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여성 비정상자궁출혈 치료
비정상 자궁출혈은 매우 흔한 부인과 증상입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데 출혈이 있는 여성의 경우 우선 진찰을 통해 출혈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인과 진찰 결과 질이나 자궁경부에서 시작된 출혈이 아니라면 자궁출혈로 생각해야 합니
다.
자궁출혈은 내과적 질환이나 기타 자궁의 병변 등 기질적 원인에 의한 출혈과 기능성 자궁출혈로
크게 나눕니다. 기능성 자궁출혈은 다른 질환이나 자궁의 기질적 병변이 없이 발생하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이르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 특히 사춘기 여성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자궁 출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기질적 원인이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기능성 자궁 출혈의 경우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분류:
기능성 자궁출혈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없이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파탄성 출
혈
B. 에스트로겐 혈중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 하는 에스트로겐 소퇴성 출혈
C. 에스트로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저용량 에스트로겐 파
탄성 출혈과 유사한 양상의 출혈이 야기되는 프로게스테론 파탄성 출혈
D.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의해 증식된 이후 프로게스테론의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프로게
스테론 소퇴성 출혈
2. 진단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능성 자궁
출혈은 병력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월경력, 자궁출혈 양상, 출혈과 동반된 통증 여부, 임신
의 증상 및 증세, 배란의 증상 및 증세, 출혈성 경향 여부, 전신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 등을 꼼
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력 청취 이후에는 신체 검사를 통하여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출혈
량을 평가하며 기타 신체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초음파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진단하는 데 있어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
니다. 그리고 환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임신반응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자궁경부질 세포진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의 검사가 환자의 상태
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확한 자궁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자궁조영술이나 자궁경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자궁내막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자궁내
막 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적 소파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3. 치료
A.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혈액응고인자가 모세혈관에서 섬유소 응고 형성하는 과정을 도우며, 출혈로 인해
박리된 자궁내막을 증식시켜 지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치료는 모든 종류의 부정기 자
궁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급성기 과다 출혈을 호소하는 여성에서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투여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 및 투여 방법을 결정합니다. 고
용량 에스트로겐 투여 이후에는 주기적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B. 프로게스토겐
프로게스토겐은 무배란성 자궁출혈에만 효과를 보이며 월경과다나 희발월경의 치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한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보이며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자궁내막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자궁내막증식증를 치료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을 경우
경구 제제를 투여하나 빠른 지혈 효과를 위해 주사제를 근육 주사 후 경구제제로 바꿀 수도 있습
니다.
C. 경구 피임제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함으로써 규칙적 월경 주기를 회복하고 월경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제는 무배란성 출혈을 호소하는 여성에서 가장 좋은 치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많은 여성의 경우 초기에 피임제를 하루 3-5알 고용량으로 복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합니다.
D. 레보노게스트렐 자궁내 장치
삽입 이후 20% 환자에서 무월경 상태에 다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월경 과다를 호소하
는 여성의 경우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과적 치료방법입니다.
E.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서 월경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호르몬
치료 방법에 비해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F. 수술적 치료 방법
위에서 언급한 내과적 치료들에 실패하였거나 내과적 치료가 금기인 경우 시행하며 자궁내 탐폰
법, 자궁내막소파술, 자궁내막소작술, 자궁동맥색전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궁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