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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근종적출술 후 발생한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오림산을 포함하는 복합한의진료의 경과 :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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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with Ohrim-san for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fter Laparoscopic Myomectomy Patient

: A Case Report

So-Mi Jeong1, Hee-Geun Jo2

1Dept. of Korean Medicine Obstetics & Gynecology,
Chung-Yeon Korean Medicine Hospital

2Chung-Yeon Medical Institute

Objectives: This case report aim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on a post-laparoscopic myomectomy
patient’s lower urinary symptoms (LUTS).

Methods: The patient who diagnosed with uterine myoma had Laparoscopic
myomectomy. After the operation, the patient complained of dysuria, nocturia,
frequent urination, urgent urination and urinary retention. The patient received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during 14 days of hospitalization. The
treatment included Ohrim-san, acupuncture, moxibustion, and pharmacoacupuncture.
The effects were evaluated through the Numeric Rating Scale (NRS), Overactive
Bladder Symptom Score (OABSS), Frequency-Volume chart, and 5-Level version
of EuroQol-Five Dimension (EQ-5D-5L).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e clinical symptoms such as dysuria, nocturia,
frequent urination, urgent urination, urinary retention were improved. Also, the
quality of life was enhanced.

Conclusions: This case report shows that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with Ohrim-san may be effective for treating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fter laparoscopic myomectomy.

Key Words: Laparoscopic Myomectomy,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Ohrim-san,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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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궁근종(Uterine Leiomyoma)은 가임

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비정상 자궁출혈을 유발하며,

골반통, 하복부통, 성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

에, 다수의 환자에서 수술적 근종 제거

가 시행된다1). 이중 복강경하 자궁근종

적출술(Laparoscopic Myomctomy, 이하

복강경하 적출술)은 기존의 자궁전절제

술 등과 비교하여 침습성과 출혈량이 적

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최근 20년

사이 뚜렷하게 선호되고 있다2).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복강경하 적출술의 합병증

에 대한 보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관찰된 합병증 발생률이 11.1%에 달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3). 알려진 복

강경하 적출술의 합병증으로는 자궁강내

유착 외에 대장, 신장, 요관, 방광, 횡격

막 등 장기의 직접 손상 등을 들 수 있

다4). 특히, 방광과 요관은 해부학적 위치

상 자궁에 근접해있으므로 복강경하 적

출술 등을 비롯한 산부인과 수술에 의한

해당 장기손상 발생의 개연성은 매우 높

다5). 따라서, 자궁근종에 대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한 환자에 대하여 하부요로증상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발생 여부의 파악 및 관련한 의학적 접

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서는 요실금, 빈뇨, 배뇨 후 불편감 등

다양한 요로증상에 대한 임상 경험을 축

적해왔다. 최근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에서는 전침이 요실금 증상을 효과적으

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6,7), 한약 또한 여러 임

상연구에 기반하여 하부요로증상이나 과

민성 방광 등 요로 소견에 대한 투약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8). 이같은 선행 연

구들에 따르면 복강경하 적출술 후 합병

증으로써 발생하는 요로 증상에 대해서

도 한의과적 처치가 유의미한 관리 방법

이 될 수 있다. 저자들은 상기와 같은 인

식 하에 술후 심한 배뇨통, 절박뇨, 빈뇨,

야뇨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오림산을 포함한 복합한의치료를

수행한 증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Ⅱ. 증례 보고

1. 성명(성별 및 나이) : 김⃝⃝(F/41)

2. 주소증 : 배뇨통, 빈뇨, 절박뇨, 야뇨

(평균 2회)

3. 발병일 : 2020년 06월 10일 자궁선근

종 절제술 후 발생

4. 치료 기간 : 2020년 06월 15일-06월

28일(14일간)

5.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5년 12월경 처음 심한

월경통과 다량의 월경출혈이 지속되어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초음

파 검사상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용

종 소견이 확인되어 자궁용종 절제술과

미레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미레나 삽

입 이후 유방창통, 악취나는 질 분비물,

골반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6개월만

에 제거하였다. 이후 2017년 초 월경통이

악화되어 고강도집속형초음파시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nic surgery,

HIFU)을 05월, 10월 2차례에 걸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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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HIFU 이후 증상 완화되어 별무

로 약 2년간 지내다가 2020년 02월 소량

출혈이 10일간 발생한 후, 갑자기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30일간 하혈이 지속

되었다. 지속적인 비정상 자궁출혈과 동

반되는 오심,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 증상

으로 2020년 02월 22일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혈액검사상 Hemoglobin

7.7이 확인되어 적혈구(Packed Red blood

cell) 6 unit을 수혈받았으며, 초음파 검

사상 자궁근종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뚜렷

한 자궁내막 두께 증가 소견을 확인하였

다. 2020년 03월 22일 타 산부인과병원에

서 이식형 피임제인 임플라논(Implanon)

을 삽입하였으나 월경통 및 자궁출혈 지

속되어 2개월 후 제거하였고, 2020년 06

월 10일 동일 병원에서 복강경하 근종적

출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퇴원

하여 5일간 자택가료 중 술후 배뇨통, 빈

뇨, 절박뇨, 야뇨, 잔뇨감 증상이 지속적

으로 악화되어 본원에서 14일간 입원치

료를 시행하였다.

6. 월경력 및 산과력

1) 주기 및 기간 : 28-30일 주기(규칙

적인 편), 7-8일 지속

2) 월경양 : 20대 초부터 월경양은 많

은 편이었으며(중형패드 2시간마다

교체), 비정상 자궁출혈 및 월경통이

심해진 30대 중반부터 월경양 대폭

증가하여, 월경시 주간에도 오버나이

트패드(하루 10개 이상 사용)에 월경

팬티를 같이 착용해야할 정도였다.

3) 월경통 : 심한 월경통으로 인해 매

월경주기마다 진통제를 복용하였으

며(이지엔6프로 연질캡슐 2C TID

이상) 덩어리 양상의 월경혈이 자주

관찰되었다.

4) LMP : 2020년 06월 12일(술후 첫

월경)

5) PARA : 0-0-0-0

7. 望聞問切

1) 消 化 :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속더부룩함.

2) 大 便 : 2일 1회, 변비 경향

3) 小 便 : 술후 심한 배뇨통, 빈뇨,

절박뇨, 야뇨(하루 2회 이상)

4) 睡 眠 : 입면난, 수면유지장애, 천

면, 다몽

5) 脈 : 脈滑數

6) 舌 : 苔薄白

7) 腹 診 : 下脘, 中極 압통(+)

8. 주요 검사소견 및 평가도구

A

B

Fig. 1. Sonography of the lesions after IUD
(Intrauterine Device) removal 2020-05-10.
Preoperative findings : Transvaginal sonography
image of the uterus shows enlarged uterus,
AP : 7.2 cm, Length : 9.7 cm (A); endometrical
thickness : 0.377 c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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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05월 10일 Abdomen CT

(1) 9.5 cm-sized Uterine myoma with

internal hemorrhage in the uterus.

(2) DDx. Endometrial carcinoma with

lesser probability.

2) 2020년 06월 19일 소변검사 및 혈액

검사

(1) Laboratory blood test : White Blood

Cell(WBC) 3200, Hemglobin(Hb) 9.7,

Platelet 239K, C-reactive Protein 1.2

(2) U/A : WBC 0-1/HPF, Red Blood

cell 0-1/HPF, Specific Gravity 1.000,

P.H 7.0

환자가 호소하는 배뇨통의 중증도와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평가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활

용하였다. NRS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을 0-10으로 수치화하는 도구로서, 1-3은

경도의 통증, 4-6은 중등도의 통증, 7-10

은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9). 또한 빈뇨,

야뇨, 절박뇨, 잔뇨감을 포함한 하부요로

증상의 치료경과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

어판 Overactive Bladder Symptom Score

(OABSS)를 활용하였다10). OABSS는 절

박뇨와 절박성 요실금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며, 하부요로증상 환자의 정

신심리 또한 반영하는 평가도구이다11).

또한 환자의 배뇨패턴을 심도있게 관찰

하기 위해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 FCV)를 3일간 작성하도록 하였

다. 배뇨일지를 통해 얻는 정보는 하부

요로증상의 경중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의 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12). 더불어 한의진료 전후로

삶의 질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

어판 5-Level version of EuroQol-Five

Dimension(EQ-5D-5L)을 활용하였다13).

EQ-5D-5L은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

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itivies),

통증 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 우울

(anxiety depression)을 평가하는 영역과

본인의 건강지수를 시각 아날로그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로 표현하

는 영역으로 구성되며, 한국인 가중치

모형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9. 치료 내용

1) 침구치료

침구치료는 입원기간동안 매일 2회씩

시행하였고, 뜸치료와 약침치료는 매일

1회씩 시행하였다. 침은 0.25×30 mm의 1회

용 stainless steel 호침(㈜ 동방메디컬)을

사용하였으며 10분간 유침하였다. 침치료

시 1회는 앙와위에서 中脘(CV12), 關元

(CV4), 中極(CV4), 子宮(EX-CA1), 足

三理(ST36) 등의 혈위에 15-20 mm의

심도로 직자하였으며, 다른 1회는 복와

위에서 膀胱輸(BL28), 腎輸(BL32), 八

髎(上髎(BL31), 次髎(BL32), 中髎(BL33),

下髎(BL34)) 등의 혈위에 10-15 mm의

심도로 직자하였다. 앙와위 치료시 양측

太谿(KI3), 三陰交(SP6)에 침전기자극

치료기(GP-304, GOODPL Inc.)를 사용

하여 5-10 Hz로 전기자극침치료를 시행

하였다. 약침치료는 중성어혈약침(자생

원외탕전실 조제) 1.5 cc를 사용하여 양

水道(ST28), 曲骨(CV2)에 0.5 cc씩 자입

하였고, 뜸치료는 황토숯쑥탄(㈜동방메

디컬)을 사용하여 關元(CV4)에 20분간

시행하였다.

2) 한약 치료

환자의 배뇨통, 절박뇨, 빈뇨, 야뇨 등의 하

부요로장애 증상에 대해 오림산(Ohrim-san,

경방신약, 芍藥 Paeonia lactiflora 2.0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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梔子 Gardenia jasminoides 2.64 g, 當歸

Angelica gigas 1.38 g, 茯苓 Poria cocos

0.06 g, 甘草 Glycyrrhiza uralensis 0.51 g,

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0.87 g) 보험

제제를 처방하였다. 첫 3일간은 매일 식후

30분에서 2시간 내로 1포씩 총 3회 복용

하였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어 이후 9일

동안은 매일 2포씩 3회 하루 총 6포 복

용으로 증량하였다.

10. 치료 경과

상기 환자에 대해 입원 1일째부터 침

치료를 매일 2회씩 시행하였고, 2일째

배뇨통 악화되어 NRS 7로 호소하였다.

입원 3일째 배뇨통 및 절박뇨 증상 심화

되어 오림산을 처방하였다(Pt. said “갑자

기 아랫배 통증이 생기면서 소변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에 뛰어가서 봤더

니 찔금찔끔 나오면서 요도 끝이 찌릿해

요”) 입원 4일째 야간 배뇨통 악화되어

NRS 8 이상으로 호소하여, Diclofenac

0.5vial IM 처치를 1회 받았고, 야뇨도

매일 2회씩 지속되었다. Diclofenac 처치

후 야간 배뇨통은 NRS 3 이하로 경감되

었으나, 현훈, 기력저하 등의 증상 발생

하여 이후의 입원기간동안 추가 처치받

지 않았다. 입원 5일째, 3일간 오림산을

복용하였으나 배뇨통 및 하부요로증상의

호전이 없어 증량하여 처방하였다. 입원

7일째, 배뇨통 NRS 5로 입원시 배뇨통

보다 경감되었음을 표현하였고, 입원 8일

째 배뇨전 발생하는 하복통은 거의 소실

되었으며 배뇨통 NRS 5로 경감양상 지

속되었다. 입원 9일째 배뇨통 NRS 3으로

호전양상 뚜렷해졌으며, (Pt. said “입원

시 통증에 비해서 50% 정도 줄어들었어

요") 야뇨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경감되

었다. 입원 10일째 하부요로증상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배뇨일지를 3일간 작

성해보기로 하였다. 입원 11일째 배뇨통

NRS 3 이하로 경감되었으며 야뇨없이 7시

간 동안 숙면하였다. 이후 퇴원일까지 배

뇨통은 NRS 2 정도로 호전 양상 지속되

었다(Fig. 2).

배뇨통은 입원초기 NRS 6에서 이후 8

로 악화되었다가 퇴원전 NRS 2로 경감되

었다. 과민성방광 증상 설문지(OABSS)

결과 점수가 입원초 7에서 퇴원전 1로

경감되어, 야뇨, 빈뇨, 절박뇨 등의 증상

경감이 확인되었고, 3일간 시행한 배뇨

일지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뇨

의 횟수가 경감되는 등 전반적인 하부요

로증상의 개선을 확인하였다(Table 1).

EQ-5D-5L에서는 EQ-5D 점수가 0.52에

서 0.765로 상승, EQ-VAS가 68에서 80으

로 상승하여 복합한의치료 전후로 삶의

질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상기환

자의 술후 발생한 제반의 하부요로증상은

14일간의 복합한의치료 이후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치료기간 동안 한의진료 전

반에 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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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and timelin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2020.06.24 2020.06.25 2020.06.26
Wake-up/bed time 05:05-23:00 05:00-22:30 04:50-22:40
Mean volume (mL) 318 416 459
Max volume (mL) 500 700 800
24-h volume (mL) 2,550 4,580 5,510

Nocturnal volume (mL) 0 700 600
Nocturnal volume/24-hours volume (%) 0 15.2 10.8

24-hours frequency 8 11 12
Nocturnal frequency 0 1 1

Table 1. Changes in Frequency-Volume Chart

Dysuria
Lower

abdominal pain
Frequent
urination

Urgent
urination

Residual
urination

Nocturia

2020.06.15 +++ ++ +++ ++ ++ 2
2020.06.18 +++ ++ +++ + + 2
2020.06.22 ++ + ++ ± + 1
2020.06.25 + - ++ ± ± 0
2020.06.28 + - + - - 0

Table 2. Progress of Clinical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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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of numeric rating
scale (NRS) score.

11. 윤리적 고려

본 증례의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련

된 서면동의 및 OO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의면제(CYIRB-2020-07-002)

승인을 받았다.

Ⅲ. 고 찰

본 증례보고는 복강경하 근종적출술

후 발생한 하부요로증상에 대해 통상적

인 화학약물 요법 등과 같은 기존의 중

재를 활용하지 않고, 오림산을 포함한

복합한의진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경과

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증례의 호전경과는 여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를 통해 측

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향후의 후속 연구

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환자의 주소증은 배뇨통, 야뇨, 빈

뇨, 절박뇨이고, 이는 하부요로증상의 저

장장애 및 배출장애와 가장 밀접한 증상

이 된다. 하부요로증상 외에 여성의 비

뇨생식기와 관련하여 호발하는 질환으로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요저류

(Urinary Retention), 하부요로감염(Lower

Urinary Infection), 과민성 방광(Overactive

Bladder)이 있다. 본 환자는 간헐적인

절박뇨 발생을 호소하였으나, 절박성 복

압성 요실금은 없었고, 요의가 발생했을

때 하복통이 동반되기는 하였으나, 배뇨

가 되지 않는 요폐(尿閉)는 없었기에 요

실금, 요저류는 진단에서 배제하였다. 또

한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폴리카테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본원 입원일과 퇴원일

에 시행한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염

증을 시사하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

부요로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하였다. 과민

성 방광은 절박뇨에 야뇨 및 절박성 요실

금이 동반되는 질환으로서 증례환자의 증

상과 일정 부분 부합하였다. 이에 상기

환자의 증상이 과민성 방광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OABSS 설문지를 부가적으로 시행하

였다. 병력 청취시 환자는 주소증이 술

후 발생하였음을 진술하였고, 방광염 및

요도염 관련 과거력은 있으나, 최근 5년

간 요로증상의 별도 발생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주소증을 평

가한 내용과 병력청취를 종합하였을때,

복강경하 적출술 후 발생한 하부요로증

상으로 진단하여 한의진료를 시행하였다.

복합한의치료 후 본 환자의 하부요로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이를 NRS, 배뇨

일지, OABSS, EQ-5D-5L 등 평가척도

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OABSS의 경

우 14일의 치료를 바탕으로 초반 7점에

서 1점까지 매우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최근 이루어진 뇌졸중 후 과민성

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는 8주간의 전기침 치료 후 OABSS의

효과크기가 0.60(p=0.021)이었으며, 전

기침 치료 환자군의 평균 감소량은 2점

이었다14). OABSS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는 해당 척도가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추기

위한 변화값(minimal clinica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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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MCIC)은 -3점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15). 이 같은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증례에서의 OABSS 척도 변화

는 증례에서의 한의진료가 단기간에 뚜

렷한 요로 증상의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일간 시행한

배뇨일지를 바탕으로 환자의 배뇨패턴을

파악하였고, 야뇨 관련 증상의 개선을 관

찰하였다. 입원초기 환자의 1일 야뇨횟수

는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였던 것에 반해,

한의진료 후 야뇨횟수가 0-1회로 분명하

게 감소하였다. 더불어 배뇨일지를 분석

한 결과 환자의 야뇨량/24시간배뇨량 수

치가 15.2%, 10.8%임을 확인하였고, 이

는 야간다뇨 진단 기준치인 20% 미만임

을 확인하였다12). 본 환자의 1일 총 배뇨

량 및 1회 배뇨량은 정상범위를 초과하

는 수치였는데, 이는 환자의 수분섭취량

이 평소 2-3 L로 많은 편임을 확인하여,

정상 범주로 간주하였다.

하부요로증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빈뇨,

야뇨, 절박뇨 등의 증상은 단기간내 호전

이 나타나기 어렵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16). 이

에 따라 통상약물을 활용하는 진료지침

에서는 하부요로증상 치료를 위해 항콜

린제, 베타차단제와 같은 화학 약물을

최소 12주 이상 지속 복용하도록 권고한

다. 그러나 항콜린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43-83%는 약물 복용이후 변비, 구강건조

증,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으로 30일이

내 복약을 중단한다는 조사가 있다17).

또한, 12주간의 장기복용으로 증상이 호

전된 경우에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67%의 환자에서 하부요로증상이 재발한

다는 보고도 있다18). 이에 반해, 본 증례

의 환자는 비교적 단기간인 14일간의 복

합한의치료만으로 별다른 이상사례의 보

고 없이 뚜렷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이

상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증례에

서 관찰된 증상의 개선은 자연적인 호전

경과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오림산은 황금, 치자 등 항염증 효과

를 발휘하는 한약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하부요로관련 관련 증상에 장기간 활용

되어왔다. 재발성 하부요로감염에 대한

오림산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메타분석에

서는 오림산의 효과가 항생제에 뒤처지지

않으며 재발률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

과가 확인된 바 있다19). 한편, 오림산 관

련 약동학 연구에서는 rat 병리 모델에서

황색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대장균(Escherichia coli) 등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이며, 이뇨작용 및 신장결석

형성의 방지 등 신장요로질환에 대한 복

합적인 작용기전을 보고하고 있다20). 이

같은 임상 및 실험 관련 선행 연구의 결

과들은 본 증례에서의 오림산 복용 후

호전 경과를 뒷받침한다. 침치료의 경우

복강경하 부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合谷(LI4), 神門(HT7), 內關(PC6), 足

三理(ST36) 등에 대한 접근이 수술 후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와 본 증례에서 활용한 혈위에 대한 침

치료 및 약침치료는 배뇨기능장애 환자

의 배뇨습관 및 요역동학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다는 선행연구를 본 증례의 치

료계획 수립에 참고하였다6),21). 특히, 504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스트레

스성 요실금에 대한 선행 임상시험에서

는 6주간의 전침 수행이 평균적으로 9.9 g

정도의 절박뇨를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6). 여전히 아직까지 요로증상과 관련



J Korean Obstet Gynecol Vol.33 No.3 August 2020

195

한 침치료의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양질의 임상연구들은 본 증례에서

의 침치료 후 환자의 경과 개선을 뚜렷

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뜸치료의 과민성

방광 환자에 대하여 關元(CV4) 등 부위

에 시술하였을때 야뇨량 감소, 평균 배

뇨량 증가, 빈뇨가 감소되는 결과되었다

는 임상연구 결과 또한 본 증례의 경과

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 단일 대상에 대한 증례

보고이므로 근거 수준이 높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두 번째, 한약치료 이외에 침, 뜸,

약침 치료 등 여러 한의진료들이 복합적

으로 진행되어 증상 개선에 가장 유효했

던 중재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현

실 진료에서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후향적 증례보고에서 종종 보고되

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향후 전향적 설

계의 관찰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본

환자의 호전소견 지속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지 못하였다. 본 증례에서 관

찰한 합병증 소견은 비교적 긴 경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증례

의 환자도 자궁 관련 증상이 지속적인

재발 병력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치료효

과 유지 여부의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료기관에서의 현실적인 문

제점으로 인하여 이같은 관찰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은 본 증례의 분명한 한계

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여러 가지 한

계점에도 불구하고 복강경하 근종적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부요로증상에 대하

여 한의진료가 유의미한 합병증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본

증례에서의 관찰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보다 확장된 설계의 후

속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소

견에 대한 한의진료의 유효성을 보다 분

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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