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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인 세포검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에서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
직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암으로 인
한 사망 원인에 있어서도 두 번째를 차지한다1).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환자는 52,758명
이며 2016년도에 3,405명의 새로운 환자가 보고되어 자궁경부암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암단계인 자궁경부상피내
종양(cervical intraepithelium neoplasia, CIN)의 발생 빈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젊은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2).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암

세포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이형세포들이 자궁경부상피에 국한하
여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바이러스 감염 후 7-15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침윤암으로 진행한다. 저등급상피내종양(CIN1)의 
50-60%에서 국소파괴요법 등의 치료 없이 자연퇴행 되기도 하지
만 20-40%에서 중등급 이상의 상피내종양으로 이행 된다3). 고등급
상피내종양(CIN3)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56%에서 지속되며 14%에
서 상피내암이나 침윤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암병변인 고등급상
피내병변 및 상피내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4,5). 전
암병변 치료법은 냉동치료, 레이저소작술, 전기소작술 등의 국소파
괴요법과 원추절제술(conization), 전기 루프를 이용하는 환상투열
요법(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LEEP), 자궁적출
술 등의 수술 요법이 있다. 이 중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LEEP 등 
절제술이 고등급 자궁경부병변 치료와 진단 목적으로 시술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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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보존적 방법인 절제술 후에도 약 5-30%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CIN 재발 주요 예측 인자는 수술 절단면 양성 병변과 고위험
군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지속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며7,8) 수술 후 
3-6개월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Pap-smear)와 인유두종바이러
스 검사(HPV-DNA test)를 실시하여 재발을 예측하고 조직검사에
서 재발이 확인되면 2차 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을 실시한 후 추적 
검사를 한다6). 
    한의학에서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은 陰戶病, 帶下, 癥痂의 범주
에 해당하며, 帶下症 치료에는 한약 뿐 아니라 座薰, 藥浴 藥栓 등
과 같은 다양한 외치법이 활용되고 있다9). 자궁경부상피내종양에 
대한 한의학 보고는 in vitro 실험보고가 위주며 유 등10)의 자궁경
부 이형성증 관련한 연구 고찰 논문과 4편의 임상 보고가 있으나 
수술 후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임
상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수술 후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 이외에 
특별한 처치가 없기에 가임기여성은 2차 수술을 받고 임신과 출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본 증례는 고등급상피내병변으로 LEEP 시술 후 절단면에 병변
이 남아 있어서 2차 수술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 환자 4례에 대한 
한의학 임상 보고로서 한약 및 침구치료, 약침치료, 외치법 후 액
상세포검사 정상, HPV-DNA 음성, 조직검사 정상(no evidence of 
dysplasia)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자궁경부상피내
종양 및 상피내암으로 원추절제술이나 환상투열절제술(LEEP) 예정 
및 시술 1개월 미만 상태에서 본원에 내원한 환자 29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LEEP 절단면에 잔존 병변이 있어서 2차 LEEP 수
술이 필요한 환자는 5명이었고, 본원에서 한방치료 받은 4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후
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Fig. 1).

Fig. 1. Flow chart on the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2. 치료
 1) 한약치료 
    담소은탕11)을 기본으로 증상에 따라 活血祛瘀藥, 淸熱解毒藥, 
補氣補血藥을 가감하여 투여하였다. 
 2) 약침치료 
    자하거약침액을 30 gauge 1cc syringe를 사용하여 氣海(CV6), 
關元(CV4) 각 0.15㏄ 주입하여 총 0.30㏄ 시술하였고 주1회 치료하
였다. 자하거약침액은 자생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침구치료 
    氣海(CV6), 關元(CV4), 合谷(LI4) 경혈을 선택하였다. 일회용 
stainless steel needles(0.25×30㎜, 행림서원)을 사용하여 5㎜내외
로 자침하고 15분간 유침하였고 주 1회 치료하였다. 神闕(GV8) 혈
에 황토뜸(옥황바이오)를 사용하여 주 1회 15분간 치료하였다.  
 4) 질정액 치료 
    경부보호제 (蛇床子 3g, 黃連 4g, 龍膽草 4g 1첩 기준, pH 
4.5) 煎湯液을 1일 1-2회 3㎖씩 질내에 주입하였다(Table 1).  

Table 1. The Composition of cervical-protector
Scientific Name Amount(g)

Coptidis Rhizoma 4
Cnidii Fructus 3

Gentianae Radix 4
Total Amount 11

3. 평가
    일정 기간 치료 후, 자궁경부암세포검사(액상세포검사), 인유두
종바이러스검사 (HPV-DNA test), 자궁경부확대경검사(colposcopy) 
및 조직검사(punch-Biopsy)를 시행하였다. 

증    례

1. 증례 
 1) 이름 : 정○○ (F/26) 
 2) 초진일 : 2018년 2월 28일
 3) 주소증 
    자궁경부상피내암, LEEP 절단면 병변 양성
    HPV 16(+) 18(-) 기타고위험군HPV (+) 저위험군HPV (+)
 4) 발병일 : 2017년 3월 
 5) 산과력 : 0-0-0-0
 6) 월경력 
    월경주기 : 35-40일
    월경통 : 월경 첫날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 복용
    월경양 및 덩어리(塊): 양-보통, 塊-보통   
 7) 帶下(질분비물) : 미황색 다소 많은 편, 평소 질염 자주 발생했음
 8) 망문문절
    소화 : 불량 (자주 체함)
    대변 : 1회/일
    소변 : 빈뇨
    한열 : 수족냉증, 하복부냉감
    脈/舌 : 脈數, 舌尖紅 苔薄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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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line of treatment and outcomes in case 2.

 9) 과거력/현병력 
    2017년 3월 자궁경부암검사 LSIL(저등급상피내병변), HPV 16
형을 포함한 고위험군 HPV 3종류, 저위험군 HPV 2종류에 감염되
었고, 2018년 1월 액상세포검사 HSIL(고등급상피내병변), 조직검사 
CIS(상피내암) 및 CIN3 진단을 받았다. 2018년 3월 8일 LEEP 수
술절단면 양성병변으로 1개월 뒤 재수술 예정 상태에서 2018년 3
월 12일부터 한방치료를 시작하였다.
 10) 치료 
  (1) 한약 치료 : 2018년 3월 13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한
약을 복용하였고 1개월마다 40첩 60포, 하루 2포 복용하여 총 160
첩을 복용하였다(Table 2).
  (2) 침구치료 : 氣海(CV6), 關元(CV4), 合谷(LI4) 15분간 유침, 
神闕 뜸치료 17회 (주1회)
  (3) 약침치료 : 氣海(CV6), 關元(CV4) 각 0.15㏄ 자하거 약침 치
료 17회 (주1회) 
 11) 치료경과(Fig. 2)
  (1) 2018년 4월 11일 (1개월 치료 후) : 액상세포검사 정상, 
HPV (-), 조직검사 no dysplasia
  (2) 2018년 6월 2일 (3개월 치료 후) : 액상세포검사 정상
  (3) 2018년 9월 20일 (치료종료 2개월 후) : 액상세포검사 정상, 
HPV (-)

  (4) 2018년 10월 26일 (치료종료 5개월 후) : 자궁경부확대경검
사 정상 
 12) 간기능검사  
  (1) 초진시 : AST/ALT 25/20(IU/L)
  (2) 3개월 한약 치료 후 : AST/ALT 20/20(IU/L)
 13) 부작용
    한약을 복용하면서 설사, 복통, 간기능장애 등 기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자하거약침 시술과 침치료 및 뜸치료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2. The Composition of damsoeun-tang gagam

Scientific Name Amount(g)
Scutellariae Radix 1
Coptidis Rhizoma 1
Lithospermi Radix 1

Astragli Radix 1
Coicis Semen 5

Glycyrrhizae Radix 2
Persicae Semen 2

Angelicae Gigantis Radix 2
Zingiberis Rhizoma Recens 2

Jujubae Fructus 1
Total Amount 18

2. 증례 2
 1) 이름 : 양○○ (F/35) 
 2) 초진일 : 2018년 8월 29일
 3) 주소증 
    자궁경부이형성증2단계, LEEP 절단면 병변 양성
    HPV 33(+), 35(+), 저위험군HPV(+) 
 4) 발병일 : 2018년 7월 
 5) 산과력 : 2-0-0-2
 6) 월경력 
    월경주기 : 28일
    월경통 : 無
    월경양 및 덩어리(塊 ): 양-보통, 塊-보통   
 7) 帶下(질분비물) : 출혈 및 혈성분비물, 평소 분비물 많은 편이
었음
 8) 망문문절
    소화 :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심함
    대변 : 1회/2일
    소변 : 빈뇨
    한열 : 면창백, 수족냉증 심함, 특히 하복부 냉감 심함
    脈/舌 : 脈無力弱, 舌淡紅 苔薄白
 9) 과거력/현병력 
    2016년 출산 후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갑상선호르몬약 복용해 옴
    2016년 둘째 출산 후 자궁경부암검사 정상, 2018년 7월 자궁
경부암검사에서 이상소견, HPV 33형, 35형 감염, 2018년 8월 조
직검사 CIN2로 2019년 8월 23일 원추절제술(LEEP)시술받고 절단
면에 병변이 남아있어서 3개월 뒤 2차 LEEP 예정 상태에서 2018
년 8월 29일 본원 내원하여 한방치료 시작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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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line of treatment and outcomes in case 2.

 10) 치료
  (1) 한약 치료 : 2018년 9월 6일부터 2018년 12월초까지 한약을 
복용하였고 1개월마다 40첩 60포, 하루 2포 복용하여 총 120첩을 
복용하였다(Table 3). 
  (2) 침구치료 : 氣海(CV6), 關元(CV4), 合谷(LI4) 15분간 유침, 
神闕 뜸치료 13회 (주1회)
  (3) 약침치료 : 氣海(CV6), 關元(CV4) 각 0.15㏄ 자하거 약침 치
료 13회 (주1회) 

Table 3. The Composition of damsoeun-tang gagam
Scientific Name Amount(g)

Scutellariae Radix 1
Coptidis Rhizoma 1
Lithospermi Radix 1

Astragli Radix 1
Coicis Semen 5

Glycyrrhizae Radix 2
Persicae Semen 2

Angelicae Gigantis Radix 2
Zingiberis Rhizoma Recens 2

Jujubae Fructus 1
Cervi Cornus Colla 3

Total Amount 21

 11) 치료경과(Fig. 3)
  (1) 2018년 10월 4일 (1개월 치료 후) : 대학병원 액상세포검사 
정상, HPV 16(-) 18(-), 기타고위험군 (-)
  (2) 2018년 12월 (3개월 치료 후) : 대학병원 액상세포검사 이상, 
HPV (-)
  (3) 2019년 1월 : 대학병원 조직검사 정상, 만성경부염
  (4) 2019년 7월 : 대학병원 액상세포검사 정상, HPV (-)
 12) 부작용
    한약을 복용하면서 설사, 복통, 기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
고, 자하거약침 시술과 침치료 및 뜸치료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
았다.

Fig. 4. Timeline of treatment and outcomes in case 3.

3. 증례 3
 1) 이름 : 김○○ (F/31) 
 2) 초진일 : 2018년 9월 5일
 3) 주소증 
    자궁경부이형성증3단계, LEEP 절단면 병변 양성
    HPV 16(+)
 4) 발병일 : 2018년 8월 
 5) 산과력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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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경력 
    월경주기 : 30일
    월경통 : 無
    월경양 및 덩어리(塊 ): 양-보통, 塊-보통   
 7) 帶下(질분비물) : 수술 전 미황색 분비물 소량, 수술 후 2주간 
출혈
 8) 망문문절
    소화 : 少食  
    대변 : 1회/2일
    소변 : 정상
    한열 : 수족냉증, 하복부 냉감
    脈/舌 : 脈沈弱, 舌淡紅 苔薄白
    피부 : 건선
 9) 과거력/현병력 
    2018년 8월 자궁경부암검사 ASCUS, HPV 16형 감염, 2018년 
8월 20일 조직검사 severe dysplasia with glandular 
involvement, p16(+), Ki-67(+)으로 2019년 8월 29일 LEEP 절단
면에 병변이 남아있어서 3개월 후 2차 수술 권유받고 2018년 9월 
5일 본원 내원하여 한방치료 시작하였다(Fig. 4). 
 10) 치료
  (1) 한약 치료 : 2018년 9월 5일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약을 복
용하였고 1개월마다 40첩 60포, 하루 2포 복용하여 총 240첩을 복
용하였다. 2차 수술 후 구성 약재의 용량을 변경하였다(Table 4). 
  (2) 침구치료 : 氣海(CV6), 關元(CV4), 合谷(LI4) 15분간 유침, 
神闕 뜸치료 23회 (주1회)
  (3) 약침치료 : 氣海(CV6), 關元(CV4) 각 0.15㏄ 자하거 약침 치
료 23회 (주1회)

Table 4. The Composition of damsoeun-tang gagam 

Scientific Name
Amount(g)

2018.9~2018.12 2018.12~2019.3
Scutellariae Radix 1 1
Coptidis Rhizoma 1 1
Lithospermi Radix 1 1

Astragli Radix 1 2
Coicis Semen 5 5

Glycyrrhizae Radix 2 2
Angelicae Gigantis Radix 2 4

Persicae Semen 2 0
Zingiberis Rhizoma Recens 2 2

Jujubae Fructus 1 1
Cervi Cornus Colla 3 3

Total Amount 21 22

 11) 치료경과(Fig. 4)
  (1) 2018년 12월 3일 (3개월치료후) : 대학병원 액상세포검사 
ASCUS, HPV 16(-), 18(-) 기타고위험군 (+)  
  (2) 2018년 12월 20일 : 2차 LEEP 시술
  (3) 2019년 4월 22일 (6개월치료중) : 임신 5주차 
  (4) 2019년 4월 30일 (6개월치료후) : 대학병원 액상세포검사 정
상, HPV 16(-) 18(-) 기타고위험군 (-)  
 12) 간기능검사  

  (1) 초진시 : AST/ALT 20/20(IU/L)
  (2) 3개월 한약 치료 후 : AST/ALT 정상
  (3) 6개월 한약 치료 후 : AST/ALT 정상
 13) 부작용
    한약을 복용하면서 설사, 복통, 간기능장애 및 기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자하거약침 시술과 침치료 및 뜸치료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부 건선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

Fig. 5. Timeline of treatment and outcomes in case 4.

4. 증례 4
 1) 이름 : 윤○○ (F/26) 
 2) 초진일 : 2019년 4월 6일
 3) 주소증 
    자궁경부이형성증3단계, LEEP 절단면 병변 양성
    HPV 16(+) 70(+)
 4) 발병일 : 2019년 3월 11일
 5) 산과력 : 0-0-0-0
 6) 월경력 
    월경주기 : 28-30일
    월경통 : 통증이 심해서 항상 진통제 복용 
    월경양 및 덩어리(塊 ): 양-보통, 塊-덩어리 많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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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帶下(질분비물) : 황색 분비물 많음, 평소 질염 자주 발생 했음 
 8) 망문문절
    소화 : 불량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됨)
    대변 : 1회/2일
    소변 : 단백뇨 주기적으로 검사 해옴
    한열 : 수족냉증 특히 하복부 냉감 심함
    脈/舌 : 脈弱, 舌淡 苔薄白
    피부 : 건선
 9) 과거력/현병력 
    2017년 자궁경부암검사 정상, HPV저위험군 감염이었고 2018
년 7월 자궁경부암검사 정상, HPV 16번 감염, 2019년 3월 자궁경
부암검사에서 비정형상피세포 발견, HPV 16형 70형 감염, 2019년 
3월 22일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CIN3 with glandular 
involvement으로 1개월내 LEEP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2019년 4
월 6일 본원 내원하여 한방치료 시작하였다(Fig. 5). 
 10) 치료
  (1) 한약 치료 : 2019년 4월 9일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약을 복
용하였고 1개월마다 40첩 60포, 하루 2포 복용하여 총 120첩을 복
용하였다(Table 5). 
  (2) 침구치료 : 氣海(CV6), 關元(CV4), 合谷(LI4) 15분간 유침, 
神闕 뜸치료 8회 (주1회)
  (3) 약침치료 : 氣海(CV6), 關元(CV4) 각 0.15㏄ 자하거 약침 치
료 8회 (주1회) 

Table 5, The Composition of damsoeun-tang gagam 
Scientific Name Amount(g)

Scutellariae Radix 1
Coptidis Rhizoma 1
Lithospermi Radix 1

Astragli Radix 1
Coicis Semen 5

Glycyrrhizae Radix 2
Persicae Semen 2

Angelicae Gigantis Radix 2
Zingiberis Rhizoma Recens 2

Jujubae Fructus 1
Cervi Cornus Colla 3

Total Amount 21

 11) 치료경과 (Fig. 5)
  (1) 2019년 4월 29일 : ○○여성병원에서 LEEP 시술, LEEP 절
단면 병변 양성
  (2) 2019년 7월 6일 (3개월치료중) : 액상세포검사 정상, 1년 후 
추적 검사로 전환 
  (3)2019년 8월 (3개월치료후): HPV (-) 
 12) 간기능검사  
  (1) 초진시 : AST/ALT 33/20(IU/L)
  (2) 2개월치료후 : AST/ALT 정상 
 13) 부작용
    한약을 복용하면서 설사, 복통, 간기능장애, 및 기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단백뇨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자하거약침 시술과 침

구 치료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부 건선 증상은 호전되었다.

고    찰

    자궁경부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은 편평상피와 원주상피의 경계부위인 변형대에서 비정형 화생
(metaplasia) 이후 이형성(dysplasia)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
문에 자궁경부이형성증(cervial dysplasia)이라고도 하며 경증이형
성증을 CIN1, 중등도이형성증을 CIN2, 중증이형성증과 상피내암을 
CIN3로 분류한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CIN1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20-40%에서 CIN2, 3으로 진행하였고, 
50-60%는 2년 이내 자연퇴행 하였다. CIN2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35%에서 지속되고 22%에서 상피내암이나 침윤암으로 진행하였고 
CIN3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56%에서 지속되며, 14%에서 상피내
암이나 침윤암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4-6,12),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상피내병변 및 상피내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
료가 필요하다. 
    CIN 치료는 ASCCP13) 권고를 따르는데, 조직학적 병변을 기준
으로 저등급병변 CIN1과 고등급병변 CIN2, 3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검사인 Pap smear에서의 저등급상피내병변
(LSIL)은 조직검사 결과인 CIN1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고등급상
피내병변(HSIL)과 CIN2, 3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세포검사와 
조직검사 결과가 다를 때는 조직검사(biopsy)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병변 조직을 파괴하는 국
소파괴요법과 병변 조직을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다.  
    국소파괴요법에는 냉동요법, 레이저요법, 전기소작술, 냉응고법
이 있는데, 조직생검에서 미세침윤암 혹은 침윤암의 증거가 없어야
하고, 병변이 자궁경관 외에 국한되어 있을 때 적응되고, 재발률이 
10% 이상이므로 3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세포학적 추적검사가 필요
하다. 절제술은 병리검사를 위한 조직 검체를 얻을 수 있어서 임신
부나 청소년기 혹은 젊은 여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CIN2, 3 치료에서 일차적으로 권고된다. 그러나 절제술 후에도 재
발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30%에서 재발한다고 보고되었
다. 본 증례 4명 모두 고등급상피내종양(CIN2, 3) 진단 후 일차적
으로 환상투열요법(LEEP) 시술을 받았고, LEEP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어서 2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절제술 방법에는 크게 냉도 원추절제술 (cold conization)과 
환상투열요법(LEEP, LLETZ)이 있는데, 냉도 원추절제술은 과거 자
궁경부이형성증의 표준 치료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시술이 간편하고 
출혈 등의 합병증이 적은 환상투열요법(LEEP)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LEEP 시술시 자궁경부 심부조직 절제가 쉽지 않고 생검 절
단면이 전기적 열에 파괴되어 절단면 상태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
에 경계면의 병변 침범 유무에 대한 조직검사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수술 후 첫 내원시 세포검사는 조직의 열손상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14-16). 조직절제술에서 경계면 병변 
조직검사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절제 마진(margin)에 병변이 남아 
있는 것이 자궁경부상피내종양 재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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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류7)에 의하면 원추절제술후 절단면에 잔존 병변이 있는 경
우 18.6%에서 재발했고 병변이 없는 경우는 4.6%에서 재발되어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을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재발에 관여하는 인자는 환자의 나이, 흡연, 유전학적 요인 등
이 있으며, 수술 절단면 양성 병변과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지속감염이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로 보고 되었다7,17-19). 선 등19)은 
1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추절제술 후 재발 예측에 
있어서 고위험군 HPV가 음성일 때 음성 예측률 100% 라고 보고
하였고, Houffin 등20)은 205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전 고위험군 HPV 감염과 재발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수술 후 고위
험군 바이러스의 지속 감염은 재발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원추절제술 후 고위험군 HPV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지
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종류는 150여 가지 이상이고 생식
기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40여 종류이다. 최근까지 밝혀진 고위험
군은 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8, 73, 
82형이 대표적이며, 저위험군은 6, 11, 40, 42, 43, 44, 54, 61, 
72, 81형이 대표적이고, 26, 53, 66, 70형은 암 발생 가능성이 있
어서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21). 
    본 증례는 절제술예정 및 수술 후 1개월 미만 상태에서 본원
에 내원한 29명 중 수술 절단면 양성 병변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한 
5명 중에서 본원에서 한의학치료를 받은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증례 1은 20대 초반 미혼 여성으로 2017년 3월 자궁경부암검
사에서 저등급상피내병변(LSIL), HPV 16형을 포함한 고위험군 및 
저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년 후 2018년 세포검사에서 고
등급상피내병변(HSIL)으로 병변이 진행하였다. 추가 조직검사에서 
상피내암 및 CIN3 진단을 받고 LEEP 예정 상태에서 2018년 2월 
28일 본원 내원하였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자연사연구22)에서 
저등급상피내병변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2년 이내에 자연 
퇴행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면
역기능저하 등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1년 만에 상피내암
으로 진행하였다. 경부확대경검사에서 5% 아세트산 도포시 편평상
피접합주(SCJ)에서 뚜렷한 백색상피(acetowhite epithelium)가 관
찰되었고 질과 자궁경부내에 황색 분비물이 많았다. 2018년 3월 8
일 LEEP 수술 하였고, 수술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어서 1개월 
뒤 재수술을 앞두고 2018년 3월 12일부터 한의학 치료를 시작하
였다. 한약은 담소은탕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담소은탕은 임상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기사마귀, 편평사마귀 치료
에 활용되고 있는 처방이다11). 하복부냉증 및 자궁 및 부속기 순환
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주 1회 氣海, 關元에 약침 치료와 神闕 뜸
치료를 하였다. 1개월 후 재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
사에서 자궁경부암검사 및 조직검사 정상, HPV-DNA 음성 결과를 
얻었기에 재수술 대신 6개월 후 추적검사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으
로 LEEP 후 추적 검사는 6개월 주기로 2년간 세포검사를 하며 이
상이 없을 경우 년 1회 검진 스케줄로 돌아간다. 본 증례는 LEEP 
시술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조직이 손상 되어 첫 번째 추적 검사
에서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16)이 있다고 판단되어 3개월 후 세포검

사 정상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 전환시까지 한의학 치료를 계
속하기로 하였다. 3개월이 경과한 2018년 6월 2일 세포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고 4개월 경과한 2018년 7월 7일 세포검사와 인
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모두 정상이며 경부확대경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한의학 치료를 종료하였다. 이후 9월 20일 대학
병원 추적검사에서 세포검사 정상,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 결과를 
얻었고, 10월 26일 경부확대경검사에서도 이상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증례 2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2016년 둘째 출산 후 자궁경부
암검사는 정상이었으나 2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자궁경부암검사
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인유두종바이러스 33형 35형 고위험군 감
염, 조직검사에서 CIN2으로 2019년 8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원추절
제술(LEEP)을 받았다. LEEP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뒤 2차 LEEP 예정 상태에서 2018년 8월 29일 본원 내원하
여 한의학 치료를 시작하였다. 내원시 갑상선 호르몬 복용 중이었
고 허증이 뚜렷하여 담소은탕에 鹿角膠를 가감하였다. 출혈은 2주
간 지속된 후 갈색분비물로 바뀌어 2주 더 나왔고 2018년 10월 
26일 경부확대경검사에서 수술 후 외경부 상피 일부가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40일 경과한 2018년 10월초 대
학병원 추적검사에서 자궁경부암검사 정상,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
러스 음성 결과를 받고 나서 환자는 한의학 치료 중단하기를 원하
였다. LEEP 후 열손상 때문에 자궁경부암검사가 위음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추적검사 때까지 치료를 계속하도록 권유하
였으나 120첩의 한약을 복용하는 3개월간 치료를 받고 중단하였다. 
2018년 12월 대학병원 세포검사 이상,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 조
직검사 정상으로 2차 수술은 하지 않았고 2019년 7월 세포검사 정
상,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의 결과를 받고 6개월 검사 스케줄로 전
환되었다(Fig. 3). CIN 치료 후 추적검사는 3-6개월 주기의 세포 
검사를 하며 HPV DNA 검사가 음성이고 2번 연속해서 세포검사에
서 음성으로 나올 때 정규 검진 스케줄로 돌아가도록 권장하고 있
으며23), 또 다른 보고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 HPV 검사
와 세포검사가 정상일 때 상피내종양이 자연 퇴행한 것으로 판정하
여 정규 검진으로 회귀 가능하다고 하였다12). 
    자궁경부상피는 편평상피세포(squamous cell)과 선세포
(glandular cell)로 이뤄져 있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에 의해 
편평상피세포에서는 편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 선세
포에서는 선암(adenocarcinoma)이 발생하기 쉽다. 증례 3과 4는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상피내병변과 함께 선침범 진단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선침범은 내경부 병변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자
궁경부 세포검사도 편평상피세포 이상과 선세포의 이상을 구분하
며, 선세포이상은 비정형선세포(AGC)로 분류하며 조직검사에서 선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24). 
    증례 3은 30대 초반, 결혼 2년차 여성으로 임신 계획 중이던 
2018년 8월 자궁경부암검사에서 비정형상피세포, HPV 16형 양성, 
2018년 8월 20일 조직검사에서 severe dysplasia with glandular 
involvement, p16(+), ki-67(+)으로 진단되어 2019년 8월 29일 원
추절제술(LEEP)을 실시하였고 LEEP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어서 
3개월 후 2차 수술 권유 받고 2018년 9월 5일 본원 내원하여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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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치료를 시작하였다. 면역세포화학조직검사 p16, ki-67은 일반조
직검사에 비해서 화생(metaplasia)과 이형성(dysplasia)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이형성 진단에 이용되는 검사법으로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생성된 유전자 단백질을 특수물질로 염색하여 병변이 침윤 정
도를 확인한다. p16은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인유두종바이
러스의 E7에 의해 세포주기가 활성화되어 계속 증식될 때 p16이 
증가하고, ki-67 항원은 세포주기의 G0, G1초기를 제외한 모든 세
포핵내에 존재하며 ki-67 지수가 높을수록 세포증식 속도가 빠르다
는 것을 의미하여 p16, ki-67 침윤 농도가 짙어질수록 침윤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25). 면역화학조직검사에서 p16과 ki-67 모두 양
성이며, 조직검사에서 선침범이 확인된 경우 내경부 병변 가능성 
때문에 병변을 깊게 절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 증례는 10
㎜미만 두께로 절단하였다. 병변을 평균보다 얇게 제거한 것은 수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자궁경관협착증, 자궁경관무력증, 조
산의 위험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병변을 확실하게 제거
하지 못하여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절제술 후 세포검사는 잔류병변의 믿을 만한 예측 인자이며 검
사에서 지속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침습적 병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26) 본 증례는 3개월 치료 후 추적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가 검출되었고, 고위험군 HPV가 양성이었다. 수술 후 세
포검사 이상과 고위험 HPV 지속 감염은 이형성증 재발의 주요 원
인이며 수술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2월 20
일 2차 절제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1개월 후 경부확대경검사에
서 수술 부위 회복을 확인하였고 2019년 4월 30일 대학병원 추적
검사에서 세포검사 정상,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 확인 후 
한의학 치료를 종료하였다. 본 증례는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자
궁경부협착 등의 수술 부작용 없이 한의학 치료 중 자연 임신이 되
었고 이후 맥도날드 수술 없이 12월 15일 출산을 앞두고 있음을 
2019년 11월 유선으로 확인하였다(Fig. 4). 
    모든 증례에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특
히 HPV 16형은 3례에서 양성이었다. HPV 16형 감염시 상피내병
변이 자발적으로 퇴행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하기 쉬
우며, 고등급 상피내병변일수록 HPV의 부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 되었다19,20,28).
    증례 4는 20대 후반 미혼 여성으로 2017년 자궁경부암검사 정
상, HPV 저위험군 양성이었고 1년 후 경부암검사 정상, HPV 16형
이 추가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2019년 추적 검사를 하였
다. 추적검사에서 비정형상피세포가 검출되었고 HPV 16형 뿐만 아
니라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HPV 70형이 확인되어 2019년 3
월 22일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CIN3 with glandular 
involvement 진단받고 1개월 이내 원추절제술(LEEP) 예정인 상태
에서 2019년 4월 6일 본원 내원하여 한의학 치료를 시작하였다. 
    HPV 자연사 연구에서 HPV 감염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증상이 
없고, 70%는 1년 이내에, 약 90%는 2년 이내에 소실된다고 하였
으나27) 증례 4는 1년 후 추적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자연 소실되지 
않고 오히려 고위험군 16형이 추가 감염되었다. 내원시 경부확대경
검사에서 transformation-zone에서 백색상피(acetowhite 
epithelium)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검사에서 선

(gland)을 침범한 CIN3 진단을 받았는데, 선침범은 심부에 다른 병
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IN1 진단에서도 원추절제술 등
의 절제술이 1차적으로 권고되기도 한다. 본 증례는 미혼으로 수술
을 원하지 않았지만 선침범 등 위험 요소 때문에 절제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어 한의학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였다. 한약과 침구치
료, 외치법을 실시하면서 2019년 4월 29일 ○○여성병원에서 
LEEP 시술을 받았고 LEEP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어서 2차 수
술이 필요하였다. 2019년 7월 6일 00여성병원에서 추적검사 후 재
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1년 후 추적검사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수
술 3개월 경과한 2019년 8월 HPV-DNA 음성 확인 후 한의학 치
료를 종료하였는데, LEEP 시술시 열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어 위음
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세포검사 및 
HPV 검사를 한 번 더 하지 않고 치료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아쉬
움이 남는다(Fig. 5).   
    한의학 고전에서는 陰戶病, 帶下, 癥痂 등의 부분에서 자궁경
부상피내종양을 다루고 있는데, 帶下症 치료에 있어서 한약 뿐 아
니라 座薰, 藥浴 藥栓 등과 같은 다양한 외치법이 활용되고 있다9). 
중국에서 중약재를 이용한 외치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Li29)는 白砒, 明礬, 雄黃, 沒藥을 이용한 자궁경부 소독법인 中藥
錐切療法으로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치료한다고 보고하였고, 二黃散
(雄黃, 黃連, 白礬, 氷片, 鉛粉)을 병변에 도포하는 방법 등이 중국
에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10). 본 증례에서도 경부보호제 (黃連, 
蛇床子, 龍膽草 煎湯液)를 질내 주입하여 질내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최근 세균성질염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에 대한 연구에서 세균 
감염이 자궁경부상피내종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는데30), 자
궁경부의 만성 염증 상태가 유전자 불안정성을 유발해 상피의 비정
상 증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터루킨-1(IL-1), 인터루킨
-6(IL-6), TNF-α 같은 염증매개산물의 작용과 대식세포 및 T-cell
의 역할이 중요하다31). 항염 효능의 경부보호제를 질내에 직접 주
입하는 외치법은 LEEP 수술 후 질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질내 정상
세균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질내 pH 측정 및 STD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LEEP 후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으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 절제술을 반복하거나 자궁적출술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세 전
후 젊은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이라면 반복되는 수술로 인해 자궁경
관협착증, 자궁경관무력증, 조산, 불임의 등 부작용과 수술을 하지 
않았다가 암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과 비수술 
치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한의학 치료는 잔존 병변 퇴행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소실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등으로 삶의 질 개
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증례에서 3명은 재수술 없이 한의학 치료로 LEEP 후 남아 
있던 병변이 소실되었고,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음성 전환은 4명 모
두에서 이루어졌다. 수술 후 재발의 주요 인자인 고위험군 인유두
종바이러스의 음성 전환은 의미 있는 결과라 사료 된다.
    본 증례를 통해 한의학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유
두종바이러스와 병변이 자연 퇴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계점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증례는 LEEP 시술 절단면 잔존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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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임상 치료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조군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서 자궁
경부상피내종양에 대한 한의학 임상 치료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
해 본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EP 시술 후 절단면에 병변이 잔존하여 2차 
수술 예정인 가임기 여성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를 실시
하여 3명은 재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고된 부작용 없이 4명 모두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 자궁경부 정상으로 회복되어 한의학 치료
의 유효성을 알 수 있었다. 수술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는 가임
기 여성에 대한 한의학 치료는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음성으로 전환
시켜 재발을 방지하며 2차 수술을 대신할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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