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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Clinical Research of Korean Medicine on
Postpartum Pelvic Organ Pro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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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linical research trends
of postpartum pelvic organ prolapse and to recognize the efficacy of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Methods: Based on seven domestic and foreign databases, including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Journal of Korean Obstetric and Gynecology, Cochrane Library
Central, Pubmed,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and WangFang
Med Online, we analyzed the clinical trials using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which included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Data retrieval was carried out
on May 18 to 20, 2020, and a total of 13 papers were included.

Results: All papers were published in China and it contains nin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ree clinical trials, and one case. The most frequently used
intervention was herbal medicine, and Bupleuri Radix, Cimicifugae Rhizoma were
used. The treatment group treated by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was more
effective than the control group.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side effects of
Korean medicine.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medicine can be effective and safe
medical alternatives or options for pelvic organ prolapse patients. However, to
laying the foundation of clinical guidelines and applying it to the real-world
clinical scene, further follow-up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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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반장기탈출증(Pelvic organ prolapse,

POP)은 골반 내 장기가 정상 위치에서

질벽을 통해 아래쪽으로 혹은 앞쪽으로

이동하여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가 경증의 이완으로부터 완전한 자

궁 탈출과 질의 외번까지 포함1)하는 광

범위한 영역이다. 탈출한 골반장기의 정

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술체계

확립을 위해 1996년 골반 장기탈출 측정

방법(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system, POP-Q)이 도입되었으며2), 장기의

이탈 형태에 따라 방광류(cystocele), 자궁

탈출증(uterine prolapse), 직장류(rectocele),

탈장(enterocele)으로 분류할 수 있다1).

POP가 있는 여성은 흔히 하부요로 증

상을 동반하게 되며, 심한 경우 무뇨증

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질 부위 하중

감, 이물감 및 불편감 혹은 하부 요통이

발생하기도 한다1). 하지만 골반장기 탈

출증의 중증도 및 유형과 증상의 유무

간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POP의 중증 진행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증상은 질

부위 돌출감(bulge sensation)이다4).

무증상 POP 환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

하진 않지만, 증상이 있거나 환자의 연

령, 삶의 질, 향후 임신 계획 여부, 골반

장기 탈출의 정도 등에 따라 보존요법

도는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보

존요법에는 생활방식개선이나 골반저근운

동과 같은 대증요법이나 페사리(pessary)

를 이용하게 된다. 수술적 요법은 자궁

탈출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의 핵심인 질

식 자궁절제술이나 성생활을 하지 않는

고령 여성에서 주로 시행하는 질 폐쇄술

등이 있다1).

한의학적으로 POP는 陰挺으로 볼 수 있

다. 陰挺은 자궁이 골반에서의 정상 위치

보다 낮게 내려와서 질 아래로 내려온 상

태를 말하는 것으로, 陰脫, 陰菌, 陰痔 등

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장중경의 ≪景嶽

全書≫에서는 “婦人陰中突出如陰菌如芝, 或

挺出數寸, 謂之陰挺”이라고 하여 관련된

임상 증상을 기술하고 있으며, 주로 氣

虛下陷, 腎虛不固, 胞絡損傷, 胞宮失攝에

의한 결과로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다5).

POP는 여성의 삶의 질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치며, 고령화 시대와 함께 의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POP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분만력

으로 알려져 있다6). 한의학에서는 POP

를 陰挺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관련 임상 경험을 누적시켜

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한의학적으

로 관련 임상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 발생한 POP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한 해외 문헌들을 고

찰하여 향후 한의학적 POP 치료 지침의

토대를 세우고자 한다.

Ⅱ. 조사대상 및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POP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letter와 review를 제외한

임상 연구논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을 작성한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

국어로 제한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 중

복된 논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

위논문, 모집단이 산후 여성이 아닌 논

문, 중재가 한의학적 치료에 부합하지 않

는 논문,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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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하지 않은 논문 등은 제외하였다.

2. 논문 검색 방법

2020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

DB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OASIS

전통의학정보포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를 이용 하였으며 국외 DB로는 Cochrane

Library Central, Pubmed,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WangFang

Med Online을 이용하였다. 각 DB의 자

료 제공일로부터 검색일까지 발간된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로 국내 DB에서는 ‘골반장기탈

출증’, ‘자궁탈출증’, ‘자궁하수’, ‘방광류’,

‘직장류’, ‘탈장’을 사용하였다. 국내 DB

에서 검색식은 {(골반장기탈출증) <OR>

(자궁탈출증) <OR> (자궁하수)}, {(방광

류) <OR> (직장류) <OR> (탈장)} 이었다.

국외 DB에서는 CNKI와 WangFang

Med Online에서는 ‘产后’, ‘盆腔器官脱垂’,

‘中药’, ‘子宫脱垂’, ‘膀胱膨出’, ‘直腸膨出’, ‘腸

膨出’을, Cochrane Library Central, Pubmed

에서는 ‘pelvic organ prolapse’, ‘uterine

prolapse’, ‘cystocele’, ‘rectocele’, ‘enterocele’,

‘herb’, ‘acupuncture’, ‘chinese medicine’,

‘moxabustion’, ‘cupping’, acupressure’를

사용하였다. 검색식은 (‘产后’) <AND>

{(‘盆腔器官脱垂’) <OR> (‘子宫脱垂’) <OR>

(‘膀胱膨出’)} <AND> (‘中药’), (‘产后’)

<AND> <OR> (‘直腸膨出’) <OR> (‘腸

膨出’)} <AND> (‘中药’), (Postpartum)

AND {(‘pelvic organ prolapse’) <OR>

(‘uterine prolapse’) <AND> {(herb) <OR>

(acupuncture) <OR> (‘chinese medicine’)

<OR> (moxabustion) <OR> (cupping)

<OR> (acupressure)}, (Postpartum) AND

{(‘cystocele’) <OR> (‘rectocele’) <OR>

(‘enterocele’)} <AND> {(herb) <OR>

(acupuncture) <OR> (‘chinese medicine’)}

을 사용하였다.

3. 최종 문헌 선정

국내외 DB 검색을 통해 총 188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학위논문 20편을 제

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임상

연구 논문 24편을 선별하였다. 이중 중

복 논문 9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실험 논문 1편, 산후 POP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편을 제외하여 최종적

으로 13편이 선정되었다(Fig. 1).

Fig. 1. Flow chart of artic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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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선정된 논문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된 논문은 각 2014년도에 1편,

2017년도에 4편, 2018년도에 2편, 2019년

도에 4편, 2020년도에 2편이 발표되었다.

13편 모두 중국에서 시행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어로 발표되었다(Table 1).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290명이었

으며, RCT가 9편, clinical trial이 3편,

case가 1편이었다.

Nation Publication year Number

China

2014 1
2017 4
2018 2
2019 4
2020 2

Table 1. Articles Classified by Publication
Year

2. 중재의 특성

13편의 연구를 살펴볼 때, 한방치료를

단독 중재로 사용한 경우는 4편이었으

며, 그 외 9편의 경우 바이오피드백 치료

나 Kegel 운동과 같은 골반 재활 운동이

함께 병행되었다. 중재로 사용된 한방치

료는 한약이 4편, 한약과 침이 함께 사용

된 연구가 1편, 침이 사용된 연구가 1편,

훈증법과 같은 외치요법이 2편, 외치요

법과 함께 온침이 함께 사용된 연구가 1편,

전침이 2편, 전침과 투구(透灸)가 함께

사용된 연구가 1편, 혈위첩부 및 혈위 지

압요법이 1편이었다. 대조군은 case 논문을

제외한 12편 중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6편

이었으며, 바이오피드백 치료와 Kegel 운

동과 같은 운동치료가 병행된 연구가 3

편, 운동치료 단독이 3편이었다(Table 2).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한 혈위나 본초는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Table 3).

빈용된 본초로는 시호, 승마가 6편으

로 가장 많았으며, 황기, 백출이 5편, 당

삼, 감초, 당귀, 지각이 4편, 진피, 복령,

사상자가 3편, 속단, 주마풍, 주마태, 선

모, 오배자가 2편, 익모초, 마황, 오미자,

백작약, 산약, 상기생, 토사자가 1편의

순이었다(Table 4). 가장 많이 쓰인 혈

위는 氣海(CV6), 足三里(ST36)으로 총

6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三陰交(SP6), 關元(CV4), 百會(GV20)가

4편, 中極(CV3), 中脘(CV12), 子宮(EX-CA1)

이 3편, 腎兪(BL23), 中髎(BL33), 會陽

(BL35)이 2편, 會陰(CV1), 下脘(CV10),

滑肉門(ST24), 天樞(ST25), 外陵(ST26),

水道(ST28), 大橫(SP15), 次髎(BL32), 維

道(GB28)이 1편의 순이었다(Table 4).

Treatment
group Number

Control
group Number

HM*+B†+P‡ 1
B 6HM+A§ 1

HM+P 3
HME∥+B 1

B+P 3
HME+P 1
HME+WN¶ 1

EA** 1
EA+P 1

EA+M†† 1
P 3A+B+P 1

AA‡‡+B 1
HM* : herbal medicine, B† : biofeedback,
P‡ : physical therapy, A§ : acupuncture,
HME∥ : herbal medicine external treatment,
WN¶ : warm needle, EA** : electroacupuncture
M†† : moxibustion, AA‡‡ : acupoint apply

Table 2. Articles Classified b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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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Treatment
type Composition

Huang7)

(2017) HM* Buzhongyiqi-tang (補中益氣湯)

Zhao8)

(2017) HM

Buzhongyiqi-tang (補中益氣湯) : Astragali Radix (黄芪) 25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參) 20 g,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15 g,
Citri Unshius Pericarpium (陳皮) 10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6 g, Bupleuri Radix (柴胡) 6 g,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15 g, Glycyrrhizae Radix (炙甘草) 6 g

Jiang9)

(2018) EA∥ Zusanli (ST36), Zhongliao (BL33), Huiyang (BL35)

Lin10)

(2018) AA**
Qihai (CV6), Guanyuan (CV4), Shenshu (BL23), Pishu (BL20),
Zusanli (ST36), Sanyinjiao (SP6)
Yiqishengti-san (益氣升提散)

Song11)

(2019) HM+A†

Buzhongyiqi-tang (補中益氣湯) 加 Ephedrae Herba (麻黃), Schisandrae
Fructus (五味子), Paeoniae Radix (白芍藥)
脾虛者 加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Poria Sclerotium (茯苓),
Dioscoreae Rhizoma (山藥), 腎虛者 加 Loranthi Ramulus Et Folium
(桑寄生), Cuscutae Semen (菟絲子), Dipsaci Radix (續斷)
Zhongwan (CV12), Xiawan (CV10), Guanyuan (CV4), Qihai (CV6),
Tianshu (ST25), Daheng (SP15), Wailing (ST26), Huaroumen (ST24)

Wei12)

(2019) HME‡
Fukangwaixun-fang (婦康外燻方) : Blumea laciniata (走馬風) 20 g,
Rhizoma Ardisiae Gigantifoliae (走馬胎) 20 g, Curculiginis Rhizoma
(仙茅) 30 g, Galla Rhois (五倍子) 20 g, Cnidi Fructus (蛇床子) 30 g

Cao13)

(2019)
HME
+WN§

Phellodendri Cortex (黃柏) 10 g, Cnidi Fructus (蛇床子), Bupleuri
Radix (柴胡), Galla Rhois (五倍子), altissima cortex (椿根白皮)
各 15 g, Sophorae Radix (苦蔘), Alumen (白礬), Granati Cortex
(石榴皮) 各 20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3 g
Zusanli (ST36), Baihui (GV20), Qihai (CV6), Weidao (GB28), Guanyuan
(CV4), Zigong (EX-CA1)

Wang14)

(2020) EA
Baihui (GV20), Zhongwan (CV12), Qihai (CV6), Zhongji (CV3),
Shuidao (ST28), Zigong (EX-CA1), Zusanli (ST36), Sanyinjiao
(SP6), Shenshu (BL23), Ciliao (BL33), Huiyang (BL35)

Wang15)

(2020) EA+M¶

Baihui (GV20), Zhongwan (CV12), Qihai (CV6), Zhongji (CV3),
TiTuo (Extra), Zusanli (ST36), Sanyinjiao (SP6), Ciliao (BL32),
Huiyin (CV1)
penetrating moxibustion on abdomen and lumbosacral region

He16)

(2017) HM*

Buzhongyiqi-tang (補中益氣湯) : Astragali Radix (黄芪) 15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參) 10 g,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9 g,
Glycyrrhizae Radix (炙甘草) 9 g, Bupleuri Radix (柴胡) 6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6 g,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10 g, Citri
Unshius Pericarpium (陳皮) 6 g, Aurantii Fructus Immaturus (枳殼)
10 g, Leonuri Herba (益母草) 15 g

Zheng17)

(2017) A Baihui (GV20), Qihai (CV6), Guanyuan (CV4), Zhongji (CV3),
Zigong (EX-CA1), Zusanli (ST36), Sanyinjiao (SP6) etc

Table 3. Composition of Acupoint and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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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erbal medicine Frequency Acupoints
6 Bupleuri Radix (柴胡), Cimicifugae Rhizoma (升麻) 6 CV6, ST36

5
Astragali Radix (黄芪),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4 SP6, CV4,
GV20

4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參), Glycyrrhizae Radix
(甘草),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Aurantii Fructus
Immaturus (枳殼)

3 Citri Unshius Pericarpium (陳皮), Poria Sclerotium
(茯苓), Cnidi Fructus (蛇床子)

3 CV3, CV12,
EX-CA1

2
Dipsaci Radix (續斷), Blumea laciniata (走馬風), Rhizoma
Ardisiae Gigantifoliae (走馬胎), Curculiginis Rhizoma
(仙茅), Galla Rhois (五倍子)

2 BL23, BL33,
BL35

1

Leonuri Herba (益母草), Ephedrae Herba (麻黃),
Schisandrae Fructus (五味子), Paeoniae Radix (白芍藥),
Dioscoreae Rhizoma (山藥), Loranthi Ramulus Et
Folium (桑寄生), Cuscutae Semen (菟絲子)

1

CV1, CV10,
ST24, ST25,
ST26, ST28,
SP15, BL32,

GB28

Table 4. Frequency of Herbal Medicine And Acupoints Used in Articles

Wang18)

(2019) HME
Fukangwaixun-fang (婦康外燻方) : Rhizoma Ardisiae Gigantifoliae
(走馬胎) 30 g, Blumea laciniata (走馬風) 15 g, Curculiginis Rhizoma
(仙茅) 30 g, Galla Rhois (五倍子) 20 g, Cnidi Fructus (蛇床子) 30 g

Yu19)

(2014) HM

Huangqishengju-tang (黄芪升擧湯) : Ephedrae Herba (麻黃) 26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參) 15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Bupleuri Radix (柴胡), Aurantii Fructus Immaturus (枳殼), Glycyrrhizae
Radix (炙甘草) 各 6 g
Shouwujidan-tang (首烏鷄蛋湯) : Polygoni Multiflori Radix (何首烏)
30 g, 2 eggs, Buzhongyiqi-wan (補中益氣丸) 10 g
Astragali Radix (黄芪) 20 g,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參)
15 g,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Poria Sclerotium (茯苓),
Eucommiae Cortex (杜仲) 各 12 g, Dipsaci Radix (續斷) 10 g,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Cimicifugae Rhizoma (升麻) 各 9 g,
Bupleuri Radix (柴胡) 6 g
Huangshanlaojiang-tang (黄鱔老薑湯) : 2 Huangshan (黄鱔) with
Zingiberis Rhizoma Recens (生薑)
Ginseng Radix (人蔘) 10 g,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术) 10 g,
Cyperi Rhizoma (香附子) 10 g, Citri Unshius Pericarpium (陳皮)
10 g,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10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6 g, Bupleuri Radix (柴胡) 10 g, Poria Sclerotium (茯苓)
20 g, Astragali Radix (黄芪) 30 g, Plantaginis Herba (車前草) 30 g,
Lonicerae Flos (銀花) 30 g, Taraxaci Herba (蒲公英) 20 g, Aurantii
Fructus Immaturus (枳殼) 30 g, Ostreae Testa (牡蠣) 30 g, Glycyrrhizae
Radix (甘草) 6g
Jiyuhuangqi-tang (鯽魚黄芪湯) : jiyu (鯽魚) 200 g, Astragali Radix
(黄芪) 20 g, Aurantii Fructus Immaturus (枳殼) 9 g

HM* : herbal medicine, A† : acupuncture, HME‡ : herbal medicine external treatment, WN§
: warm needle, EA∥ : electroacupuncture M¶ : moxibustion, AA** : acupoin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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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도구

13편의 연구 중 primary outcome으로

골반저근(pelvic floor muscle)을 평가한

연구는 12편이었으며, 그 중, 질의 동압

(vaginal dynamic pressure)을 함께 평가

한 연구가 1편이었다. 6편의 연구에서는

POP-Q를 이용하여 치료 전후의 Grade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

효율(clinical efficacy)을 평가한 논문이

5편으로, 5편 모두 3-point scale(治療 혹

은 顯效/有效/無效)을 사용하였다. 총 유

효율은 (치료례+유효례)/총례×100%로 계

산하였다. 치료례, 유효례, 그리고 무효

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궁경부에서 처

녀막까지의 길이를 이용하였으며, 그 길

이가 4 cm 이상인 경우 치료 혹은 현효

(治療 혹은 顯效), 4 cm 이하이나 길이의

개선이 있는 경우 유효(有效), 아무런 변

화가 없을 시 무효(無效)례로 판단하였

다. 그 외 1편의 케이스 논문에서는 자각적

인 증상의 개선 유무를 통해 평가하였다.

Secondary outcome으로 5편의 연구에

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평가되었고,

3편에서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

이 평가되었다.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변증 척도 및 임상적 증상 척도

가 적용된 연구, 그리고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UI) 관련 증상을 평가한 연

구가 각각 3편씩 있었다. 그 외에도 후향

적으로 UI 및 POP 유병률을 평가한 연

구, 산전 및 산후 동맥혈가스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 전환성장인자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의

농도를 평가한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었다.

4. 치료 결과(Table 5)

Huang(2017)의 연구7)에서는 산후 골

반저기능장애(Pelvic floor dysfunction,

PFD) 환자 105명을 치료군과 대조군으

로 각각 57명, 48명씩 무작위 배정하였

다. 두 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통

계학적 차이는 언급되지 않았다. 치료군

의 경우 Kegel 운동과 같은 골반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함께 보중익기탕(補

中益氣湯)을 하루에 2번 투약하였으며,

대조군은 골반저근 운동만을 시행하였

다. 12주 후 평가 시, 골반저근의 근력을

비롯한 질의 동압, POP-Q 상 Aa 기준

점(외요도 입구에서 내측으로 3 cm에

위치하는 전질벽의 기준점)의 위치에서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얻었다

(P<0.05). 또한 각각 PFIQ-7와 PISQ-12

설문지를 통해 평가된 삶의 질과 성생활

의 질 또한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Zhao(2017)의 연구8)에서는 분만 42일

후에 I도 자궁탈출증을 진단받은 산모

128명을 대상으로 각각 64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두 군 간

연령, 분만 방법, 태아 크기 등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P>0.05). 치료군의 경우 바

이오피드백 치료와 함께 보중익기탕(補

中益氣湯)을 하루에 2번씩 투여받았으며,

대조군은 바이오피드백 치료만을 단독으

로 30분씩 일주일에 2회, 총 15회 실시하

였다. 치료 종료 후 임상적 유효율을 평가

한 결과, 치료군이 92.2%로 대조군(73.4%)

보다 유의미하게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또한 치료 후 골반

저근의 근력 또한 치료군과 대조군이 각

각 20.03±6.51 μV, 12.01±3.59 μV로, 치료군

이 유의미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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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2018)의 연구9)에서는 산후에 POP-Q

진단기준에 따라 POP로 진단받고, ≪中

藥新藥臨床研究指导原則≫ 상 음정(陰挺)

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모 60명을 무작위

로 30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

였다. 두 군 사이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

련된 통계는 연구 내에서 언급되지 않았

다. 치료군과 대조군 모두 Kegel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치료군은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5회, 총 8주간 50 Hz로 전침

치료를 실시하였다. 전침의 강도는 언급

되지 않았다. 치료 종료 후 실시한 평가

에서 ≪中藥新藥臨床研究指导原則≫ 상

TCM 변증 척도, 삶의 질(PFIQ-7), 요

실금 척도(ICIQ-SF), 근전도검사를 이

용한 골반저근 근력 평가 및 TGF-β1의

농도에서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P<0.05).

Lin(2018)의 연구10)에서는 POP-Q 상

1-2도로 진단받고 ≪中藥新藥臨床研究指

导原則≫ 상 음정(陰挺)의 기준에 부합

하는 86명의 산모를 각각 43명씩 치료군

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두 군

간에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통계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치료

군은 Yiqishengti-san(益氣升提散)을 혈

위에 부착한 후 지압하는 혈위 첩부와

함께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바이오피드백 치료만 단독으로

실시하였다. 3개월 간의 치료 기간 후에

평가한 결과, POP-Q 상 정상(0도)으로

호전된 비율이 치료군의 경우 53.49%로

나타나 37.21%로 나타난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결과값을 보였다(P<0.05). 이외에도

≪中藥新藥臨床研究指导原則≫ 상 TCM

변증 척도와 골반저근의 근력에서 치료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을 보

였다(P<0.05).

Song(2019)의 연구11)에서는 PFD 환자

91명을 무작위로 치료군(45명)과 대조군

(46명)으로 배정하였다. 치료군의 경우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기본으로 증

상에 따라 가감한 한약 치료 및 복부 침

치료를 받았으며, 대조군은 바이오피드

백 치료를 포함한 골반 재활 운동을 받

았다. 두 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치료 종료 후 시행한 평가에서 골반저근

육의 근력은 치료군이 Grade I 및 Ⅱ에서

각각 88.89%, 91.11%로 대조군(65.22%,

69.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골반저근의 근력 외에도 POP와 UI

관련 평가를 시행하였다. POP의 경우에

는 치료군이 97.78%로 71.74%의 대조군보

다 결과값이 높게 나타났으나(P<0.05),

UI의 경우에는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결

과값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이 없었다(P>0.05).

Wei(2019)의 연구12)에서는 POP-Q 상

1도로 진단받은 200명의 산모를 대상으

로 각각 100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치료군과 대조군 사

이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두 군

모두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았으며, 치

료군의 경우에는 Fukangwaixun-fang(婦

康外燻方)을 이용하여 훈증 요법을 시행

하였다. 바이오피드백 치료의 경우 3일에

한 번 총 45일간 시행되었으며, 훈증 요법

의 경우 매일 총 15일간 시행되었다. 치료

종료 후 평가에서 임상적 유효율의 경우

치료군은 98.00%로 82.00%의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그 외에도 치료군

에서 골반저근의 근력이나 삶의 질(PFIQ-7,

PCDI-20), 그리고 성생활의 질(PISQ)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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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하였다(P<0.05).

Cao(2019)의 연구13)에서는 산후 POP-Q 상

1-2도로 진단받고 ≪中藥新藥臨床研究指

导原則≫ 상 음정(陰挺)의 기준에 부합하

는 70명의 산모를 각각 35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두 군 사

이에 평균 연령, 임신 주수, 임신 횟수

등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통계학적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치료군

은 30분씩 하루에 2번 총 21일 훈증 치

료를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하루에 1회

총 21일 온침 치료를 받았다. 대조군은

20분씩 일주일에 2회 총 21일 동안 바이

오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치료 종료 후 유

효율은 치료군이 91.43%, 대조군이 80.00%

로 치료군이 높게 나타났다(P<0.05). 이

외에도 ≪中藥新藥臨床研究指导原則≫ 상

TCM 변증 척도, 골반저근의 근력 및

POP-Q 상 증상 개선에 있어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P<0.05).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Wang(2020)의 연구14)에서는 산후 경도

-중등도의 복압성 요실금(stress urinary

incontinence)과 POP를 호소하는 68명의

산모를 각각 34명씩 치료군과 대조군으

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통계학

적 차이는 없었다(P>0.05). 치료군의 경

우 2/15 Hz, 1-5 mA의 강도로 30분씩

격일로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대조

군의 경우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실시하

였다. 또한 두 군 모두 집에서 Kegel 운

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

다. 6주간의 치료 후 평가한 결과, 골반

저근의 근력, 1시간 패드 시험(1 hour pad

test) 및 POP-Q에 있어서 치료군이 대조

군보다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냈다(P<0.05).

Wang(2020)의 연구15)에서는 출산 6주

후 POP-Q를 통해 1도에서 3도로 진단

받은 60명의 산모를 각각 30명씩 치료군

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두 군

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통계학적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며, 두 군 모

두 집에서 Kegel 운동을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치료군의 경우 격

일로 일주일에 3번 총 6주간 2 Hz/15 Hz,

1-5 mA의 강도로 전침 치료를 받았으

며, 이와 동시에 하복부나 요배부에 투

구(透灸) 치료를 받았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 동안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이후 평가는 치료 전, 후 및 산후 6개월

이 되는 시점에서 시행되었다. 골반저근

의 수축 유지 및 수축 횟수의 경우 치료

군이 대조군에 비해 뛰어난 효과를 보였

지만(P<0.0.5), 6개월이 되는 지점에서는

수축 유지 및 횟수에 있어서 두 군 간 통

계학적 차이가 소실되었다(P>0.05). 삶의

질(PFIQ-7)의 경우에는 치료 후 및 6개

월 후에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모두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치료 후(P<0.05)

에 비해 6개월 후의 결과는 통계학적 유

의성이 없었다(P>0.05). POP-Q를 이용한

POP 증상의 경우 치료 후 및 6개월 뒤

모두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한 개

선을 보였다(P<0.05).

He(2017)의 연구16)에서는 질식 분만

이후 지속적으로 골반 재활 운동을 하던

9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각 30명씩 치료

군, 결합군, 대조군으로 배정 하였으며,

세 군 간 산모의 연령, 제태 연령, 산전

및 산후 신생아 체중 등의 일반적인 특

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05). 치료군은 보중익기탕(補中益

氣湯)을 하루에 2번 투약하였으며, 결합

군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과 함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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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피드백 치료를 30분씩 받았다. 대조

군은 이전에 하던 골반 재활 운동을 총

42시간 시행하였다. 치료 종료 후 시행한

평가에서 골반저근육의 근력의 경우 세 군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Grade 4와 5의 경우

결합군은 각각 60.00%, 23.33%로 치료군

(각각 40.00%, 3.33%) 및 대조군(36.67%,

6.6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골반저근육의 수축력 또한 치료군과 대

조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P>0.05)에 비해 결합군에

서 50.67±12.15 cmH2O로 치료군(36.54±

7.68)과 대조군(39.83±6.54)보다 높게 나

타났다(P<0.05). 산전과 산후에 시행한

ABGA의 경우 치료군 및 대조군에서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났으며(P<0.05), 결합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산후에 결과값

이 높게 나타났다(P<0.05). UI 및 POP

의 유병률의 경우에는 세 군에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P>0.05).

Zheng(2017)의 연구17)에서는 산후에

자궁탈출증으로 진단받은 120명의 산모

를 내원 순서에 따라 각각 60명씩 치료

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두 군 간

일반적인 특징과 관련된 통계학적 유의

성은 없었다(P>0.05). 대조군은 Kegel 운

동을 비롯하여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

았으며, 치료군은 대조군이 받는 모든 치료

와 더불어 30분씩 격일간 10회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종료 후 시행된 유효율을

평가한 결과, 치료군이 97%로 82%의 대조

군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P<0.05).

Wang(2019)의 연구18)에서는 POP-Q

상 1도로 진단받은 200명의 산모를 각각

100명 씩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

다. 배정 방법에 대해서 연구 내에 언급

된 바는 없었으며,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치료군은 Kegel 운동과 함께 Fukangwaixun

-fang(婦康外燻方)을 이용한 훈증 요법을

매일 1번씩, 15일간 세 번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은 Kegel 운동만 실시하였다. 치료

전후로 산부인과 진단을 통해 부작용 유

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치료 종료

후 임상적 유효율은 치료군에서 97.00%로

대조군의 37.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05), 골반저근의 근력이나 삶의 질

(PFIQ-7, PCDI-20), 그리고 성생활의 질

(PISQ)과 관련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

하였다(P<0.05).

Yu(2014)의 연구19)는 분만 후 42일 이

내에 나타난 자궁탈출증 환자 12례에 대

한 case이다. 한약 치료와 함께 복근 및

항문거근 운동을 실시한 결과 12건 중 7

건의 치료 효과를 보았으며, 2건의 경우

에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였

으며, 이에 따라 경도 1도가 5례, 중등도

1도에서 경도 2도가 6례, 경도 3도가 1례

로 나타났다. 각군마다 다른 한약이 사

용되었으며, 경도 1도의 경우 4례, 중등

도 1도에서 경도 2도의 경우 3례가 치료

되어 총 75%의 치료율을 보였다. 나머지

호전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 분만 2년

뒤에 수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안전성

선정된 13편의 논문 중 중재의 안전성

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2편으로, 모두 중

재 사용 후 부작용 유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편 모두 유의미한 부작용

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편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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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POP의 유병률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이는 POP의 관련 증상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측정이 어

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기 이상의 유병률은 전체 모집

단에서 31.7%이었으나 이들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19.9%로 나타났다. 또한 연

령별로 18-29세는 2.0%, 30-39세는 14.8%,

40-49세는 40.6%, 그리고 50세 이상은 57.5%

의 유병률을 보였다20).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여성이 80세까지 POP나 UI로

수술을 받을 확률은 11.1%라고 알려져

있으며21), 55세 이상의 여성들에서 시행

한 자궁적출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 POP

의 일종인 자궁탈출증으로 나타났다22).

POP는 항문거근과 골반 내 근막과 같

은 골반저의 지지층이 손상을 받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골반저 지지 기능에 영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질식

분만이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POP와

UI의 유병률이 질식 분만에 비해 낮긴

하지만 제왕절개술의 경우에도 POP의

유병 자체를 예방하기보단 단지 발생 연

령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

다23). 즉 이러한 분만력은 임상에서 POP

의 유병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예후 인자이자 재발 인자이기 때

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권 등24)의 연구

에 따르면,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183명의 환자의 평균 분만

력은 3.2였으며, 분만력과 병기가 증가할

수록 POP의 수술 후 재발률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5).

POP는 무증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하

지 않다. 그 외에 경미한 정도의 탈출증

환자나 향후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

우, 그리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증요법이나 페사리

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된다. 만약 POP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

지게 되며, 다양한 수술적 치료법 중 자

궁절제술 및 질 단부 현수법(suspension)

이 POP의 표준적인 수술법이다25).

대증치료에는 생활방식개선과 골반저

근운동과 같은 물리 치료 요법이 있다.

생활방식개선으로는 체중을 감량하거나

복압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예컨대 기

침이나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피하는 것과 환자가 변비를 호소할

경우 이를 치료하는 것이 있다. 골반저

근운동은 POP 환자 중에서도 비교적 정

도가 가벼운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으

며, 탈출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탈

출부가 질부를 넘어서는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 외에도 바이오피드백 치료

역시 대증요법의 일종으로서 배변 장애

가 동반된 직장류 환자에게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사리는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나 출산 후 발생한 탈출

증의 일시적인 경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에게 사용되고 있다1). 수술적 치료는 크

게 복식, 질식 그리고 복강경 수술로 나

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복식 천골질고

정술(abdominal sacrocolpopexy)이 현재

까지는 가장 성공률이 높고 재발률이 낮

은 우수한 수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6).

하지만 상술한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

가 존재한다. 먼저 골반저근운동의 경우,

심각한 탈출증이 있는 경우 효과적이지

못하다. 즉, 골반 근육의 강도가 약화되

고 근막 부착이 붕괴된 상태에서 골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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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운동으로 근육의 강도만 회복시키는

것은 근육 긴장만 증가시키기 된다1). 또

한 페사리의 경우에는 후질벽 탈출증에

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방광 등으로의 열상 및 만성 자극, 방

광-질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27).

또한 환자의 질이 에스트로겐화 되어야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폐경기 후 여성의

경우에는 질 내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

해야 한다1). 수술적 치료의 경우 복식

천골-질 고정술 이후 수술과 직접 관련

하여 배뇨 장애(voiding dysfunction)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또한 복강경하 천골-질 고정술

의 경우 숙달된 골반경 하 봉합 술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숙련된 비뇨-부인과 의

사에 의해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수술

전⋅후로 11%의 합병증의 빈도와 함께

수술 이후 3.6%의 재발률을 보였다29).

POP는 여성의 삶의 질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치며, 고령화 시대와 함께 의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높은 재발률과 뚜렷한 양방 치료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한의학적 연구

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저자는

POP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분만 이후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국내외 임상 논문

들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향후 한의학적 POP 진료 지침의 토대를

세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총 1,642건의 논문이 검색되

었고, 선정과 배제 기준을 통해 최종으

로 총 13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RCT가 9편, clinical trial이 3

편, case가 1편이었다. RCT의 경우 무작

위 배정 방법이 명시된 연구는 3편이었

으며, 모두 난수표를 이용하여 환자를

배정하였다.

환자 모집단의 포함기준에 있어 6편의

연구에서 POP-Q 상 1도에서 2도의 환

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나

그중 3편은 참여 기준을 POP-Q 상 1도

의 산모로 국한했다. POP의 경우, 현재

2도가 넘어가면 골반저근운동이나 물리

치료 요법과 같은 대증치료보다는 페사

리나 수술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

다1). Case 연구 1편을 뺀 모든 연구의

대조군이 바이오피드백이나 골반저근운

동과 같은 대증요법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설정한 군

이 비교적 경도의 POP 환자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편의 연구에서 양방적

진단기준인 POP-Q와 함께 TCM 변증

기준이 사용되었다. 5편 모두 변증 상 陰

挺 및 氣虛(下陷)證으로 진단된 경우만

연구에 포함 시켰으며, 자궁하수 혹은

자궁탈출 증상 외에도 기허증의 대표적

인 증상(少氣, 自汗, 小便頻數, 帶下量多,

色白, 面色萎華, 舌淡苔薄, 脈緩弱 等)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의학에서

POP를 氣虛下陷, 腎虛不固, 胞絡損傷, 胞

宮失攝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陰挺으

로 인식한 것5)과 일치한다.

중재로 사용된 한방치료는 한약이 단

독으로 4편, 한약과 침이 함께 사용된 연

구가 1편, 침이 단독으로 사용된 연구가

1편, 훈증법과 같은 외치 요법을 단독으

로 사용한 연구가 2편, 외치 요법과 함께

온침이 함께 사용된 연구가 1편, 전침이

단독으로 사용된 연구가 2편, 전침과 투

구(透灸)가 함께 사용된 연구가 1편, 혈

위 첩부 및 혈위 지압요법이 단독으로

쓰인 연구가 1편이었다(Table 2). 4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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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중재에 대한 언급이 불

충분하였는데, Song 등의 연구10)에서는

처방한 본초의 정확한 용량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Huang 등의 연구11)와 Lin 등

의 연구21)에서는 처방의 배합이 언급되

지 않았다. Wang의 연구17)에서는 투구

법을 시행한 대략적인 위치만 명시되었

을 뿐, 정확한 혈위의 언급이 없었다. 가

장 많이 사용된 치료는 총 5편으로 한약

치료였으며, 그중에서 4편이 보중익기탕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였다. 보중익기탕

(補中益氣湯)은 금원사대가 중 한 명인

이동원의 ≪內外傷辨惑論≫에서 처음 등

장하는 처방으로30), 補中益氣, 升陽擧陷의

효능을 통해 中氣下陷의 병리를 가지는

다양한 질환 및 소화기 질환에 광범위하

게 응용되어왔다31). 이는 송 등의 연구32)에

서 보고된 가미보중익기탕의 자궁하수에

대한 활용과 일치한다. 그 외, 2편의 연구

에서 한방 외치 요법으로 Fukangwaixun

-fang(婦康外燻方)이 사용되었고, 1편의

연구에서 Yiqishengti-san(益氣升提散)을

활용한 혈위 첩부 및 혈위 지압요법이 시행

되었다. Fukangwaixun-fang(婦康外燻方)

은 중국 광서 지방의 처방으로, 한국에서

는 사용하지 않는 Blumea laciniata(走

馬风)과 Rhizoma Ardisiae Gigantifoliae

(走馬胎)가 군약으로 사용된다12,18). 이

두 약재는 어혈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서 산모들에게 오랜 시간 빈용 되었으며,

산후 소양감이나 부종, 통증 등에도 응

용할 수 있다33). 첩부 요법은 고약을 사

용하거나 가루약에 각종 액체를 섞은 고

체를 사용하여 일정한 혈위나 환부에 부

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34), 시술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며, 통증이 없고

부작용이 적어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한방부인과 영역에서는 사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35). 이러한 다양

한 치료법의 응용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

학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처방에 자주 쓰이는 본초로 시호,

승마(6편), 황기(5편)가 있다. 시호와 승

마는 모두 解表藥發散風熱藥으로 분류되

며, 특히 시호의 경우 升擧陽氣하는 효능

이 뛰어나다36). 황기는 補益藥補氣藥으로

味甘微溫하여 入脾肺經하고 補中益氣, 升

陽固表하는 효능을 통해 보중익기탕의 군

약이 된다32).

13편의 연구에서 혈위를 이용한 연구

는 총 6편이었으며, 일반적인 침 치료 외

에도 온침이나 전침, 혈위 첩부 요법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침 치료가 응용되었

다. 다양한 연구에서 최소 2번 이상 등장

한 혈위들의 효능을 분석해볼 때 모두

中焦와 下焦를 위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中極(CV3)은 調氣補陽하고 培

腎補虛하며 足三里(ST36)은 調脾胃, 通

調經絡, 調和氣血하는 속성으로 인해 소

화기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군에 응

용된다. 三陰交(SP6)은 扶脾胃, 助運化

하며 調血室精宮하며, 關元(CV4)는 培腎

固本, 補益下焦하는 작용을 통해 각각 中

焦와 下焦에 작용하게 된다. 中極(CV3)

는 培元調氣, 調血室, 理下焦하며, 中脘

(CV12)는 健脾和胃, 理中焦하여 調升降

하게 된다. 百會(GV20)의 경우 開竅醒

神, 平肝息風하는 작용 외에도 升陽固脫

하는 효능이 있으며, 기외경혈인 子宮

(EX-CA1)의 경우 理氣調經하고 升提下

陷하는 작용이 있다37). 이러한 혈위 구

성은 氣虛下陷, 腎虛不固 하여 발생하는

陰挺의 병리와 일치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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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은 2편의 연구에서 언급이

없었으며,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

지 다양했다. 4편의 연구에서 월경 기간

동안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월경기에 훈증과 같은 외치

요법이나 외음부에 적용하는 바이오피드

백 치료를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 도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차지한 것은 골반저근의 평가로, case

연구 1편을 제외한 12편에서 사용되었

다. 골반저근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었다. 먼저 골반저근의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골반저근을 근섬유

의 특성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한 뒤 등

급을 매기게 된다. 다음으로, 근전도 검

사를 통해 골반저근의 수축력 자체를 평

가하는 방법이 있다. 골반저근은 저속연

출섬유(slow twitch fiber, Class I)와 고

속연축섬유(fast twitch fiber, Class Ⅱ)

의 혼합체이다. Class I의 경우 직경 45

µm로, 장시간 동안 장력을 유지할 수 있

어 골반장기를 지지하는 항중력 근육이

다. Class Ⅱ의 경우 직경 59 µm로,

Class I에 비해 크며 급격한 복압 상승

시 짧은 시간 내에 강하게 수축하여 복

압성 요실금을 예방한다38). 이러한 두

군의 근육을 Grade 5부터 Grade 0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며(Table 6), 일반적으

로 항문이나 질을 최대한 수축하여 수축

지속 시간을 측정한 후,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여러 번 수축하여 최대 횟수를

관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평가

는 POP의 병리를 고려할 때 적합한 평

가 척도라고 볼 수 있으며, POP뿐만 아

니라 골반저근육의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응용가능

하다. 현재 13편의 연구 중에서 1편의 연

구만이 치료 후 6개월 뒤에 골반저근의

상태를 재평가하였고, 수축력 유지 부문

에서 대조군과 치료군의 통계학적 유의

성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OP의

경우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 효과 유지의 측면

에서 장기간의 follow-up 및 재발률을 평

가 척도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6편의 연구에서 POP-Q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였다. POP-Q는 탈출한 골

반장기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

적인 기술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질전벽,

질후벽, 질첨부에서 측정되는 6개의 기

준점(Aa, Ba, Ap, Bp, C, D) 및 다른 3

개의 기준점(tvl, gh, pb)을 사용한다1).

POP-Q는 환자의 진단기준이자, 동시에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 후 환

자의 병기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임

상 연구를 진행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GF-β1은 POP 환자를 대상으

로 전침 치료를 한 치료군에서 대조군보

다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TGF-β1은

단백질 안정성 및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단백질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골반저근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 수치가 떨어져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비록 TGF-β1

을 평가 척도로 설정한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지만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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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0 Failure of finger detection to feel contraction of vaginal muscles
Grade 1 Feel tremor of vaginal muscles
Grade 2 Incomplete contraction of vaginal muscles, repeated 2 times for 2 seconds

Grade 3 Full contraction of vaginal muscles, lasting 3 seconds, repeated 3 times to
no resistance

Grade 4 Full contraction of vaginal muscles, lasting 4 seconds, repeated 4 times, with
slight resistance

Grade 5 Full contraciton of vaginal muscles, lasting 5 seconds, repeated 5 times with
continuous resistance

Table 6. Pelvic muscle strength classification11)

본 연구는 국내외 총 7개의 DB을 활

용하였으나 포함된 문헌은 모두 중국에

서 시행하였으며, 중국어를 통해 작성되

었다. 또한 RCT 임에도 불구하고 무작

위 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연구가 6

편, 중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연구가 4편,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의 일

반적 특성을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지 않

은 연구가 2편인 점 등 선택된 문헌의

질에도 한계가 있다. 선택된 13편의 연

구 중에서 한방치료를 단독 중재로 사용

한 경우는 4편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이 바이오피드백 치료나 운동 치료와 함

께 사용하였다. 평가 척도의 경우, 재발

률을 평가 척도로 삼은 연구가 없고 치

료 종료 후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중재의 효과를 재평가한 연구가 1편이기

때문에 중재의 장기간의 효과를 살펴보

기 어려웠다. 중재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2편으로, 향후 안

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뚜렷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POP에 대한 13편의 임

상 연구를 분석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시

행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중재라는 점

을 밝혔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POP에 대한 임상적 진료 지침을 확립하

고 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더 다양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및 체계적 문헌 고찰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20년 5월 20일까지 발표

된 골반장기탈출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13편을 분석하였다.

1. 13편의 연구는 모두 중국에서 출판되

었으며, RCT가 9편, clinical trial이 3

편, case가 1편이었다.

2. 치료군은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중

재로 이루어졌으며, 골반장기탈출증의

치료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3. 가장 많이 사용한 중재는 한약이었으

며, 그 외에 침, 전침, 혈위 첩부 요법

등이 사용되었다.

4. 가장 많이 빈용된 본초는 시호, 승마

였으며, 가장 많이 빈용된 혈위는 기

해, 족삼리이다.

5. 2편의 연구에서 중재의 안전성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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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으며,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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