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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Case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Habitual Abortion
by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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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Pregnancy and delivery
in habitual abortion with ectopic pregnancy and 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afte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reatment.

Methods: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habitual abortion that had missed abortion
three times. She was treated by moxibustion, cupping, acupuncture, Gungguijohyeol-
eum-gamibang, and Gwisin-hwan-gamibang for 6 months. The effect of dysmenorrhea
was evaluated through the Numeric Rating Scale (NRS).

Results: After the treatment, dysmenorrhrea was improved. She was pregnant
during the treatment and delivered a child.

Conclusions: The case report shows that Korean medical treatment can be
helpful for habitual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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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최종 월경개시일

(LMP) 이후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1).

습관성유산은 반복적유산, 반복자연유

산, 반복 임신손실 등으로 불리지만 일

반적인 정의는 ‘3번 이상 연속되는 자연

유산’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연속되는 자연유산에서는 진단을 시

작해야 한다1).

반복 유산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2-5%,

항인지질항체증후군 8-42%(평균 15), 해

부학적요인 1.8-37.6%(평균 12.6), 내분비

학적요인, 면역학적요인, 환경적요인 등

다양하다2).

습관성유산은 한의학에서 ‘滑胎’, ‘屢孕

屢胎’, ‘數墮胎’라 하며 ≪葉氏女科證治·

安胎上⋅滑胎≫에 “有屢孕屢墮者……名滑

胎.”라 하였고 ≪醫宗金鑑⋅婦科女法要訣

⋅胎前諸證門≫에 “若懷胎三, 五, 七月,

無故而胎自墮, 下次受孕亦復如是, 數數墮

胎, 則謂之滑胎.”라 하였으며 墮胎되거나

小産이 3회 이상 발생되는 경우를 지칭

하였다1).

최근 습관성유산, 반복유산에 대한 한

의학적 연구로는 백 등3)의 習慣性 流産

의 東西醫學的 考察, 이 등4)의 滑胎(習

慣性 流産)에 對한 原因別 治法 處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김 등5)의 習慣性流産

의 韓方治療에 對한 臨床的 考察, 김 등6)

의 습관성 유산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

및 실험적 방법 연구, 정 등7)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습관성 유산 1례의 임상

보고, 조 등8)의 습관성유산 치료 14례

임상보고, 김 등9)의 習慣性流産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구 등10)의 調經種玉湯

加味方을 併用한 습관성 유산환자 치험

4례, 문 등11)의 PUBMED 검색을 통한

반복유산의 최신 연구에 관한 고찰, 김

등12)의 자궁 내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반복 유산 환자 2례에 관한 고찰 등이

있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2번 유산후에 치료

없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약 75%, 3번

유산후는 약 70%, 4번 유산 후에는 약

60%로 감소한다2).

본 증례는 한방치료로 3번의 계류유산

과 1번의 자궁외임신, 자궁경부환상투열

요법 이후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하여 보

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증례 1>

1. 이 름 : 안⃝⃝(F/36)/기혼

2. 초진일 : 2019년 1월 12일

3. 신장/체중 : 167.3 cm/68.1 kg

4. 주소증

1) 습관성유산

2) 계류유산

3) 생리통

5. 최초진단일 : 2019년 1월 5일

6. 과거력

2015년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물로 처치 받으셨으며, 2016년 쌍

둥이 임신하셨다가 계류유산으로 소파수

술 받으시고, 2017년 자궁경부암 0기 진

단받고 환상투열요법 백병원에서 시술받

으셨고, 2018년 계류유산으로 9주차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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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술 받으셨고, 2019년 1월 5일 7주차

계류유산으로 수술 받으셨다.

7. 산과력 : 0-0-4-0

8. 월경력

1) L.M.P : 2018년 11월 7일

2) 생리통 : 생리통으로 복통, 허리통증

있으시어 첫째, 둘째날 진통제 1~2

개 항상 드시고, 생리전증후군으로

허리통증이 있었다.

9. 望問聞切

1) 식욕 및 소화 : 속이 항상 더부룩하심.

2) 大 便 : 1회/2일, 변비경향

3) 小 便 : 소변 하루 8회 이상, 야간

뇨1회

4) 寒 熱 : 手足冷

5) 脈/舌 : 脈滑, 舌苔白

6) 腹 診 : 右下腹部 壓痛

10. 현병력

상기 환자는 36세의 기혼 여성으로 2015

년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

물치료 받았으며 2016년 쌍둥이 임신하셨

다가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받았고 2017년

자궁경부암 0기 진단받고 백병원에서 환상

투열요법을 시술받고 2018년 계류유산으로

9주차에 소파수술 받았다. 2019년 1월 5일

7주차 계류유산으로 수술 받고 습관성유

산으로 진단받고 본원에서 습관성유산

및 유산후 조리 치료위해 내원했다. 평

소에 생리전증후군으로 허리통증이 있었

으며 생리시작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진

통제 1~2개를 드실 정도로 생리통을 호

소했다. 환자는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변

비경향을 보였으며 불면증이 있으시어 입

면곤란해하시고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운동센터관리자로서 평소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 드셨으며 15년 전부터

하루 1~2개의 흡연을 하였다. 2019년 1월

7일 초음파 검사상 난소물혹 관찰되어 2

주후 재검하기로 하였다. 배우자는 34세

키 178 cm 88 kg로 정액검사는 따로 받

지 않았다.

12. 치료내용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1일

까지 芎歸調血飮加味方Ⅰ을 처방하고 2019

년 2월 2일부터 2019년 2월 26일까지 芎

歸調血飮加味方Ⅱ를 처방하여 각각 20첩

을 120 cc 30팩으로 하여 1팩을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2월 27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芎歸調血飮加味方Ⅲ

을 처방하여 60첩을 120 cc 90팩으로 하

여 1팩을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5월 6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

지 歸腎丸加味方Ⅰ을 처방하여 40첩을

120 cc 60팩으로 하여 1팩을 하루 2회 복

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歸腎丸加味方Ⅱ를 처

방하여 각각 40첩을 120 cc 60팩으로 하

여 1팩을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침구치료는 20분 동안 關元(CV4)에

기기구술을 시행한 다음 멸균된 stainless

steel 1회용 호침(0.20×30 mm, 동방침구사,

한국)으로 腎兪(BL23), 太谿(KI3), 三陰

交(SP6), 懸鍾(GB39)에 자입하여 15분간

유침하였고 腎兪부위에 전침을 15분간 시

행하였다. 또한 腎兪(BL23), 大腸兪(BL25),

志室(BL52) 등에 부항시술을 하였다.

13. 임상경과

환자는 자궁외임신 포함 총 4회의 유

산을 경험하여 습관성유산으로 진단받았

으며 2019년 4월 1일 생리이후부터 배란

일에 맞추어 자연임신시도를 시작하였

다. 생리통은 2월 3일 생리시 vas7, 3월

4일 vas5, 4월 1일 vas3, 5월 23일 va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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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vas3으로 완화되었다(Fig. 1).

2019년 7월15일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2019년 7월 25일 Hcg 및

초음파 검사상 임신으로 확정되었다. 임

신이 확정되고 한약복용을 중단하였으며

2019년 8월 2일 검사상 안정적으로 임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2020년 3월

2일 분만예정일보다 1달 먼저 전치태반

으로 수술을 받고 제왕절개로 3.15 kg의

아들을 출산하였다.

Period of
medication Herbal medication

2019.1.15.
~2019.2.11

Gungguijohyeol-eum-gamibangⅠ
(當歸 川芎 白朮 茯苓 熟地黃 陳皮 香附子 烏藥 乾薑 益母草 牧丹皮

各 3 g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2019.2.12.
~2019.2.26

Gungguijohyeol-eum-gamibangⅡ
(當歸 川芎 白朮 茯苓 熟地黃 陳皮 香附子 烏藥 乾薑 益母草 牧丹皮

各 3 g 甘草 生薑 大棗 山藥 各 4 g 菟絲子 2 g)

2019.2.27.
~2019.5.6

Gungguijohyeol-eum-gamibangⅢ
(當歸 川芎 白朮 茯苓 熟地黃 陳皮 香附子 烏藥 乾薑 益母草 牧丹皮

各 3 g 甘草 生薑 大棗 山藥 各 4 g 菟絲子 4 g)

2019.5.7.
~2019.6.20

Gwisin-hwan-gamibangⅠ
(熟地黃 8 g 山藥 8 g 山茱萸 2 g 茯苓 當歸 枸杞子 杜仲 菟絲子 甘草

大棗 阿膠珠 各 4 g 巴戟天 8 g)

2019.6.21.
~2019.7.24

Gwisin-hwan-gamibangⅡ
(熟地黃 8 g 山藥8 g 山茱萸 2 g 茯苓 當歸 枸杞子 杜仲 菟絲子 甘草

大棗 各 4 g 阿膠珠 巴戟天 各 8 g)

Table 1. Treatment with Herbal Medication

Fig. 1. The change of dysmenorrhrea.

Ⅲ. 고 찰

상기환자는 자궁외임신과 반복적인 계

류유산을 겪으면서 임신 유지에 대한 두

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한방치료로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돕기 위해 내원하

였다. 2015년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은 하

지 않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자궁외임신

은 골반내 염증성 소견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6~7배 높다

는 보고가 있는데13) 환자는 과거 클라미

디아 감염증을 겪어 항생제 치료를 한

기왕력이 있었다.

또 Marcetti와 Kurder는 자궁외임신의

발생이 불임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았

는데14) 환자는 자궁외임신 이후 지속적

인 계류유산을 보여 정상적인 임신과 출

산을 위해 한방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로 하였다.

자궁외임신은 1000건의 임신중 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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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다양하며 2009년 한국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신 1000건

중 16.6건의 자궁외임신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2).

환자는 자궁외임신을 빨리 파악하여

나팔관을 절제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유

산을 진행하였다. 이후 임신이 계류유산

되어 소파술을 받았으며, 자궁경부암 검

사에서 자궁경부암 0기로 진단되어 환상

투열요법도 받았다. 그 후 지속적으로 2회

의 추가 계류유산과 소파술을 진행하였

으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등의 보

조생식술은 환자와 보호자가 원치 않아

진행하지 않았다. 임신중 자궁경부결찰

술은 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임신 유지

를 하다가 전치태반으로 인해 한달 정도

빠른 분만을 하였다.

환자가 가진 수족냉증, 변비, 심한 생

리통, 입술과 혀의 어반 등으로 하복강

의 혈류순환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였

고,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생식계통의 면

역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선 芎歸調血飮加味方으로 회

당 120 cc, 하루 2회 복용하여 어혈 제거

를 통해 자궁과 나팔관 등의 혈류순환을

높이고 유산후 조리를 하고자 하였다.

환자는 평소 변비와 스트레스를 받는 상

황이 많다고 호소하였으며 생리통, 각종

자궁과 난소의 어혈성 질환을 고려하여

瘀血을 풀어주는 芎歸調血飮加味方으로

처방을 시작하였다. 소파술을 겪으면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혈이 덩어리지고

어두운 색이었다가 芎歸調血飮加味方을

사용하면서 덩어리가 작아지고 생리혈이

선홍색으로 밝아지면서 양이 더 늘었으

며 생리통도 점점 호전되었다.

芎歸調血飮은 ‘産後去血過多, 以致發熱,

心煩, 腹痛, 頭暈眼花, 或口噤神昏’의 증

상에 쓰이는 처방으로 그 구성은 當歸

川芎 白朮 茯苓 熟地黃 陳皮 香附子 烏

藥 乾薑 益母草 牧丹皮 甘草 生薑 大棗

로 되어있다15).

當歸는 性溫, 味甘辛하며 補血和血, 調

經止痛, 潤燥滑腸하며 川芎은 性溫, 味辛

하며 活血行氣, 祛風止痛하며 白朮은 性

溫, 味苦甘하며 健脾益氣, 燥濕利水하고

茯苓은 性平하고 味甘淡하며 利水滲濕,

健脾寧心하고 熟地黃은 性微溫하고 味甘

하며 滋陰補血, 益精塡水하고 陳皮는 性

溫하고 味辛苦하며 理氣健脾, 燥濕化痰

하고 香附子는 性平하고 味辛微甘苦하며

理氣解鬱, 調經止痛하고 烏藥은 性溫, 味

辛하며 順氣止痛, 溫腎散寒하고 乾薑은

性熱하고 味辛하며 溫中逐寒, 回陽通脈

하고 益母草는 性微寒하고 味苦辛하며

活血調經, 利水消腫하고 牧丹皮는 性微

寒하고 味苦辛하며 淸熱涼血, 活血散瘀

하고 甘草는 性平하고 味甘하며 和中緩

急, 潤肺, 解毒, 調和諸藥하고 生薑은 性

微溫하고 味辛하며 解表散寒, 溫中止嘔,

化痰止咳, 解毒하고 大棗는 性溫하고 味

甘하며 補脾和胃, 益氣生津, 調營衛, 解

藥毒 한다16).

山藥은 性平하고 味甘하며 補脾養胃,

生津益肺, 補腎澁精 하는 효능이 있어

腎虛를 보강하기 위해 芎歸調血飮加味方

Ⅱ, Ⅲ에서 첩당 4 g까지 가미하였고 菟

絲子는 性平하고 味辛甘하며 補肝腎, 益

精髓, 明目, 止瀉 하여 腎陽虛를 보강하

기 위해 芎歸調血飮加味方Ⅱ에서 첩당 2 g,

芎歸調血飮加味方Ⅲ에서 첩당 4 g까지 증

량하였다16).

최 등17)은 芎歸調血飮加味方을 산후조

리 환자에게 처방하여 어혈증상이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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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 등18)은 芎歸

調血飮이 자궁내막증 환자중 正氣虛를

동반한 어혈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여 모두 芎歸調血飮이 어혈을 동반한 질

환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생리통과 변비가 점점 좋아지고 생리

혈도 좋아졌으나 생리양이 작고 산부인

과 검사상 자궁내막이 얇다는 소견도 있

었으며 夜間尿, 手足冷 등의 증상을 고

려하고 자연임신시도를 시작하기위해 腎

虛를 치료하는 歸腎丸加味方으로 전방하

였다.

歸腎丸은 ≪景岳全書≫에 수록된 처방

으로 “治賢水眞陰不足 精衰血少 腰疲脚

軟 形容惟梓 遺泄陽衰等證"이라고 하여

腎陰虛에 쓰이는 처방이다19).

처방구성은 熟地黃, 山藥, 山茱萸, 茯

苓, 枸杞子, 杜仲, 菟絲子, 當歸로 되어있

으며 熟地黃이 性微溫하고 味甘하며 滋

陰補血 益精填髓하고 山藥이 性平하고

味甘하며 補脾養胃, 生津益肺, 補腎澁精

하고 山茱萸가 性微溫하고 味散澁하며

補益肝胥 想精固脫하고 茯苓이 性平하고

味甘淡하며 利水渗濕 健脾寧心하고 枸杞

子는 性平하고 味甘하며 滋腎補肝, 益精

明目하고 杜仲은 性溫하고 味甘微辛하며

補肝腎, 强筋骨, 安胎하고 菟絲子는 性平

하고 味辛甘하며 補肝腎, 益精髓, 明目,

止瀉하고 當歸는 性溫, 味甘辛하며 補血

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하는 효능이 있

다16).

甘草는 性平하고 味甘하며 和中緩急,

潤肺, 解毒, 調和諸藥하고 大棗는 性溫하

고 味甘하며 補脾化胃, 益氣生津하고 巴

戟天은 性微溫하고 味甘辛하며 補腎陽,强

筋骨, 祛風濕하고 阿膠珠는 張20)의 ≪醫

學衷中參書錄≫에 기재된 滑胎를 치료하

는 壽胎丸에 사용된 本草로 性平하고 味

辛하고 補血滋陰, 潤燥, 止血하는 효과가

있어 위 네가지의 약재를 소화기를 편안

하게 하고 腎陰虛와 腎陽虛를 동시에 보

해주기 위해 甘草, 大棗는 첩당 4g, 巴戟

天은 8 g을 가미하고 阿膠珠는 歸腎丸加

味方Ⅰ에서 4 g, 歸腎丸加味方Ⅱ에서 8 g

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하였다16).

안 등21)의 연구에 따르면 歸腎丸이 난소

의 배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가 있었다. 또한 환자는 자궁경부암 0기를

진단받아 환상투열요법(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LEEP) 시술을 받았

는데, 환상투열요법의 합병증으로 출혈

또는 감염, 질 분비물, 질벽의 손상, 자궁

경부협착, 조산, 저체중아출산, 조기 양

막 파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환자는 歸腎丸加味方을 복용하면서 적

극적인 자연임신시도를 하였으며 2019년

7월 25일 hcg 및 초음파 검사상 임신으

로 확정되었다. 임신이 확정되고 임신중

한약복용을 환자가 원하지 않아 중단하였

으며 2020년 3월 2일 분만예정일보다 1달

먼저 전치태반으로 수술을 받고 제왕절

개로 3.15 kg의 아들을 출산하였다.

자궁외임신 이후 한약치료로 임신유지

에 성공한 임상보고가 없으며 환상투열

요법이후 임신성공에 대한 케이스 또한

없어 난치성 습관성유산 환자의 임신 및

출산 성공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Ⅳ. 결 론

본 증례보고에서 3회의 계류유산 및

소파수술, 1회의 자궁경부암0기에 대한

환상투열요법, 1회의 자궁외임신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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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지 이후 임신 및 출산한 케이스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며 1례에 지나지 않

아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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