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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궁근종' 질환 치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자궁근종‘ 질환의

발생 원인과 주요 증상, 진단 및 검사기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자궁근종’ 질환의 발생 원인

-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 근종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이다.

여러 원인 인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 ‘자궁근종’ 질환의 주요 증상

-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자궁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현되는 증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생리

과다, 생리통, 골반통, 빈뇨 및 복부에서 촉지되는 종괴 등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자궁근종’ 질환의 진단과 검사기법 

- 근래에는 촉진 보다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자궁 근종을

진단하게 된다.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와 질 초음파가 있는데, 자궁

근종의 크기 및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질 초음파를 진행하게 된다.

- 단, 성 경험이 없거나 통증 등의 이유로 질 초음파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광을 채워서 복부 초음파를 진행할 수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지 않아 산모 진료에도 이용되는 바, 자궁근종 크기의

추적 관찰을 위해 반복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하여도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자궁근종’ 질환의 치료(수술)법

- 자궁근종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발현되는 임상 증상 및 가임력 

보존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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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 약물치료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 호르몬과 관련된 약제가 주사 

또는 복용 제제로 투여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자궁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약물이 투여되는 시간 동

안 크기를 줄이거나 임상 양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 약물치료의 경우 약물 투여 이후 자궁근종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약물치료 중 폐경 여성이 겪는 안면홍조, 무력감, 불면 및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치료 전 약물치료의 장

단점을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

-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 절제술과 전자궁 적출술 방법이 있다.

자궁근종 절제술이란 자궁근종만을 제거하여 자궁 자체는 보존하는

수술이다. 향후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진행되는 수술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자궁근종이 다시 재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자궁근종’ 질환의 예방법 

- 자궁근종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자궁근종은 예방하기보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자궁근종’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 

-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소실된다는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궁근종을 방치하여

그 크기가 계속 커질 경우 자궁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을 눌러

소대변 보기가 어려워지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렇게 크기가 큰 자궁근종은 방광과 직장에 유착되는 경우가 많은

데, 유착박리는 수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을 유

발하기도 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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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근종' 질환 연령대별 진료형태별 진료실인원 현황
(단위: 명)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2020년은 202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343,107 370,251 393,303 431,988 514,780

29세 

이하
8,296 9,304 9,755 10,414 13,421

30대 58,285 62,971 67,270 70,788 82,232

40대 153,275 162,247 165,792 175,181 192,905

50대 99,369 107,921 117,653 133,227 165,415

60세 

이상
23,882 27,808 32,833 42,378 60,807

입원

계 52,100 54,724 55,252 55,885 56,850

29세 

이하
1,388 1,557 1,679 1,676 1,965

30대 10,168 10,446 10,938 10,872 11,342

40대 29,600 30,860 30,188 29,841 29,299

50대 9,716 10,445 10,809 11,580 12,033

60세 

이상
1,228 1,416 1,638 1,916 2,211

외래

계 336,858 364,071 386,744 425,316 508,297

29세 

이하
8,103 9,096 9,541 10,195 13,182

30대 57,125 61,958 66,099 69,633 81,153

40대 150,003 159,057 162,441 171,965 189,846

50대 98,050 106,505 116,225 131,600 163,822

60세 

이상
23,577 27,455 32,438 41,923 6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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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궁근종' 질환 연령대별 / 진료형태별 인구 1천 명당 현황
(단위: 명)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2020년은 202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산출공식: 인구 1천 명당 진료인원 = 진료인원 / 연도말 여성 적용인구 * 1,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13.6 14.6 15.5 16.9 20.1

29세 이하 1.0 1.2 1.3 1.4 1.8

30대 15.7 17.3 18.7 20.1 24.0

40대 35.9 38.3 40.1 42.6 47.4

50대 24.2 26.0 27.8 31.1 38.8

60세 이상 4.6 5.1 5.7 7.0 9.5

입원

계 2.1 2.2 2.2 2.2 2.2

29세 이하 0.2 0.2 0.2 0.2 0.3

30대 2.7 2.9 3.0 3.1 3.3

40대 6.9 7.3 7.3 7.3 7.2

50대 2.4 2.5 2.6 2.7 2.8

60세 이상 0.2 0.3 0.3 0.3 0.3

외래

계 13.3 14.3 15.2 16.6 19.9

29세 이하 1.0 1.2 1.2 1.3 1.8

30대 15.4 17.0 18.3 19.8 23.7

40대 35.1 37.6 39.3 41.8 46.6

50대 23.9 25.7 27.5 30.7 38.4

60세 이상 4.5 5.0 5.6 6.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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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근종' 질환 연령대별 / 진료형태별 총진료비 현황
(단위: 천 원)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주 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와 약국 포함
2020년은 202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162,544,137 178,071,586 194,289,849 210,364,855 297,106,054

29세 이하 4,234,230 4,885,999 5,561,061 5,866,997 9,114,001

30대 30,266,925 32,927,488 36,939,387 39,608,727 54,825,848

40대 90,851,779 98,268,450 103,956,022 109,421,041 144,707,921

50대 32,439,595 36,384,159 40,685,124 46,507,735 71,351,574

60세 이상 4,751,608 5,605,490 7,148,256 8,960,354 17,106,710

입원

계 132,620,620 142,980,239 156,643,002 166,322,189 194,479,905

29세 이하 3,442,542 3,953,347 4,547,668 4,658,761 6,082,899

30대 24,971,936 26,686,107 30,012,577 31,498,221 36,131,197

40대 76,021,843 81,069,945 86,467,869 89,718,303 102,337,637

50대 24,962,345 27,580,107 30,818,052 34,659,281 42,109,402

60세 이상 3,221,955 3,690,732 4,796,837 5,787,624 7,818,770

외래

계 29,923,517 35,091,348 37,646,848 44,042,666 102,626,149

29세 이하 791,687 932,652 1,013,393 1,208,237 3,031,102

30대 5,294,989 6,241,380 6,926,810 8,110,506 18,694,651

40대 14,829,936 17,198,506 17,488,153 19,702,738 42,370,284

50대 7,477,251 8,804,052 9,867,072 11,848,454 29,242,172

60세 이상 1,529,653 1,914,758 2,351,419 3,172,731 9,28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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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궁근종' 질환 연령대별 / 진료형태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단위: 원)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 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와 약국 포함
2020년은 202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산출공식 : 진료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진료실 인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473,742 480,948 493,995 486,969 577,152

29세 이하 510,394 525,150 570,073 563,376 679,085

30대 519,292 522,899 549,121 559,540 666,722

40대 592,737 605,672 627,027 624,617 750,151

50대 326,456 337,137 345,806 349,086 431,349

60세 이상 198,962 201,578 217,716 211,439 281,328

입원

계 2,545,501 2,612,752 2,835,065 2,976,151 3,420,931

29세 이하 2,480,218 2,539,080 2,708,557 2,779,690 3,095,623

30대 2,455,934 2,554,672 2,743,882 2,897,187 3,185,611

40대 2,568,305 2,627,023 2,864,313 3,006,545 3,492,871

50대 2,569,200 2,640,508 2,851,147 2,993,029 3,499,493

60세 이상 2,623,742 2,606,449 2,928,472 3,020,681 3,536,305

외래

계 88,831 96,386 97,343 103,553 201,902

29세 이하 97,703 102,534 106,215 118,513 229,942

30대 92,691 100,736 104,794 116,475 230,363

40대 98,864 108,128 107,658 114,574 223,182

50대 76,260 82,663 84,896 90,034 178,500

60세 이상 64,879 69,742 72,490 75,680 154,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