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동맥 

색전술과 자궁동맥 결찰술의 임상적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정 연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동맥 

색전술과  자궁동맥 결찰술의 임상적 

효과

  지도교수 박 기 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1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정 연



김정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11월  일



                      감사의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와 정성으로 이끌어주신 박 

기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게 학문

적 자세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과 수없이 많은 부인과 수

술방법을 사랑과 인내로 알려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준비와 실험과정에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아끼

지 않으신 조 남훈 교수님, 오 상환 교수님과 산부인과학 

교실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격려와 사랑을 주신 부모님과 항상 

옆에서 지켜 보아준 사랑하는 아내, 딸 유경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 











- 1 -

국문 요약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동맥 색전술과 

  자궁동맥 결찰술의 임상적 효과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 20-40%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

이다. 이러한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자궁적출술, 자궁

근종 제거술과 호르몬투여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이는 수술의 위험성과 재발

의 확률이 높아 향후 임신을 원하거나 자궁보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아직

도 확실한 치료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자궁근종 환자에서의 새로운 치료법으로써 자궁

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1999년 1월부

터 2000년 10월까지 연세의료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총 40명의 자궁보존을 원

하는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23예에서는 자궁동맥 색전술, 17예에서는 복강

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실시한후 3개월, 6개월, 12개월후 초음파를 이용한 자

궁과 자궁근종의 부피변화를 추적관찰하 다.

자궁동맥 색전술에는 polyvinyl alcohol 또는 gelfoam을 사용하 고 자궁동맥 

결찰술은 요관 상방으로 지나는 양측 자궁동맥을 클립을 사용하여 결찰하 다.

시술 전후에 초음파로 자궁과 자궁근종의 부피를 측정하 고 증상의 경감과 

합병증을 조사, 분석하 으며 각각의 치료방법에 따른 환자군들의 자궁근종 조

직을 생검하여 치료 후 세포염증, 세포괴사와 세포자연사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각 시술의 치료기전을 밝히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한지 3개월 후에 자궁 및 자궁근종의 부피가 감소하

으나 3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자궁부피 감소 : 

29.6%, 자궁근종 부피 감소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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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한지 3개월 후에는 자궁 및 자궁근종의 부

피가 약간 감소하 으나 6개월 후에는 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었다.(자궁부피 감

소 : 34.6%, 자궁근종 부피 감소 :56.0%)

3. 자궁동맥 색전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은 발열 4명(23.8%), 복통 7명(30.4%), 

점상 질출혈 12명(52.2%)이었고 자궁동맥 결찰술 후에는 4명(23.5%)에서 점상 

질출혈을 호소하 다.

4. 치료후 생검한 자궁근종의 세포분석 결과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는 

주로 세포괴사의 소견을 보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군에

서는 세포 자연사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은 자궁보존을 원

하는 자궁근종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로 자궁동맥 색전술은 세포 괴

사의 소견을 보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은 세포 자연사와 연관이 있

다. 따라서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이 보다 생리적인 세포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기전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핵심되는 말 : 자궁근종, 자궁동맥 색전술,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세포 괴

사, 세포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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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동맥 색전술과

 자궁동맥 결찰술의 임상적 효과

                         <지도 박 기 현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정   연

 

                                I.   서  론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반 종양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35세 

이상의 여성 20-40%에서 발견된다.
1
 이러한 자궁 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이중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은 가장 전통적

이며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심하며 근종의 크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임신 12주 이상의 근종에서 이를 완치하기 위한 시술로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들로는 자궁근종의 상태에 따라 개복

하 전자궁 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이나 질식 자궁 적출술

(vaginal hysterectomy), 내시경보조하 질식 자궁 적출술(laparoscopic 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내시경을 이용한 전 자궁적출술(total laparoscopic 

hysterectomy)등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임신을 원하는 환자들이나 자궁보존을 강력히 원하는 환자들에

게는 자궁적출술대신 자궁근종 제거술이 선택적 치료로써 사용되어지며 개복

하 자궁근종 제거술이나, 자궁근종의 위치에 따라 복강경을 통한 자궁근종 제

거술(laparoscopic myomectomy),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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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teroscopic myomectomy)등이 이용되고 있다.

비록 반대되는 보고도 있지만2,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자궁근종 제거술, 특히 

많은 수의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데에는 출혈량의 증가, 수술시간의 증가, 통증, 

수술후 부작용, 그리고 긴 입원기간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1

특히 자궁근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20-25%의 환자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

여 수술도중 자궁적출술로 대치되기도 한다. 또한 향후 임신을 원하는 환자에

게서 근종의 위치가 자궁내막에 매우 근접하여 있거나 자궁근종이 자궁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궁근종 제거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궁근종 제거술 이외의 방법으로 호르몬 치료가 대두되었다. 

progesterone이나 GnRH-agonist등의 호르몬 치료는 매우 효과적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자궁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키지만 치료 중단 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근종크기로 환원된다.
1
 더구나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장시간 함에 따른 

골다공증, 폐경증상, 무월경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르몬 치료는 현재 수술

전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요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한들로 인하여 자궁근종은 수많은 월경과다(menorrhagia)나 만성 골

반통을 호소하는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아직도 치료방법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Heaston등이 1979년 산부인과적 출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맥색전술

(transarterial embolization)을 시도한 이래,3 색전술(embolization)은 출혈과 연

관된 산부인과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4 색전술은 또한 수술전 

사용하여 수술도중의 출혈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데에도 시도되었으며
5
 이의 

임상적 성공률은 86-100%라는 보고도 있다.4 Ravina등은 1991년 이 색전술을 

자궁동맥에 실시하여 증상이 심한 자궁근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하 다고 보고

하 으며,
6,7
 그후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궁동맥 색전술이 대두

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자궁동맥 색전술은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을 60-80%감

소시키며, 자궁근종의 크기를 40-50%줄인다고 보고하고 있다.8-11 그러나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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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색전술은 골반염증이나 심한 허혈성 통증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9
 

또한 자궁동맥 색전술 후 증상의 개선이나 자궁근종 크기 감소의 기전은 아직

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동맥폐쇄에 따른 조직의 괴사

(necrosis)라고만 알려져 있다.
1,9
 실제로 자궁동맥을 폐쇄하여도 난소동맥이나 

주변혈관의 신생으로 인한 자궁근종으로의 혈액공급이 가능하며 이것이 자궁

동맥 색전술후 치료 실패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으므로,12 좀 더 정확한 기전

을 밝혀 자궁동맥 색전술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궁동맥 색전술이 자궁근종으로 가는 혈액의 차단으로 인한 치료효과라면 

수술적 방법으로 자궁동맥을 결찰하는 것도 자궁근종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되

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Liu는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로 효과적으로 자궁근종을 치

료하 다고 보고하 다.13 이는 방사선을 이용한 자궁동맥 색전술 대신 동맥촬

과 시술후의 부작용을 줄이고,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이용한 자궁동맥의 결

찰로써, 이 방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세의대 부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미 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Liu 보다 많은 환자에게 시술하고 있고, 성공적인 증상의 개선과 

근종크기의 감소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도 그 치료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자궁동맥 색전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은 아직까지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욱더 이 

시술들의 치료기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세포들은 허혈(ischemia)이 발생하면 세포막이 손상되며,  초기의 세포막 손

상은 통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퇴화 시스템(degradative system)을 활성

화시켜 결국 세포자체가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세포사망을 곧 괴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괴사세포는 초기에는 허혈발생의 중심부에만 존재하는데 그 주변의 덜 치

명적이었던 허혈성 세포들이 혈액이 재공급되면 산소와 양물질을 함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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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것이 허혈성 세포들에게 ATP pool을 회복하게 하여 이 세포들도 추가

적으로 사망하게 된다(세포 자연사, apoptosis).14,15 즉 세포사망은 혈액의 재환

류(reperfusion)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16,17 그러나 이러한 학설에 반대하는 주

장도 많다. 즉 세포 자연사와 세포 괴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포 사망의 두가

지 형태이며, 이러한 두 형태의 세포사망은 세포가 허혈-저산소증

(ischemia-hypoxia), 재산소화(reoxygenation)의 상황에 노출되면 동시에 발생

할 수도 있으며, 허혈의 강도나 기간에 따라 세포사망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다고 하는 것이다.18

즉 좀 더 자연스러운 세포사망의 형태는 세포 자연사이지만, 초기허혈 자극이 

강력하면 세포는 세포 괴사에 의하여만 사망한다는 것이다.
19
 세포사망에 관한 

이러한 논쟁들은 아직 뚜렷한 결론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궁근종의 치료방법으로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

맥 결찰술의 기전을 이러한 세포사망의 관점에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궁근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으로 현재까지 시술되고 있

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큰 자궁근종 제거술이나 재발이 확실한 호르몬 치료

이외의 획기적인 자궁근종 치료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최근 새로운 자궁근종의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자궁

동맥뿐 아니라 난소동맥과 주위 혈관차단을 통한 치료효과를 비교하며, 이러한 

시술들로 인한 자궁근종의 확실한 치료기전을 밝혀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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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선정 

 1999년 1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연세의료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환자들중 초

음파 진단상 자궁근종으로 판명된 총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이 환자들중 23예에서는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 17예에서는 복강경하 자

궁동맥 결찰술을 시행하 다. 또한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중 3예에서 

시술후 6개월째에 자궁근종 조직을 채취하 으며(2예는 점막하 자궁근종의 자

발적 탈락, 1예는 복강경하 생검) 복강경하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중 

1예에서 수술후 6개월째에 복강경하 근종 생검으로 조직을 획득하 다.

또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아 개복하 자궁적출술이나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13예의 조직을 획득하여 비교군(control)으로 하 다. 이 조직들은 모두 -70°C

의 Deep freezer에 보관하 다.

조직표본은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한 상태로 조직학적 판정을 

위해 H-E 염색을 하 으며 이에 다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하여 자연사세포와 

염증반응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대상환자의 준비 및 처치

 외래에 내원하는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의 부피와 자궁

근종의 부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 자궁길이 × 자궁넓이 × 자궁두께 × 0.523. 33

또한 생리시 출혈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혈차트
32
를 배포하여 기재하도록 하

고 추후 이 출혈량을 점수로 환산하여 기록하 다. 또한 수술후에도 계속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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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 생리량을 기록하도록 하여 수술후 3,6,12개월에 점수로 환산하여 기록

하 다.32

환자들을 각각 자궁동맥 색전술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군으로 분류하여 

각 시술을 실시하 다.

가. 자궁동맥 색전술

 환자의 대퇴동맥 접근을 위하여 골반 동맥촬 (pelvic arteriography)을 실시

한다. 5-F, Levin-1 catheter(Cook, Bloomington, MA, USA)또는 4-F, C1 

Glidecath(Megatech/Boston Scientific, Watertown, MA, USA)를 이용하여 내

장골 동맥(internal iliac artery)의 앞 분지(anterior branch)로 카테터(catheter)

를 어넣는다. 이를 따라 자궁동맥까지 도자한 후, polyvinyl alcohol(PVA 

particle 500-700μm, Cook, MA, USA)이나 gelfoam을 이용하여 자궁동맥을 색

전한다.

나.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전신마취하에 환자의 배꼽 하방에 10mm 피부 절개를 한 후 CO2를 2.0 Liter 

주입한다.

그후 카메라가 설치된 scope을 삽입하고, 환자의 배꼽부위와 좌,우 anterior 

iliac spine의 중간부위에 각각 5mm로 피부절개를 한다. 그후 5mm atraumatic 

forcep을 이용하여 뇨관을 확인후, 뇨관 상방으로 주행하는 자궁동맥을 후복막 

절개후 조심스럽게 노출시킨다.

자궁동맥을 atraumatic forcep으로 들어올린후, clip을 이용하여 결찰한다.

또한 환자의 일부는 자궁으로 주행하는 난소동맥과 주위혈관의 소작

(coagulation)을 함께 실시하여 수술후 경과를 비교한다.

시술후 각 환자들의 부작용을 기록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투약으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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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 3개월 경과시 외래에 내원하여 초음파를 통한 자궁부피와 자궁근종의 

부피를 측정하고, 환자들의 임상증상을 문진을 통하여 분석한다.

출혈차트32에 환자들의 생리시 출혈량을 기록한다.

치료후 6개월, 12개월 경과시 다시 외래에 방문하여 상기과정을 반복, 기록한

다.

각 치료군의 치료후 자궁부피의 변화, 자궁근종 부피의 변화 및 환자들의 출혈

상태 변화, 임상증상의 개선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3. 채취한 조직의 분자 생물학적 분석방법

 조직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화학염색(immunocytochemical 

staining)을 통한 세포의 괴사현상을 관찰한다. 또한 세포 자연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TUNEL(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gigoxigenin nick end-labeling)을 시행한다.

조직을 절편하여 슬라이드에 부착하고 10분간 아세톤에 고정한다. proteinase 

K를 처리하고 1% H2O2를 이용하여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한다. 그후 

apoptosis detection kit(ApopTag:Oncor, Gaithersburg, MD, USA)를 이용하여 

TUNEL을 실시하고 DAB와 H2O2를 처리한다. counter staining으로 

hematocycline을 실시하고 dehydration과정을 거쳐 mounting 한후 세포 자연

사 지수(apoptotic index, AI)는 각 조직 배열에서 400배율 광학현미경 하에서 

모든 표피세포를 센 후에 백분율로 계산하여 양성과 음성으로 판독하 다.

또한 LCA(lekocyte common antigen)의 판독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여 양,

음성으로 판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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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학적 분석

 각각의 시술전 자궁 및 자궁근종의 부피와 시술후 3,6,12개월후 자궁 및 자궁

근종의 부피를 구한후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또한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차이를 검정하 으며 p-value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고, 양측 검정을 원칙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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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  과

1.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군들의 임상적 특성

 총 40예에서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는 23명,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

술을 받은 환자는 17명이었다.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중 13

예에서는 난소동맥과 주위의 기생혈관들을 소작하 으며, 4예에서는 자궁동맥

만 결찰하 다.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1.2 ± 2.0세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9.2 ± 3.3세 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주 증상은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월경과

다(37%), 불임(30%), 동통(69%) 이었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월경과다(98%), 동통(30%)이었다.

각 시술 6개월 경과후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의 95.6%에서 증상의 호

전이 있었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92%에서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

또한 부작용으로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발열(15%), 통증

(30%), 출혈(53.8%)이었고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출혈(20%)의 소견을 보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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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atients' characteristics.

 

       Uterine artery embolization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age        41.2±2.0(N=23)                     39.2±3.3(N=17)

 Sx.*        menorrhagia(37%)                  menorrhagia(98%)

              infertility(30%)                     pain(30%)

              pain(69%)             

 Sx. relief        95.6%                              92%

side effect     fever(15%)                          

              pain(30%)                         bleeding(20%)

              bleeding(53.8%)                        
*
 Sx. : symptom

2. 자궁동맥 색전술 시행후 자궁의 부피변화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총 23예에서 시술전 초음파상 자궁부피는 

212.01±21.1이었으며 시술 3개월후 자궁부피는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149.3±2.0으로 감소하 다(p=0.01). 또한 시술 6개월후에는 154.1±35.0으로 부피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시술 12개월후까지 추적관찰 

된 예는 2예로써, 통계에서 제외하 다(그림 1).

그림 1. Uterine volume change after uterine artery embolization.

      * Preop : preoperative

P r e o p * 3  m o n t h 6  m o n t h

2 1 2 . 0 1  ± 2 1 . 1

1 4 9 . 3  ± 2 . 0
( p = 0 . 0 1 )

1 5 4 . 1  ± 3 5 . 0

V o lu m e ( c m 3 )

1 0 0

2 0 0

3 0 0

4 0 0

m o n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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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시행후 자궁의 부피변화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받은 총 17예중 13예에서는 자궁동맥뿐만 

아니라 난소동맥에서 기시하는 주변혈관(collateral vessel)도 소작술을 이용하

여 차단하 고, 4예에서는 자궁동맥만 결찰하여 임상적으로 비교하 다.

자궁동맥과 함께 주변혈관도 결찰한 13예에서는 시술전 자궁부피 

224.48±191.94에서 시술 3개월후에 188.44±98.23으로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부

피감소를 보 으며(p=0.038), 시술 6개월후에는 146.83±74.00으로 역시 부피감

소를 보 다(p=0.05)(표 2).

또한 자궁동맥만 결찰한 4예에서는 시술전 자궁부피 160.92±27.28에서 시술 3

개월후 131.49±10.74로 부피가 감소하 으며 시술 6개월후에는 104.51±23.42로 

부피가 감소하 으나 모두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표 2).

표 2. Results of uterine artery ligation with or without collateral block.

  Time                                 Uterine volume(cm3)

 (months)  with block(n=13)  p-value   without block(n=4)   p-value***

 Preop.*       224.48±191.94                   160.92±27.28

 Postop.**3   188.44±98.23      0.038         131.49±10.74       0.139

 Postop. 6    146.83±74.00      0.050         104.51±23.42       0.435

 Postop. 12    157.56±56.38     0.216

 * Preop. : preoperaive

 
**
Postop. : posroperative

***
p<0.05 by independent 2-sided t-test from the value of pr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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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후 자궁근종의 

부피변화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총 23명의 환자들중 자궁근종의 경계가 명확하

여 시술후 12개월까지 초음파상으로 근종부피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환자들

은 총 10예 으며 이들의 평균 근종부피 감소율은 58.5% 다(그림 2).

 

그림 2. Fibroid volume change after uterine artery embolization.

또한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총 17명의 환자들중 자궁근종의 경계

가 명확하여 시술후 12개월까지 초음파상으로 근종부피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

던 환자들은 총 7예 으며 이들의 평균 근종부피 감소율은 56.0% 다(그림 3).

그림 3. Fibroid volume change after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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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혈차트에 의한 각 시술후 출혈량의 변화

 환자들의 시술전 출혈량을 차트
32
에 기재하여 점수로 환산하 다.

또한 각 시술 6개월후 출혈량을 차트에 기재하여 점수로 환산한 후 수술전과 

비교하 다.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총 23명의 평균 출혈량점수는 380.29 으며 시술후에

는 47.29로 87.6% 감소하 다. 또한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

중 주변혈관까지 소작한 13명에서의 수술전 평균 출혈량 점수는 146.75 으며 

시술후에는 43.5로 70.5% 감소하 다. 그리고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

았으나 주변혈관을 소작하지 않은 4명에서의 수술전 평균 출혈량 점수는 

267.25 으며 수술후에는 104.25로 60.9% 감소하 다(표 3).

표 3. Changes of bleeding chart scores.

                       Preop. score    Postop. score     Reduction rate

Collateral block            146.75           43.50             70.5%

No collateral block         267.25          104.25            60.9%

Ut*.artery embolization     380.29          47.29             87.6%

*Ut. : uterine

6. 치료받지 않은 자궁근종 조직의 apoptosis

 비교군으로 삼은 개복하 자궁적출술이나 자궁근종 제거술후 얻은 자궁근종의 

조직에서는, H-E염색에서는 cellularity 음성소견과 함께 다수의 자연사 세포가 

관찰되었다. LCA 양성을 보이는 염증성 세포침윤은 없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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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pression of apoptosis of untreated uterine myoma in TUNEL 

stain. The apoptotic cells show positive in this stain(ACE, x100).

* arrow ; The cell underlying apoptosis

7. 자궁동맥 색전술 6개월후 생검한 자궁근종 조직의 apoptosis

 자궁동맥 색전술 6개월후 생검으로 획득한 자궁근종의 조직에서는 자연사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LCA 양성 염증성 세포는 다수 관찰되었다(그림 5).

그림 5.  Expression of apoptosis of uterine myoma after uterine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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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lization in TUNEL stain. The apoptotic cells show negative in this 

stain(ACE, x400).

8.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6개월후 생검한 자궁근종 조직의 apoptosis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6개월후 생검으로 획득한 자궁근종의 조직에서 

자연사 세포가 소수 관찰되었으며 LCA 양성 염증세포도 다수 

관찰되었다(그림 6).

그림 6. Expression of apoptosis of uterine myoma after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in TUNEL stain. The apoptotic cells show trace 

in this stain(ACE, x40).

* arrow ; The cell underlying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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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 찰

 자궁근종은 여성 골반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으로써 하나의 자궁 평활

근세포의 유전자 변이, 성장인자의 이상, 외상에 대한 반응, 호르몬의 향등으

로 발생한다.
25
 또한 자궁근종은 주로 과다생리, 골반 동통등을 유발하며 한 개

의 자궁근종이 발생할 경우 또다른 자궁근종이 발생할 수 있다. 근종은 

25-50%의 여성에서 임상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며, 그의 치료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나, 현재까지 자궁적출술은 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중 하나

이다.

그러나 자궁적출술은 수술후 골반내의 해부학이 변하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자궁이 없는 것이 여성 상실이라는 환자의 인식이 자궁적출술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궁보전이 필요하거나 자궁보전을 강력히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자궁

근종 적출술이나 근붕괴술(myolysis)등의 방법이 있으나 수술 후 심한 골반 

유착을 초래할 수 있고, 수술후 근종의 재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법 또한 일시적인 근종 치료법으로써 호르몬치료 중단후 

근종의 크기가 다시 커지므로, 수술전 보조적 역할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은 자궁근종의 

치료법으로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뚜렷한 기전이 확립되

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시술들을 받은 환자의 장기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은 그 치료효과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방사선과적 카테터 삽입후의 동맥 색전술은 1960년대 말 악성종양이나 외상, 

방사선 조사후의 골반 출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된 이후20,21 다양한 

동맥의 결찰방법으로 소개되었으며 그중 자궁동맥 색전술은 1979년 산후 출혈

의 치료법으로 처음 등장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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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자궁동맥 색전술은 주로 산후 출혈이나 전자궁 적출술후의 출혈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자궁근종의 치료에 자궁동맥 색전술이 

이용된 것은 Lavina의 보고 이후로6, 그는 처음에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자궁근

종 제거술, 전자궁 적출술후의 부작용 치료 목적이나 수술전처치로 사용하다가 

자궁으로 가는 혈행의 차단자체가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수술의 필요가 없는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소개하 다.

그후로 많은 연구에서 자궁근종의 치료에 자궁동맥 색전술이 효과적이라고 하

으며 현재까지 자궁동맥 색전술은 증상이 심한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효과적

이며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궁동맥 색전술은 방사선과 의사나 방사선 기사의 도움없이는 불가능

하며 시술의 성공률은 90%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지만22,23 이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시술후 6-7%에서는 발열, 염증, 동통등의 부

작용이 발생하여 3일 내지 두달까지 다양한 기간동안 계속될 수 있다.
24

자궁동맥 색전술은 경험많은 방사선과 의사에 의하여는 30분 내지 40분에 시

술이 완료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45분에서 60분 정도의 시술시간이 소요된

다. 분당 방사선 조사량은 약 2rad 정도이며 이 시술로 인한 방사선 조사량은 

120rad로써 이는 난소 손상 가능 방사선 조사량인 400rad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비교적 안전하며 전신마취등의 위험이나 난소손상등의 심각한 부작용

이 없지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극심한 통증이나 발열등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과 부인과 의사가 아닌 방사선과의 도움이 있어야 하므로 대학병

원급 이상의 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궁은 자궁동맥과 난소동맥에 의해 풍부한 혈액공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혈관들은 다시 상행자궁동맥(ascending uterine artery), 궁형동맥(arcuate 

artery), 방사동맥(radial artery)등으로 나누어지며 혈행을 유지한다.

자궁근종이 발생할 경우 근종은 궁형동맥의 주변 또는 방사지(radial branch)

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며 이러한 궁형동맥은 다시 전, 후 분할(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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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ior division)로 나누어지며 자궁동맥 수상구조(uterine arterial tree)를 형

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주요 혈관 이외에도 또다른 자궁, 난소, 골반분지

(uterine, ovarian, pelvic branch)들로 부터도 혈액을 공급받게 되므로 매우 복

잡한 혈관구조를 갖게 된다. 양쪽 자궁동맥을 결찰할 경우 난소동맥에 의한 여

러 분지들과 연결동맥(communicating artery)에서 자궁으로 혈행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 양은 자궁동맥보다는 매우 작다.

따라서 초기 자궁동맥 결찰시 환자들은 극심한 허혈성 통증이 발생하며 이 통

증이 경미한 환자들은 난소동맥으로 부터의 혈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이

므로 오히려 자궁근종의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도 있다.26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자궁동맥 색전술의 실패원인중 난소동맥으로부터 기

원하는 연결, 측부혈관(communicating, collateral vessel)들의 차단 불가가  주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6

  자궁동맥 색전술이 자궁근종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또한 자궁동맥차단이 자

궁근종의 크기를 줄인다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도 이와 유사한 치

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

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주로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주축으로 몇몇 기관에서 임

상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은 방사선과의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부인과 

의사가 주축이 되는 시술이며 현재 부인과 수술의 많은 부분이 복강경을 이용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에 관한 임상적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복강경 전문 부인과 의사가 필요하며 

자궁동맥의 정확한 발견과 동맥결찰의 확실한 수술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자궁동맥 결찰시 약간의 실수가 심각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개복도 시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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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자궁동맥의 발견과는 달리 복강경으로 자궁동맥의 정확한 위

치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또한 발견한 동맥이 자궁동맥의 어느 부위인가를 정

확히 판단하기도 난해하다. 그리고 동맥을 심각한 출혈없이 안전하게 결찰하는 

방법의 정립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자궁동맥을 

atraumatic forcep으로 잡기전에 충분한 박리후 동맥을 완전히 노출하여 정확

한 해부학적 판단하에 비교적 안전한 클립을 이용하여 근위, 원위부에 각각 두 

개씩 결찰하고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다.

또한 난소동맥으로 부터의 연결, 측부혈관 차단(communicating, collateral 

block)도 bipolar 소작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에 비하여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세포사망에는 세포 괴사와 세포 자연사가 있다.

즉 자궁동맥을 결찰함으로써 자궁으로 가는 혈행을 차단하여 자궁근종의 세포

가 사망하는 기전은 괴사와 자연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적 소견으로 세포 자연사의 경우는 조각난 핵, 응축된 염색질 및 세포

질, 그리고 TUNEL 염색시 apoptotic bodies의 관찰로 요약되며, 세포 괴사의 

현미경적 특징은 느슨한 세포질, 미토콘드리아의 부종소견, 세포막의 손실등이

다.

세포 손상은 저산소증때와 재산소화후에 주로 일어난다.29

몇몇 예에서 세포손상의 정도는 저산소증이 오랜기간 지속되는 것 보다는 급

성으로 저산소증이 온후 다시 재관류(reperfusion) 될 때에 더욱 심하다는 것

이 밝혀져 있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세포사망의 주 원인은 세포 자연사이지만 급성 허혈일 경

우는 세포괴사의 소견이 더욱 많다.  

세포 자연사가 좀 더 생리적으로 가까운 세포의 사망 기전으로써, 조직적인 세

포사망의 과정을 갖고 있다.
30
 Caenorhaditis elegans ced-3에 암호화된 

cysteine protease와 CPP32/Yama(caspase-3, apopain)이 세포 자연사를 조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면에 proto-oncogene인 bcl-2는 세포 자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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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정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1997년 Yutaka등은30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방해하는 과정과 당분해작용

(glycolysis)을 통해 화학적 저산소증을 유발한 세포에서 괴사성 세포사망을 

관찰하 지만, Fas/Apo-1과 tumor necrosis factor, DNA-damaging reagents, 

Ca2+ ionophore등으로 동일 세포를 자극하면 이 세포는 세포자연사의 과정을 

다시 겪게됨을 알게되었다.

즉 같은 세포에서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세포 괴사와 세포 자연사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괴사와 세포 자연사의 가장 확실한 생리적 과

정상의 차이점은 세포내의 ATP level이며, 이것은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괴사 

세포에서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세포 자연사를 겪는 세포에서는 감소하지 

않는다. 즉 세포에서 ATP level을 증가하는 과정이 발생하면 세포 자연사에 

의한 세포 사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세포 자연사는 세포핵 내의 형태변화가 특징적이므로 세포 자연사의 신호는 

세포질에서 세포핵쪽으로 전달되며 이 신호는 세포내의 ATP level이 중요한 

요인으로 관여한다.

생체내 동일한 종양에서 세포 자연사와 세포 괴사가 섞어있을 수 있으며 혈행

이 제한된 부위에서는 불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의 빠른 소비로 인하여 세포내

의 ATP level이 빠르게 소진되며 이것은 세포 자연사를 방해하며 세포 괴사

를 유발하여 세포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포내 ATP level은 세포 자연

사와 세포 괴사를 구분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포내의 ATP level은 재산소화로 인한 산소공급으로 생기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포의 재산소화가 발생하면 세포 괴사보다는 세포 자연사가 관찰되는 

것이다.

재산소화에 의한 세포 자연사의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포의 저산소증/

재산소화)기간 동안 Fas ligand의 발현으로 인하여 pro-IL-1β가 활성화되며, 

이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1β를 성숙시켜 결국 허혈성 손상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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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되며 또한 조직의 재관류동안 oxygen free radical의 독성효과(toxic 

effect)로 세포가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산소증/재산소화로 인한 미토콘드

리아의 손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내측막의 투과장애와 미토콘드리아내의 

apoptogenic factor(BAX)분비로 인한 세포사망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대조군인 자궁근종 세포에서는 세포 자연사가 다수 관찰되었

다. 세포 자연사는 정상세포나 종양세포에서 공히 관찰되는 세포사망의 형태로

써 정상세포에서는 주로 난소나 자궁근, 자궁내막, 융모막등에서 관찰되며 주

기적으로 자연사 세포의 숫자가 변화한다. 즉 자궁내막을 예로 들면 분비기에

서는 자연사 세포가 증가하며, 월경기간중이나 증식기에서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궁근종등의 종양세포에서는 종양세포 증식인자(Ki-67 antigen, 

PCNA)와 자연사 세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의 균형이 예후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연사 세포가 많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중 어떠한 것이 

더 예후에 좋은지는 일정치 않으며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자궁내막암이나 자궁경부암등에서는 자연사 세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예후를 나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anti-apoptotic factor인 bcl-2가 관

찰되면 방사선치료후 5년 생존률의 향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전립선암, 

비호치킨성 임프종등은 자연사 세포가 증가하면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실험과 같이 자궁근종에서 자연사 세포가 많이 보이는 것과 자궁

근종의 추후 예후와는 관계가 분명치 않으며 다만 근종자체는 자연사 세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예상한 대로 방사선적 자궁동맥 색전술후에는 세포 괴사가 관찰되었다. 이는 

자궁동맥의 방사선적 색전술이 자궁근종내의 급성 허혈을 초래한다는 것이며 

이번 실험의 조직은 자궁동맥 색전술후 3개월과 6개월후의 조직이므로, 적어도 

6개월까지는 이러한 급성 허혈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궁동맥 색전술의 조직에서는 세포 자연사 음성 소견이었다. 이는 곧 방사선

적으로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면 자궁근종내의 급속한 허혈이 발생하며 적



- 24 -

어도 세포의 재산소화는 6개월동안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23

명의 대상환자들중 30.4%인 7명이 심한 시술후 통증을 보인 반면 나머지 환자

들도 경미하지만 복통을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자궁동맥 색전술은 확실한 동

맥 폐쇄를 이루어내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문제는 자궁동맥이외의 난소동맥등으로부터 생길수 있는 부수적인 혈행재개가 

얼마만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혈행재개가 과연 자궁근종의 재발을 초래

하는지, 아니면 세포자연사에 관여하여 좀더 생리적인 세포사망을 유발하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궁동맥 색전술후 3개월만에 통계적으로 의

의있게 자궁의 부피가 29.6%, 근종의 부피가 58.5% 감소하 으며 이 상태가 6

개월후에도 지속되었지만 더 이상의 부피감소는 추후 추적관찰에서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자궁동맥 색전술후 그 효과는 시술후 3개월째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며 더 이상의 부피감소는 6개월, 12개월후에도 일어나지는 않고, 또한 

부피가 다시 증가한 치료실패의 예도 없었다.

이는 자궁동맥 색전술후의 혈행재개로 인한 자궁근종 재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궁동맥을 색전한 이후로 자궁근종내의 어떠한 에너지 공급도 없었다

고 할 수 있다.

Nikolic등은26 자궁동맥 색전술후의 치료실패나 자궁근종 재발은 난소동맥으로

부터의 혈행재개가 원인이 되며 적어도 자궁동맥 색전술 전에 동맥촬 을 실

시하여 종양으로의 혈행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혈행재개가 곧 

치료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혈행재개를 초래하는 기생혈관들이나 신생혈관들

의 임상적 중요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하 다.

따라서 아마도 세포의 재산소화에 의한 ATP level 상승으로 인한 세포 자연

사의 과정은 자궁동맥 색전술 이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

기한 재산소화라는 과정이 난소동맥이나 기생혈관들로 인한 혈행재개로 일어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궁동맥 색전술로 인한 자궁근종 치료의 기전은 급격한 허혈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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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종세포의 괴사때문이며 이 시술후 적어도 6개월동안은 어떠한 재산소화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난소동맥과 기생혈관으로 인한 혈행재

개가 원인이 되는 치료실패나 근종재발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한 총 17명의 환자들중 난소동맥에

서 기원하는 주변혈관 차단을 시행한 경우는 13예,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4예

다.

예상한 대로, 기생혈관들을 bipolar 소작을 이용하여 소작한 경우에서 좀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보 으며, 전체적으로는 34.6%의 자궁부피 감소와 56.0%의 

근종 부피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의 경우 

수술후의 조직을 얻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1예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후 6개월째에 이차 복강경을 실시, 근종조직을 생검할 수 있었다. 이 

결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후 6개월째에 자연사 세포 trace소견을 

보 다.

이는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후의 결과와는 다른 소견으로써, 적어도 자연

사 세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후

의 근종조직에서는 세포 괴사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포 자연사 소견

이 보 다는 것으로써, 그 기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세포 사망의 가설에서 괴사와 자연사가 동시에 발생하는지, 또는 괴

사후 세포의 재산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 세포들이 자연사 세포가 되는지는 확

실치 않지만, 이번 실험 결과에서는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 을 때, 괴사소견

은 없었으며, 자연사의 소견을 나타낸 점으로 보아,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시는 적어도 수술후 6개월까지 자궁근종 세포로의 재산소화가 이루어졌다

는 것, 이것이 세포 자연사를 유발하 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자궁동

맥 색전술의 결과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 다.

임상적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 3개월후에는 

16.3%의 자궁부피감소, 6개월후에는 34.6%의 자궁부피감소를 보여 지속적인 

자궁부피 감소를 나타낸 반면 자궁동맥 색전술시에는 3개월후 29.6%의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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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자궁부피감소를 보인후 6개월후에는 자궁부피의 감소가 없었던 것

으로 보아, 세포 자연사의 소견시 보이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세포사망이 복

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궁동맥을 결찰하게 되면 역시 초기 허혈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

 허혈이 된 세포는 여러 가지 chemokine과 adhesion molecule을 생성하게 되

며 이것이 염증반응을 초래하게 된다.29 

이번 실험에서 보이듯이,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

에서 모두 LCA에 양성반응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시술 모두에서 세

포허혈로 인한 염증반응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시술 모두 동맥의 혈액차단으로 인한 초기 허혈상태가 24시간 지속

되면서 세포사망의 단계를 따라 자궁근종과 자궁의 부피변화를 초래하게 되었

다는 것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세포 자연사가 발생하기 위하여 허혈로 인한 저산소증후 세포의 재산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난소동맥이나 기생혈관들로 인한 혈행재개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치료실패나 근종의 재발이 이러한 혈행재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많다.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시 13예에서 주변혈관 차단을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난소동맥에서 기원하는 명확한 혈행재개가 세포 자연사를 초

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점은 초기 허혈상태가 매우 급속하며 이것이 오랜기간 지속되면 세포 

괴사소견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사선을 이용한 자궁동맥 

색전술시 대퇴동맥을 통한 카테터 삽입과정시부터 이미 세포의 허혈은 시작되

다가 카테터가 자궁동맥부위에 이르게 되면 카테터 직경만으로도 자궁동맥으

로 가는 혈행이 감소하게 된다.
31

그후 polyvinyl alcohol이나 gelfoam을 주입할 때 세포는 급작스러우면서도 강

력한 허혈상태가 되며 또한 색전물질들의 particle size(350-500μ)도 허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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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에 향을 준다.
31 
이러한 급작스러우면서도 강력한 허혈상태는 시술후 

환자들의 통증정도와도 연관된다. 이번 실험에서도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

술후 30%의 환자들이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한 반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

맥 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은 심한 통증호소는 없었다.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에 비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시에

는 매우 급작스럽고 과격한 허혈은 덜 한 것으로 보인다.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동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궁동맥의 맥동을 보기위

하여 forcep등으로 동맥부위를 건드리는 과정, 그리고 자궁동맥을 노출하기 위

하여 주위조직을 박리해가는 과정, 자궁동맥을 노출한 후 클립을 이용하기 위

하여 동맥의 루프부위로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등에서 이미 자궁동맥과 자궁근

종 세포는 허혈에 대한 느리면서도 점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수술시 자궁동맥을 발견하고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궁자체의 수축현상

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한쪽 자궁동맥을 결찰한후 반대편 자궁동맥을 또다시 발

견하기 위하여 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느리고 점진적인 세포허혈이 시작되

며 서서히 자궁색상의 변화가 전개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두 시술의 뚜렷한 차이는,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이 매우 급작스러우

면서도 강력한 초기허혈상태가 초래되는 반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

술에서는 훨씬 느리고도 점진적인 세포허혈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허혈과 함께 세포의 재산소화과정을 겪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자

연사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시에 관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포의 재산소화과정이 난소동맥과 같은 명확한 혈관들에 의한 혈행재개와는 

관련이 없다면 이는 허혈과 함께 서서히 진행되는 미세한 혈행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수술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궁동맥 결찰과정동안 자궁근종으로 가

는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나 아직까지 알 수 없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획득한 근종세포가 ATP pool을 회복하여 양쪽 자궁동맥이 모두 결찰되는 순

간 허혈과 함께 이미 세포 자연사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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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는 방사선과적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

술의 임상적 효과 비교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두 

시술을 함께 실시하여 비교한 논문은 없다. 

또한 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좀처럼 얻기 힘든 조직들을 획득하여 괴사와 

자연사소견을 알아보고자 하 다.

그러나 좀더 많은 예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좀더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방법(BAX, Bcl-2, Ki-67 antigen등)을 이용하지 못한점등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최대 12개월까지의 임상추적관찰을 더욱 늘려서 장기적인 결과를 산출하

여야 할 것이다.

추후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의 비교와 그 기전

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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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자궁을 보존하면서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

용한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여 각 시술의 임

상적 효과와 그 치료기전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총 40명의 자궁근종 환자중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는 23예,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는 17예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17예중 

난소동맥에서 기시하는 주변혈관을 함께 소작한 경우가 13예, 소작하지 않은 

경우가 4예 다.

또한 각 시술전 자궁 및 자궁근종의 부피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시술 3,6,12개월후 자궁 및 자궁근종의 부피변화를 측정하 다.

그리고 출혈차트를 이용하여 각 시술전의 출혈량과 시술 6개월후 출혈량을 기

록하 다.

각 시술 6개월후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자궁근종 조직을 생검하여, 치료받지 않은 자궁근종 조직과 함께 

H-E염색과 면역화학염색을 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41.2세 고 이들의 주증상은 

월경과다, 불임, 동통이었다.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은후 95.6%의 환자들이 상

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 으며 시술후 발열, 통증, 출혈을 보 다. 또한 복

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39.2세 으며 이들의 주

증상은 월경과다, 동통이었다.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92%의 환

자들이 상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 으며 수술후 출혈의 소견을 보 다.



- 30 -

2.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후 3개월까지는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자궁부피의 

감소를 보 으나 6개월 및 12개월후의 자궁부피 변화는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

다.

3.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시행후 3개월까지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자궁부

피의 감소를 보 으며 6개월에도 지속적인 자궁부피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

러나 수술 12개월째는 6개월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난소동맥에서 

기시하는 주변혈관들을 소작하지 않은 경우는 자궁부피의 변화가 의의있게 일

어나지 않았다.

4. 자궁동맥 색전술후의 자궁근종 부피는 58.5% 감소하 으며 복강경하 자궁

동맥 결찰술후 자궁근종 부피는 56.0% 감소하 다.

5. 자궁동맥 색전술후의 출혈량은 87.6% 감소하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

찰과 난소동맥에서 기시하는 주변혈관들을 소작한 경우 출혈량이 70.5% 감소

하 고, 소작하지 않은 경우는 출혈량이 60.9% 감소하 다.

6. H-E 염색과 면역화학염색결과 자궁동맥 색전술 후의 자궁근종에서는 세포 

괴사와 염증소견을 보 으며,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후의 자궁근종에서는 

세포 자연사 소견 및 염증소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이 좀더 생리적인 세포 사망의 단계를 밟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서히 지속적인 자궁크기의 감소가 관찰된 임상적 소

견과도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궁동맥 색전술과 복강경하 자궁동맥 결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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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궁보존을 원하는 자궁근종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로 세포 괴사 

및 세포 자연사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복강경하 자궁동맥 색전술은 보다 점진

적이고 계속적인 자궁부피의 감소를 가져오며 좀 더 생리적인 세포사망의 기

전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기전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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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effects of uterine artery embolization 

and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as a new treatment 

of uterine myoma.

                             Jeong Yeo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 Hyun Park)

In cases where the uterus has to be saved for further fertility of the 

general condition of the patient, only conservative treatment was availabl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and uterine artery embolization on a uterine myoma. Of the 40 

with uterine myoma, 23 undertook uterine artery embolization and 17 

undertook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Polyvinyl alcohol of gelfoam 

were used in uterine artery embolization. In the procedure of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bilateral ureters were first identified, and using the 

Harmonic Scarpel the peritoneum were resected, bilateral uterine arteries 

were ligated using clips above the ureters. Changes in symptoms and 

complications were analyzed after the procedures. The uterine volume was 

reduced 3 months after uterine artery embolization, but thereaft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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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contrast to the uterine artery 

embolization, the uterine volumes were only slightly reduced 3 months after 

the procedure, and gradually reduced 6 months after in cases of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The average reduction was about 

58.5%.

After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20% complained about vaginal 

spotting. The mechanism of volume reduction was being studied using 

specimens obtained from biopsy after each procedures. According to those 

treatment results, the  lapa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may result in 

physiologic cell death, whereas   the uterine artery embolization may result 

in cell necrosis. In conclusion, uterine artery embolization and lap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are both effective in relieving symptoms caused by 

uterine myoma that could replace hysterectomy or myomectomy. 

Key Words : uterine myoma, uterine artery embolization, laproscopic uterine 

artery ligation, apoptosis,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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