Semen 15 g, Paeoniae Radix 15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15 g, Astragali Radix 15 g, Angelicae Gigantis Radix
6 g, Dioscoreae Rhizoma 12 g, Atractylodis Rhizoma Alba 9 g

Before bleeding
period

Fluoritum 20 g, Epimedii Herba 9 g, Cnidii Rhizoma 9 g, Cyperi
Rhizoma 9 g, Morindae Radix 10 g, Cuscutae Semen 15 g, Lycii
Fructus 15 g, Carthami Flos 6 g, Angelicae Gigantis Radix 6 g

Zhong
C25)

2006

NR
/BID

Dioscoreae Rhizoma 30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5 g, Ligustri Fructus 15 g,
Ecliptae Herba 15 g, Atractylodis Rhizoma Alba 10 g, Poria Sclerotium 30 g, Bupleuri
Radix 8 g, Curcumae Radix 15 g, Paeoniae Radix 15 g, Broiled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g

Adjustment

Early and middle
stages of menses

Persicae Semen 15 g, Carthami Flos 5 g, Lycopi
Herba 15 g, Cyathulae Radix 15 g, Linderae
Radix 6 g

Latter stage of menses
Leonuri Herba 30 g, Rehmanniae Radix Recens 10 g,
Rubiae Radix 15 g, Sanguisorbae Radix 15 g

A lots of blood loss

Halloysitum Rubrum 30 g, Carbonisatus Crinis 10 g,
Artemisiae Argyi Folium 10 g, Fossilia Ossis
Mastodi 30 g, Calcined Ostreae Testa 30 g,
Pelodiscis Carapax 20 g

A serious loss of
blood : 出血淋漓不盡

Charred Gardeniae Fructus 8 g, Charred Sophorae
Flos 10 g, Artemisiae Argyi Folium 10 g

1 week after menses

Angelicae Gigantis Radix 15 g, Lycii Fructus 20 g,
Cuscutae Semen 20 g, Rehmanniae Radix Recens
15 g, Moutan Radicis Cortex 15 g, Alismatis Rhizoma
15 g

Ovulation phase
Epimedii Herba 15 g, Curculiginis Rhizoma 15 g,
Lycopi Herba 15 g, Cudraniae Tricuspidatae Radix
10 g, Carthami Flos 6 g

1 week before menses
Angelicae Gigantis Radix 15 g, Cnidii Rhizoma
10 g, Cyathulae Radix 15 g, Lycopi Herba 15 g,
Spatholobi Caulis 15 g

Zhu Y26)

2005
NR
/BID

Bleeding
period

Leonuri Herba 30 g, Typhae Pollen 15 g, Trogopterorum Faeces 10 g,
Charred Rubiae Radix 10 g, Charred Dryopteridis Crassirhizomatis Rhizoma
30 g, Pulsatillae Radix 30 g, Sanguisorbae Radix 30 g, Charred Schizonepetae
Spica 10 g, Thujae Orientalis Folium 10 g, Asini Corii Colla 10 g, Notoginseng
Radix Et Rhizoma powder 4 g (swallow)

Non bleeding
period

Codonopsis Pilosulae Radix 15 g, Astragali Radix 15 g, Atractylodis
Rhizoma Alba 10 g, Rehmanniae Radix Recens 10 g, Rehmanniae
Radix Preparata 10 g, Polygoni Multiflori Radix 10 g, Lycii Fructus
10 g, Paeoniae Radix 10 g, Ligustri Fructus 10 g, Ecliptae Herba 20 g,
Coicis Semen 30 g, Broiled Testudinis Chinemis Plastrum et Carapax
15 g, Rosae Laevigatae Fructus 15 g, Angelicae Gigantis Radix 10 g

Adjustment

Anemia Asini Corii Colla, Mori Fructus

YDFE‡‡
Anemarrhenae Rhizoma 10 g, Phellodendri Cortex
10 g, Lycii Radicis Cortex 30 g

*BID : bis in die, twice a day †NR : not reported, ‡QD : Qi deficiency (氣虛), §YD : Yin deficiency (陰虛),
∥BS : blood stasis (血 ), ¶KYD : kidney yang deficiency (腎陽虛), **BH : blood heat (血熱), ††LKYD :
liver-kidney yin deficiency (肝腎陰虛), ‡‡YDFE : Yin deficiency fire excess (陰虛火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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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ological quality

모든 연구에서의 반 인 질은 낮은

편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무작 배정에

한 보고를 하 으나, 3편11,13,16)의 연구

에서만 난수표, 난수 투 등 배정방법

에 하여 기술하 으며, 구체 인 은폐

방법에 해 기술한 연구는 없었다. 1편18)

의 연구에서 치료순서에 따라 난수표를

배정하 다는 언 이 있어 선택 비뚤림

두 항목이 ‘높음’으로 평가하 다. 결과

평가에 한 가림 항목에서 이 맹검

디자인을 시행하 거나 약 조군을 채

택한 연구는 1편도 없었으므로 모든 연

구의 비뚤림 험을 ‘높음’으로 평가하

다. 제시된 연구 모두 결측치는 없었으나,

1편의 연구17)에서 참여한 n수와 결과에서

나타난 n수가 달라 비뚤림 험을 ‘높음’

으로 평가하 다. 도탈락(Withdrawal)

에 한 정보를 제시한 연구는 2편24,25)

으로 두 편 모두 탈락의 이유와 탈락 후 ‘무

효군’에 포함하여 Intention-to-treat(ITT)

분석을 시행하 다. 선택 보고를 평가

하기 해 포함된 연구의 로토콜 연구

를 시행하 는지 조사하 지만 부분의

연구가 로토콜이 없거나 언 된 정보

가 충분하지 않아 ‘불확실’로 평가하

다. 다만 한 편의 연구15)에서 연구 방법

에 음 검사와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

하겠다고 하 으나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비뚤림 험 ‘높음’으로 평가하

다. 그 외 비뚤림은 포함 연구 모두 잠재

비뚤림 험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를 평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로 평가하 다(Fig. 2, 3).

Fig. 2. Risk of bia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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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sk of bias graph.

4. 치료 결과 분석

16편의 연구 10편의 연구에서 한약

치료군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나은 결과를 보고하 다. 다만, 6편의 연

구11-3,18,24,25)에서 한약이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은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 다. 네 가지 변증에 따라 시

험한 Lin23)의 연구에서는 血熱, 肝腎陰

虛형은 통계 유의성이 없었고, 氣虛,

血 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재발률을 평가한 6편의 연구 2편15,17)

은 복약 지 3개월 후 재발률을 평가하

고, 4편의 연구는 6개월 후 재발률을

평가하 다. 6편의 연구 모두에서 치료

군의 재발률이 낮았고, 한 연구20)를 제

외한 5편의 연구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치료군의 재발률이 낮았다. Feng20)의

연구에서는 치료군 20.00%, 조군 28.10%

로 치료군의 재발률이 낮으나 통계 유의

성은 밝히지 않았다. 치료군의 재발률은

6.06%~26.25%, 조군은 11.11%~71.9%

로 나타났다.

AEs를 별도로 보고한 7편의 연구

2편17,18)에서는 양 군 모두 보고된 AEs는

없었으며 Pan 등11)의 연구에서 오심, 복

부 불쾌감이 치료군 1명, 조군 2명이

발생하 고 약물 지 후 호 을 보

다. Sun15)의 연구에서는 치료군에서 오

심 2명(기존 한약에 건강, 신곡 가미하

여 치료), 체 증가 1명, 조군에서 돌

발성 출 , 구토, 훈 각 1명, 오심, 유

방창통, 체 증가 각 2명을 보고하 고

약물 단 후 소실되었다. Li 등24)의 연구

에서 조군에서 구역, 구토로 2명이 발

생, 탈락하 다. Zhong 등25)에서는 치료

군에서 복창(腹脹), 변당(便溏) 5명 발생,

조군에서 구역, 구토, 훈 24명이 발

생하 고 24명 3명의 도 탈락이 발

생하 다. 약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해

간, 신기능을 평가한 연구는 2편11,13)으로

모두 별도의 약인성 부작용과 련된 보

고는 없었다. 특히 Ma 등13)은 복약 ,

복약 지 3개월 후 LFT, RFT를 시행

하여 비교하 고,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16편의 DUB에 한 한약

치료 RCT를 바탕으로 체계 문헌고찰

을 수행하여 한약이 조군인 양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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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약은 DUB

환자에서 각 연구 평가기 에 따라 지

까지 걸리는 시간, 월경 량, 주기, 정상

배란 황체기 유지 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출 로 인한 빈 증상 개

선 액검사수치 변화 등의 평가에서

도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다. 몇몇 연

구에서 진단 평가에 음 를 사용하

여 자궁내막의 정도와 난소의 상태 등을

악하 다고 기술하 지만 해당 연구에

서 구체 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치료

후, 군간 비교를 평가할 수 없었다. 재

발률이나 부작용 발생 면에서도 한약 치

료군에서 더 나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재발률을 평가한 6편의 연구 모두

조군에 비해 낮은 값을 보 고, p값을

제시하지 않은 1편20)을 제외하고 5편의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분석 상 한약은 처방

개별 약물의 구성에서 포함된 연구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 기 때문에 특정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와 련하

여 만에서 이루어진 DUB 환자의 한

약 투여에 한 인구기반 조사연구에서

는 약 40,000명을 상회하는 DUB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 내에서의

한약 처방으로는 가미소요산이, 단일 약

물로는 익모 가 가장 자주 활용된다는

을 보고하 다8). 이외에도 해당 연구

에서는 당귀작약산, 계지복령환, 온경탕,

궁귀교애탕과 같은 부인과에서 기존에

리 활용오던 처방들이 DUB에도 지속

으로 활용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개별 연구에

따른 처방의 패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작용 기 의 추정을 해서는 단일

약물과 련된 연구를 심으로 여러 선

행연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

익모 의 경우 질환과 련하여 항

동맥경화 항섬유화 작용이 보고되어

있다27,28).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도 다수

활용된 단삼이나 향부자의 경우 항염증

항산화스트 스 작용이나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통한 신경보호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29-31). 본 연구에서의 정

결과는 이처럼 한약이 갖는 여러 약

리기 과 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DUB의 임상시

험에 하여 활용되는 주요 개별 약물

처방의 패턴을 보다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을 생각된다.

조군으로 사용된 양방처치는 경구

피임약으로 사용되는 약이 부분을 차

지했으며,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경구약

과 주사제를 겸한 연구22,23,25)도 있었다.

DUB 치료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구 피임약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P, E 복합제제, 단독 P,

결합 E 등이 처방되고, P 주사제, 자궁내

장치(LNG-IUS), Danazol, GnRH 길항제

등 호르몬 요법과 NASIDs, Tranexamic

acid(TXA), Desmopressin 등 비호르몬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32). 포함된 연구에서

사용된 약물들의 경우 오심, 구토, 훈,

돌발성 출 , 유방창통, 체 증가 등 부작

용을 가지고 있어 환자로 하여 약물

순응도에 향을 미치기도 하 다11,15,24,25,33).

한 합성 로게스테론 피임제의 단독

사용은 기분장애 우울증과 어느 정도

연 성을 가지기도 한다34).

만약 DUB의 정도가 심하다면 외과

처치를 권유하거나 시행하는데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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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등 여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

과 처치(자궁 출술 자궁내막

제술)는 약물치료의 실패나, 약물치료를

용할 수 없을 때, 심각한 빈 , 삶의

질에 심각한 향을 끼칠 때, 미래의 출

산도 원치 않으며, 수반하는 자궁 병리

에 따라 매우 제한 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 하 다32,35-7).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

면 자궁 출술을 한 여성의 38%넘게

한 체 치료 방법을 제시받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38). 상기 언 한 외과

처치들은 결혼생활이나 성 계에

향을 주지 않지만, 비뇨생식계 감염이나

심지어 여성의 정신 , 정신사회 향

을 미치기도 한다39). 따라서 의료인은

한 진단과 치료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이고, 질병 이환기간을

이는데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본 연구

에서 한약은 비교 상이 되는 기존의

재들에 비하여 보고되는 해반응의 수

와 정도가 비교 어 안 한 재임을

보 다. 이 같은 안 성 측면의 우 가

보다 확고하게 증명되는 경우 DUB 치

료에 한약이 재로써 보다 자주 고려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먼

포함된 연구들의 이질성이 커서 메타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 기 때문에, 한약

의 유효성에 하여 정량 인 결론을 이

끌어내지 못하 다. 한, 분석 상연구

에서 사용된 평가변수들은 부분 총유

효율 등 국에서 활용되는 지표이나,

이것이 과학 인 합의가 이루어진 평가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 해

석에 주의를 요한다. 해당 평가변수는

국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본 고찰에

포함된 모든 일차문헌이 국에서 출간

된 것이라는 과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와 련하여 본 연구는 출

치우침(publication bias)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평가 상 재

인 한약의 경우 반 으로 매우 큰 이

질성을 보이며 투약 형태와 용량 등도 모

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한약 는 한약

제제의 유효성을 단할만한 데이터를 얻

기 어려웠다. 포함된 연구들의 방법론

질은 반 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포함된 다수의 연구에서 무

작 배정의 차가 제 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한 정보나 표본수 산출

과 련한 과정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확보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

문을 제기할 여지가 많다. 향후 이 같은

한계 들을 보완한 양질의 무작 조임

상시험을 지속 으로 수행하여 한약의

DUB에 한 유효성과 안 성을 확고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여러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DUB 상 무작 조임상시험

에서 한약이 비교 안 하면서 잠재

인 유효성을 갖춘 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 한 아

울러 발견되었으므로 보다 확고한 결론

을 내리기 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확 된 규모의 후

속 연구를 시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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