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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Reporting the Korean Medicine Treatment Infertility Support
Progra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21

Ye-Seul Yun, So-Mi Jeong, Seung-Jeong Yang, Seong-Hee Cho
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result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fertility support progra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21.

Methods: Participant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fertility support program
were provided Herbal medicine, acupuncture, pharmacopuncture and Counseling
for 3 months and followed up for 3 months after the treatments. The project was
carried out for 100 infertile women under the age of 42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f which 91 completed treatment until the end. Collected data
of 91 women containing pregnancy rate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reatments,
and satisfaction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Results: After the treatment, 23 out of 91 subjects were pregnant, two of whom
were miscarried, and 21 were maintained. The average age of pregnant women in
23 pregnant subjects was 33.8 years old, of which the average age of those who
maintained pregnancy was 32.4 years old, and the age of one miscarried person
was 39 years old. More than 85% of subject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in the satisfaction survey.

Conclusions: Based on this report, the clinica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infertility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and subsequent policies like support for men in the
futur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project and extension of the herbal medicine
trea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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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난임’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뜻 한다1).

최근에는 여성 나이 만 35세 이상일 때,

6개월을 기준으로 임신 되지 않을 때도

난임이라고 정의 한다2).

난임의 원인은 남성요인이 35%, 여성

요인이 40%, 그 외 부부 모두의 원인 혹

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25%이다. 여성 난

임의 가장 많은 원인은 배란부전이나 난

소 기능의 저하이며, 이 외의 원인으로

난관 기능 소실, 골반 질환 등이 있다3).

대한민국은 2020년 1월부터 출생아 수

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9월 이외의

모든 달에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7%

이상 감소하였으며, 1년 단위로는 최초

로 인구가 자연감소 되어 2021년 1월의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 -2,177명

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21)4).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추후 노동이 가

능한 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경

제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요인으로는 비혼

을 추구하는 젊은 연령층의 양성평등 가

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사교육비의 부담

등이 있으며5), 이와 함께 저출산의 요인

으로 꼽히는 것이 난임이다. 출산을 원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연령 고령화 혹은

다른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에 24.8세였던 이후, 2018년 평균 30.4세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이와 동

시에 통계청에 따른 평균 출산연령 또한

2018년 32.8세, 2019년 33.1세, 2020년 33.13

세로 지속적 증가를 보인다. 연령별 출산

율을 살펴보아도 2020년 합계출산율(단

위: 가임여성 1명당 명) 0.837 중 연령별

출산율(단위: 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 명당

명)은 20~24세 6.2, 25~29세 30.6, 30~34

세 78.9, 35~39세 42.3, 40~44세 7.1이다.

2015년의 합계출산율 1.239 및 연령별 출산

율 20~24세 12.5, 25~29세 63.1, 30~34세

116.7, 35~39세 48.3, 40~44세 5.6과 비교

하면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20~34세 출

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35~39

세 출산율은 증가하였고, 40~44세 출산

율은 감소 폭이 작았다7).

연령의 증가는 난소 기능의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혈청 속 항뮬러관호르몬

(Anti-Mullerian Hormone, AMH)는 여

성에서 난포의 성장을 반영하는 호르몬

으로, 가임기 여성에서 난소 예비력을 추

정하는 데 사용된다. AMH는 성인 여성

에서 연령에 따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므로8), 난임 치료 시 여성의 나이가 20

대일 때는 임신율을 40%까지도 예측하

나, 30대 초반부터 임신율의 감소 속도가

증가하며 30~35%, 30대 후반부터 40대

까지는 10% 미만으로 예측한다1).

우리나라의 난임 진단 및 진료인원은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었고, 2017년에는 21만여 명 수준

이며, 2019년에는 24만 명에 가까운 숫자

로 증가했다. 또한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

성은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19년 7만

92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9). 병원에서 난

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

또한 2019년 2만6649명, 2020년 2만9706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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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30.8세

로 2010년과 비교 시 각각 1.4세, 1.9세 늦

춰지며 난임 부부의 수도 해마다 누적되

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지

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참여한 100명을 대상

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어 이에 보

고하는 바이다.

Ⅱ. 본 론

2021년 광주광역시 한의 난임 사업은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 42세 이하 난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한약치

료 및 침구치료(주 1회 이상), 약침 치료,

수시 상담 및 경과 관찰 후, 경과 관찰 및

관리 기간 3개월 동안 2주 1회 이상의 침

구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 연구 대상

1) 선정기준

(1)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42세 이하

의 난임 여성(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2)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3) 임신에 필요한 부부생활 빈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

(4) 각종 검사 상 자연임신이 불가하

다고 진단되지 않은 자

(5) 마지막 보조생식술 시술 후 3개

월 이상 경과한 여성

(6)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분만 후 월경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7) 지정한 사업기간(6개월) 중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8)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과민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9) 부부 모두 본 난임 사업에 자의

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2) 제외기준

(1) 조기폐경,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 불가한 여성

(2) 도관장치폐쇄, 질로의 운반 장애,

희소정자증 등의 남성배우자의 불임으로

인한 경우

(3)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

과하지 않은 경우

(4) 전신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5) 내과 정신과적 요인, 약물력 등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6) 검사 상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인 자

(8)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자

3) 사업 진행 중 대상자 탈락 기준

(1)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2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한약

복용을 계속 중단한 경우

(3) 타당한 이유 없이 담당 한의사의

진료 및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진행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치료 지원 내용

1) 한약 치료(3개월)

(1) 한약 15일분씩 6회 투약(집중치료

기간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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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 침구 치료(집중치료 3개월, 이

후 경과관찰 및 관리 3개월)

(1) 집중치료 기간(3개월) : 주 1회

이상 침구치료를 병행하되, 임신이 확인

되면 중단한다.

(2) 경과관찰 및 관리 기간(3개월) :

집중치료 기간 이후에는 2주 1회 이상

침구치료를 하며 치료 후의 경과 관찰과

사후 관리를 한다.

3) 약침치료

(1) 집중치료기간 3개월간 주 1회 치

료, 임신 확인 시 중단한다.

4) 진단 및 상담

(1) 집중 치료 기간 중 내원 시 수시

상담 및 경과 관찰, 지도를 한다.

(2) 매월 마감일 후 각 지정 진료기

관은 치료중인 난임 환자의 경과를 점검

하고 광주시 한의사회에 경과에 대해 서

면 통보해야 한다.

3. 관찰항목

본 사업 참가 대상자들의 사전 설문지 및 임

상 병리 검사지(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BUN(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Albumin, Total Bilirubin, Total Protein,

Glucose 및 CBC 8종과 Routine Urine

10종을 포함한 혈액 검사), 진료 기록지,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을

제공받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의 연령 및

음주, 흡연 여부와 같은 일반적 특성과

결혼 기간, 난임 기간, 난임 치료 시술

경험, 부인과적 질환 등의 난임 관련 특

성을 수집하고, 임상 병리 검사지를 통

해 한약을 포함한 제반 한의학적 치료

전후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는 2021년 03월부터 10월까지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은 광주광역시 거주

하는 만 42세 이하 난임 여성 100명을 대

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참여율

총 100명의 대상자 중 9명은 중도 탈

락하였고, 총 91명이 난임 치료를 완료

하였다. 9명 중 1명은 타지역 이동과 같

은 개인 사유로 중도 탈락하였고, 2명은

한방 난임 사업 참여 도중 양방 난임 시

술로 변경, 4명은 연락 두절, 2명은 기타

사유로 중도 탈락하였다.

2. 임신 성공률

난임 치료를 완료한 91명의 최종 대상

자중 23명이 임신되었고 그중 2명이 유

산되었으며, 임신 유지 중인 인원은 21

명이었다. 한약 치료 3개월을 3주기로

나누어, 임신한 대상자들의 임신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1주기 3명, 2주

기 7명, 3주기 9명, 한약 종료 후 1주기

9명으로 확인되었다. 임신된 23건의 대

상자의 임신부 평균 나이는 33.8세였으

며, 이중 임신이 유지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2.4세, 유산된 대상자의 나이는

각각 만 31세, 만 39세였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연 령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30세



J Korean Obstet Gynecol Vol.35 No.2 May 2022

5

이상~35세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

고, 만 35세 이상~40세 미만이 3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후 만 40세 이상이

16명, 만 25세 이상~30세 미만이 4명이

었다.

(2) 배우자 연령

배우자(남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35세 이상~40세 미만이 44명으로 47.5%

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만

40세 이상이 24.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후 만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3.2%,

만 25세 이상~30세 미만이 5%를 차지

하였다.

(3) 체 형

BMI를 살펴본 결과 응답한 대상자 중

보통 체형이 49.3%로 가장 많았고, 경도

비만이 26.1%, 마른 체형이 17.4% 순으

로 많았다.

(4) 직업 유형

직업유무 및 직업 유형별 대상자를 살

펴본 결과, 직업은 사무직이 39.4%로 가

장 높았고, 주부 27.3%, 전문직 13.1%,

서비스직 11.1%의 순서를 나타냈다.

(5) 음주/흡연 여부

대상자 및 배우자의 음주와 흡연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Table 1).

Drinking
Non-

drinking
Smoking

Non-
smoking

Subject
(n*)

51 49 2 98

Spouse
(n*)

72 28 32 68

* n=number of people

Table 1. Drinking and Smoking of the
Subjects and Spouses

2) 난임 관련 특성

(1) 결혼 기간

난임 부부의 결혼 기간은 6년 이상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상~6년 미

만이 25%, 2년 미만이 22%, 2년 이상~4년

미만이 20%를 차지했다.

(2) 난임 기간

난임 기간별 분류를 보면 2년 미만이

48%로 가장 높았고, 2년 이상~4년 미만이

22%로 두 번째, 4년 이상~6년 미만이

16%로 세 번째였으며, 6년 이상이 13%

로 가장 낮았다.

(3) 월 부부생활 횟수

본 대상자들의 경우, 부부생활 횟수에

있어 월 3~4회가 32.7%, 월 5~6회가 24.5%,

월 2회 이하가 19.4%로 월 4회 이하로 관

계를 가지는 대상자가 50% 이상이었다.

(4) 임신, 출산력

난임 부부의 과거 임신, 출산력을 살

펴본 결과 임신, 출산 모두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46회로 가장 많았고, 자연

임신으로 출산한 경우가 33회로 두 번째

로 많았다. 자연 임신했으나 출산하지 못

한 경우는 17회였고, 난임 시술로 임신

한 경우는 4회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임신

유경험자들을 총 임신 횟수와 유산 횟

수, 출산 횟수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Table 2).

Number of times 1 2 3 4 5

Pregnancy (n*) 34 6 8 2 1

Inheritance (n*) 24 7 4 1 1

Child birth (n*) 33 2 0 0 0
* n=number of people

Table 2. Obstetric History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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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인과적 질환에 대한 과거력

본 난임 치료 대상자들의 부인과적 질

환에 대한 과거력을 조사한 결과(복수

선택) 난소 낭종 6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

15건, 자궁 근종 15건, 자궁내막증 3건,

자궁선근증 2건, 자궁내막유착 1건, 자궁

내막 폴립 8건, 자궁 외 임신 2건, 비정

상 자궁출혈 2건, 난관 유착 또는 폐색

11건, 냉대하, 생식기 염증 6건, 중복자궁

1건, 기형종 1건, 난관주변 유착 1건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인과적 과거력이 없는

경우도 49명이었다.

(6) 부인과적 수술 여부

본 난임 치료 대상자들의 부인과적 수

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음’이 57명으

로 가장 많았고, 소파 수술이 2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난소

낭종 수술 5명, 자궁 외 임신 수술 3명,

자궁내막증 수술, 자궁유착 박리술 각 2명,

그 외 복강경하 난소 기형종 절제술, 기

형종 제거술(복강경), 폴립제거 자궁경

수술, 내막 폴립절제술, 폴립 제거 수술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7) 검사 후 난임 진단 내역

본 난임 치료 대상자들의 검사 후 난

임 진단 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인불명

이 55건, 난관 이상 10건, 배란장애 9건,

자궁요인 8건, 난소기능 저하 8건 이었

으며, 배우자 요인 5건 외 검사받지 않은

13건과 응답 없음 2건이 있었다.

(8) 한, 양방 포함 난임 치료 경험

본 난임 치료 대상자들의 이전 난임

치료 경험 조사 결과(중복 가능) ‘없음’이

47%로 가장 많았고, 체외수정이 22%,

배란유도가 21%, 인공수정이 19%, 한방

치료가 16%였다.

(9) 구체적인 시술별 횟수

이전 난임 치료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시술별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배란

유도의 경우 1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2회는 3명, 3회는 6명이었다. 6회, 8회

는 각각 1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인공수

정의 경우 1회가 8명, 2회가 7명으로 2회

까지 시도한 경우가 많았고 3회는 4명,

그 이상은 없었다. 체외수정은 1회 9명,

2회 7명, 3회 5명이었으며 4회도 1명 있

었다.

(10) 남성 불임요인

대상자의 배우자인 남성의 불임요인

조사 결과 정상이 49%로 가장 높았고,

미검사가 25%, 정상형태 정자 부족이 23%

로 높은 편이었다. 정자운동성 부족이나

정자수 부족은 각각 5%, 1%로 적은 비

율을 차지했다. 미검사자는 25%였다.

4. 치 료

1) 변증별 분류

환자의 병력 청취, 이학적 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변증한 결과, 응답한 자들

중 肝鬱이 46.3%로 가장 많았고, 腎虛가

20.7%로 그 다음이었으며, 濕痰이 15.9%,

血虛가 12.2%였다.

2) 한약 처방

전체 대상자를 결과로 주로 사용된 처

방을 조사해본 결과, 調經種玉湯이 47회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排卵着床方

이 12회, 溫經湯(調經散)이 9회로 많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四象處方 8회, 八

物湯 6회, 毓麟珠 5회, 五積散, 歸脾湯,

附益地黃湯 각 4회, 導痰湯, 大營煎, 蒼

附導痰湯, 八珍湯加味方 각 2회로 사용

되었다.

그 외 기타 처방으로는 荊防瀉白散,

荊防敗毒散, 益胃升陽湯, 葛根調胃湯, 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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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調經種玉湯合玄附

理經湯, 大營煎 등이 사용되었다.

3) 침/뜸 치료

침 치료는 일반 침으로서 三陰交(SP6),

氣海(CV6), 紫宮(CV19), 關元(CV4), 曲

骨(CV2), 合谷(LI4), 足三里(ST36), 太

衝(LR3) 등에 시행되었고, 뜸 치료는 주

로 간접구가 사용되었는데 紫宮(CV19),

關元(CV4), 下脘(CV10) 등이 빈용되었다.

4) 내원 횟수

총 3개월간의 한의 난임 치료 지원 기

간 동안 치료 1, 2주기에 임신한 대상자

를 제외한 임신 성공 대상자의 평균 내

원 횟수는 약 16회였으며, 전체 100명 대

상에서 무응답 7건 및 개인사유로 사업

에서 중도 제외된 사례 6건 및 1, 2주기

임신 성공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의

평균 내원 횟수는 약 19회였다.

5. 만족도 조사

1) 한방 난임 치료 내용에 대한 만족

도 조사 시, 응답한 89명 중 48.3%에서

‘매우 만족’, 47.2%에서 ‘만족’, 4.5%에서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2) 한방 난임 치료 기간에 대한 만족

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38.2%,

‘만족한다’가 44.9%, ‘보통이다’가 13.5%,

‘그렇지 않다’가 2.2%, ‘전혀 그렇지 않

다’가 1.1% 응답하여 치료 기간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방 난임 치료 적정 기간 조사 결

과, 6개월이 55.1%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2%로 그 다음이었으며 이후 3개월 10.1%,

4개월 4.5%, 기타 1.1% 순이었다.

4) 향후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

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 68.5%, ‘그렇다’ 31.5%로 응답하

였다.

5) 한방 난임 치료 과정에서 가장 도

움이 된 치료를 조사한 결과, 한약 복용

이 79.8%, 침 치료가 7.9%, 약침 치료가

5.6%, 뜸 및 온열 치료가 5.6%, 상담이

1.1% 순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6) 한방 치료 후 전신 건강상태 개선

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가 57.3%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34.8%로

그 다음, ‘보통이다’가 7.9%였다.

7) 한방 치료 후 심리적, 정신적인 면

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54.5%, ‘매우 그렇다’가 33%,

‘보통이다’가 12.5%로 응답되었다.

8) 한방 치료 후 여성 기능(생리통, 월

경 상태, 성생활 등) 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52.8%,

‘매우 그렇다’가 28.1%, ‘보통이다’가 18%

순서로 응답되었다.

9)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한의약 진료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61.8%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

가 32.6%로 그 다음, ‘보통이다’가 4.5%,

‘그렇지 않다’가 1.1%였다.

10) 주변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

이나 친지에 대한 한의약 치료 추천 의

사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가 50.6%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41.6%로 두 번

째, ‘보통이다’가 7.9%로 세 번째를 차지

하였다.

11) 향후 한의학 치료 지원 사업에 대

한 참여 의향 조사 결과, ‘적극적 참여’가

57.3%, ‘참여’가 37.1%, ‘보통’이 5.6% 순

서로 많았다.

12) 사업기간 동안 불만족스러웠던 점

에 대한 조사 결과, 지정 의료기간 선택

의 제약이나 치료 기간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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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다.

13) 본 사업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한의학 치료만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한 아쉬움, 남성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 치료 기간 연장, 임신 후 관

리 지원, 규칙적 혈액 검사 등이 있었다.

Ⅳ. 고 찰

우리나라 난임 진단 및 진료 인원은

2010년 18만 5천 명에서 2014년 이후 매년

약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에는 여성 16만 명, 남성 8만 2천 명으로

총 24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과

대비하여 여성은 1.5배, 남성은 3.7배 증

가하였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1995

년 29세에서 2016년 32.4세로 고령화되었

고, 생식능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35세 이

상 여성의 출산 비율이 2012년 18.7%에

서 2017년 26%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만혼으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가 우리나

라 출산율 저하의 중요 요인 중 하나임

을 알 수 있다10).

광주광역시의 초혼 연령 변화를 살펴

보면 2010년 남성 31.66세, 여성 29.01세

에서 2019년 남성 33.48세, 여성 30.65세

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타 광역시에

비해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령대를

보였다. 평균 출산연령 또한 2010년 30.86세

에서 2018년 32.64세로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출생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14,392명을 정점

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7, 2018년도에는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11). 이로

인해 광주광역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확

대(2019년 난임 부부 시술비 총 2,180건

지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

황에서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이 가지는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11).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총 100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00명 중 91명이 치료를 완료

하였고, 91명 중 23명인 약 25.3%가 임신

하였으며, 2명은 유산되었고, 약 23%인

21명은 임신 유지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35세

이상~40세 미만이 38%, 만 40세 이상이

11%로 만 35세 이상이 50%가량 차지하

여 출산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난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시행

된 한방 난임 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통한 임상적 임

신율은 24.9%, 임신 유지율은 18.6%이다12).

이번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

율은 25.3%, 유지율은 23%로 이전 연구

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보

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체형이나 직

업, 음주와 흡연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불리한 조건이

적고, 난임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48%, 2년 이상~4년 미만이 22%로 확인

되어 임신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들의 부인과적 질환에 대한 과

거력을 조사한 결과(복수 선택)에 따르

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근종이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난관 유착 또는 폐색 11건, 자궁내막 폴

립 8건, 난소 낭종 6건, 생식기 염증 6건,

자궁내막증 3건, 자궁선근증 2건, 자궁

외 임신 2건, 비정상 자궁출혈 2건,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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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유착 1건, 냉대하, 중복자궁 1건, 기

형종 1건, 난관주변 유착 1건으로 응답

하였으며, 부인과적 과거력이 없는 경우

는 49명이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Polycystic Ovarian

Syndrome, PCOS)는 여성 불임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PCOS를

겪는 여성들의 AMH는 전동난포와 동난

포의 수 증가로 인해 건강한 여성에 비

해 2~3배가량 높은데, 미성숙한 난포의

수는 증가하나 배란을 위한 우성난포가

성숙하지 못하여 배란장애가 발생한다.

임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배란이 필요

하므로 PCOS와 같이 배란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의 경우 난임이 되기

쉽다. PCOS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개

입되지 않을 경우, 자궁내막 자극으로

인한 자궁내막 증식증 및 자궁내막암 위

험이 증가하며, 무배란성 난임의 원인이

된다. PCOS 환자에 대한 통합 의학 치

료의 효과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 따르면, 서양 의학 치료에 한약

주기 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임신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고, 비파열성

난포 증후군(Luteinized Unruptured Follicle

Syndrome, LUFS), 난소과자극증후군(Ovarian

Hyper Stimulation Syndrome, OHSS)의 부

작용 빈도가 낮아졌다13). 한의학계에서

또한 PCOS 관련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무월경 및 희발월경의 호전, 월

경주기 및 무배란 회복 등의 결과를 나

타낸 치험례들이 여러 번 보고되었다14).

자궁근종이 난임을 일으키는 기전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자궁근종은 크기

와 위치에 따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자궁근종은 자궁강 왜곡, 자궁 내막

과 근층으로의 혈류 공급 장애, 자궁 수

축성 증가, 호르몬과 paracrine(측분비물

질)의 변화, 자궁내막 수용성 및 유전자

발현의 저하 등의 여러 기전으로 임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15). 자궁근종 절제

술의 경우 출혈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

며, 수술 후 부작용으로 난관 이상, 골반

유착, 자궁내막증 등 불임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다. 임

신을 위해 한방치료를 받은 자궁근종 환

자 치험례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근

종절제술을 권유받거나 다발성 근종을

가진 환자들에서 한방 치료 후 근종 크

기의 감소 및 근종으로 인한 불편감 해

소,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였다16).

이번 연구에 따르면, 난임 환자들 중

난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인과적 질

환에 이환(예. 난관이상, 배란장애 등)되

었거나 수술을 한 경우(예. 소파술 등)

가 많았다. 한의 임상 진료에 있어 난임

의 기질적 원인을 검사 및 진단을 통해

파악 후 관련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

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사업 이전 난임 치료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배란유

도 등 양방 시술에 비해 한방치료 경험

이 부족했다. 35세 이상의 난임 여성은

고령이란 이유만으로도 고위험 임신 가

능성이 상승하는 가운데, 낮은 임신 성

공률로 인한 반복적인 시술은 건강 위험

요인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추후 지속적인

한방 난임 치료를 접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1).

남성 배우자의 불임 요인 조사에 따르

면, 정상이 약 50%이고, 정상형태 정자

부족이 23%로 높은 편이었는데, 그와 동

시에 미검사자가 25%인 것은 배우자의

협조가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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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임신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정

기적인 부부관계가 필요하다. 자연 임신

이 되기 위해서는 주 2회 정도의 부부관

계를 권장한다. 그러나 대개의 난임 부

부는 배란일 위주로만 부부관계를 가지

려고 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의

횟수가 감소한다3). 난임 치료 시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협조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한방 난임 치료 사업에서

남성 배우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적 변증 결과에 따르면, 肝鬱이

46.3%로 가장 많았다. 난임 변증 진료 현

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肝鬱은 흉민,

스트레스, 우울, 예민함, 짜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과 연관된다17). 현대인의 과도

한 스트레스 및 피로감이 난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역으로 난

임 여성의 삶의 질 연구에서와 같이 난

임으로 인한 우울 및 피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6). 난임 여성

들은 23%가 우울을, 59%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

울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발생한다. 치료

과정이 연장되거나 임신 실패로 끝났을

경우 이러한 증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

로 알려져 한방 난임 치료 시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또한 추후 중요하게 생각

되어야 할 것이다18).

변증 결과에 따르면, 腎虛가 2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腎虛는 35세 이상의

나이, 복냉, 과소월경, 성욕저하, 腰痠,

소변빈삭, 사지냉 등의 증상과 연관된다.

이는 출산 연령 고령화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혹은 허약성 체질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濕痰 또한 비교적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腎虛와 濕痰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한 결과는 난임 여성의 출산율

과 생활요인을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에

서 나이와 비만에 대한 개선 필요 여부

가 난임 여성의 2년 이내 출산을 유의하

게 예측한다(40세 이상의 여성에서 20대

여성 대비 임신율이 50% 감소했다. 비만

지수 27 kg/m2 이상인 집단에서 타 집단

에 비해 출산의 상대 위험도가 최고 3.1

배 상승했다.)는 논문의 결과와 흐름이

유사하다19). 결과적으로, 난임 부부의 경

우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나 치료를

통한 고령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치료

가 중요하며, 비만한 경우 체중관리의 필

요성이 있다.

본 사업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調經種

玉湯은 ≪東醫寶鑑≫에 수록된 처방으

로, 오랫동안 한방에서 부인의 생리불순

및 난임에 사용되어왔다. 調經의 기본방

인 四物湯類에 開鬱調經하고, 諸氣鬱滯

와 水升火降에 사용하는 交感丹(香附子,

白茯笭)을 합방하고 溫胞하는 乾薑 吳茱

萸 肉桂 艾葉과 活血去瘀止痛하는 玄胡

索 牧丹皮와 理氣하는 陳皮 玄胡索을 配

伍한 방제이다20). 益氣, 疏肝, 解鬱, 調經,

補血, 活血, 去瘀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

로 구성되어 주로 月經不調와 女性不任 등

에 사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調經

種玉湯은 난포 성숙과 배란에 유의한 효

과가 있었다21). 본 사업 대상자들을 변

증한 결과에 따르면 肝鬱이 주 변증으로

가장 많아 이에 적합함과 동시에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처방이라 사료된다.

두 번째 다용된 처방인 排卵着床方은

난임의 대표적 처방인 ≪景岳全書≫의

毓麟珠와 溫土毓麟珠, 그리고 安胎의 대

표적 처방인 ≪醫學衷中參西錄≫의 壽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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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을 모태로 한 임상 경험방이다. 이 처

방에 포함된 免絲子, 覆盆子는 補腎益精

하며, 山藥은 補腎健脾安胎하고, 人蔘은

健脾益氣安胎하며, 拘杞子는 腎精과 肝

血을 더욱 보해주며, 當歸는 養血安胎하

며, 蘇葉, 砂仁은 理氣安胎하고, 艾葉은

溫經散寒, 調經, 止血安胎하는 효과를 나

타낸다. 최종적으로 補腎健脾, 益氣養血,

安胎의 효능 효과로 난임 여성에게 활용

시 난포 성숙 및 배란촉진, 임신초기 황

체기 보강을 통한 착상보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2). 또한 실험 결과에서

排卵着床方은 자궁내막의 수용성을 개선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3). 排卵着床方은

調經種玉湯과 비교해 腎虛로 변증된 난임

환자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排卵着床方과 유사하게 많이 사용된

溫經湯은 한대 장중경의 ≪金匱要略≫에

최초로 수록된 처방으로 調經散이라고도

한다. 한의학적으로 여성은 본래 체질이

陽虛하여 寒邪에 상하기 쉽고, 生冷之物

을 과식하면 血이 凝滯不通하여 냉증이

쉽게 발생한다. 이는 단순 냉증의 불편

함이 아닌 陰陽, 氣血, 臟腑, 寒熱의 불균

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월경, 대하,

자연유산 등 생식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

기 쉽다24). 溫經湯은 부인이 아랫배가 차

고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것과 월

경과다와 월경이 잘 내조하지 않는 것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된 이래, 부인과 질

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난임 치료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東醫寶鑑≫에서도 溫經散寒,

養血去瘀調經하는 효능 효과로 월경을 고

르게 하는 대표적 처방으로 언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에게 한약처방

과 동시에 침 치료 및 뜸 치료를 주기적

으로 시행하였다. 2010년도 한의 난임 진

료지침에 따르면, 침 치료는 클로미펜에

비해 약간 열등하거나 유사한 배란율과

유의하게 높은 임신율을 보인다. 배란장

애로 인한 불임여성 120명에 대해 침구

치료를 진행한 시험군(n=60)과 클로미

펜을 복용한 대조군(n=60)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란율은 두 군에서 유사했지만,

임신율은 침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

으며(71.4% vs 51.9%. p<0.05), 유산율은

침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5.0% vs

21.4%. p<0.05. 침 치료 경혈 : 神闕(CV8),

中極(CV3), 關元(CV4), 紫宮(CV19) 足三里

(ST36), 三陰交(SP6). 구 : 神闕(CV8),

三陰交(SP6)) 현대적으로 침 치료는 자

궁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자궁의 운동성을

억제하며, 엔돌핀에 의한 교감신경 억제,

그리고 우울감, 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

감시키는 효과를 통해 난임 치료에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며, 보조생식술로

서도 임신율과 출생률 상승에 기여한다.

뜸 치료의 경우 한의학에서 골반의 혈류

순환 장애와 그로 인해 발생한 어혈, 냉

증 등이 난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온

열 치료의 일종으로서 냉증 개선 및 혈액

순환 활성화의 효과를 나타내어 난임 치

료에 활용한다25). 침과 뜸 치료는 원인불

명의 난임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혈류 순환 장애로 월경통, 냉증 등을

동반한 난임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

과를 살펴보면, 치료 내용 및 치료 후 전

신 건강 상태, 여성 기능(생리통, 월경

상태, 성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

으나 3개월이라는 치료 기간 및 지정 의

료기관 선택의 제약 등에 대한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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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대상자들은 또한 치료 기간 연장,

남성 배우자에 대한 치료 지원, 양 한방

협진 치료, 임신 후 관리 지원 등을 수정

보완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차후

한방 난임 치료 사업에서 개선될 사항들

로 고려되어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의 역

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진

행 과정에서 설문 항목의 부족함 및 치

료 과정의 기록 누락, 2차 검진의 안내

부족 등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일부 한의원들을 지정하여 실시

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약침, 뜸 치료 등

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사마다 개별적인

편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차후 사업부터는 설문 항목 보완과

환자 교육, 참여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 시행한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 혹은 일부 필수적인 치료법에 대한

중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1.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광주광

역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총 100명

난임 여성이 참여하였다. 이 중 9명은

중도 탈락하였고, 23명이 임신하였다.

그 중 2건이 유산되었고 21건은 임신

유지 중이다. 결과적으로 2021년 광주

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최종

임신율은 23%이고, 유산율은 2%이

며, 2020년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지

원사업의 최종 임신율은 21%, 유산율

은 4%였다.

2. 본 사업의 최종 목표가 임신 및 건강

한 생아 출산이지만 더불어 여성의

건강 상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 중요한 목표다. 생식 관련 지표 중

월경통의 개선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본 사업 참여 후

에 월경통증이 감소하였고 더불어 진

통제 복용량도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연도 사업부터는 삶의 질 관련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3. 한방 난임 사업은 자연 임신을 위해

부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원활한

자연임신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일

주일에 2회(월 평균 8회) 정도의 부

부관계를 권장한다. 그러나 난임 부부

는 월 2회 이하가 19.4%, 월 3-4회가

32.7%로서 약 52%에서 부부관계 빈

도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 만족도 설문 문항에서 또한

남성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요구사항

이 가장 많아 향후 한방 난임 임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의

적극 협조를 유도함과 더불어 생식능

력이 저하된 남성 배우자에 대한 한

의 치료 지원 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4. 2021년 난임 지원자들의 혼인 및 동거

의 평균 기간은 41개월이었으며, 난임

평균 기간이 32개월임을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환자 군

이 많았다. 즉 임신 가능성이 낮은 환

자들에게 3개월의 한약치료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도 치료 기간에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의 한약 치료 지원 사업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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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는 난임 여성들의 오랜

불임 기간에 비해 한방 치료 기간의

짧음에 대해 좀 더 장기간의 치료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년도부터는 한약치료기간의 연장을

적극 고려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한방 난임 치료

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 여성들이 만족

한다고 하였다. 특히 담당 한의사의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대해 많은 만족

감을 표하였는데, 이는 난임 부부들이

갖는 정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한의

사의 상담 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난임 치료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난

임 치료 사업 참여 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남성에

대한 지원(부부 모두 지원)이 4건으

로 치료 기간 연장과 유사하게 많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으며, 난임의 요인

에 남성 요인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난임에 대한 남성 의료적 지원

및 상담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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