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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 MM SEPARATION OF THE SYMPHSIS PUBIS DURING
VAGINAL DELIVERY
Paek Lee, MD1, Euy Hyuk Kim, MD1, Han Kook Yoon, MD2
Departments of 1Obstetrics and Gynecology, 2Orthopedic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Goyang, Korea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during the vaginal delivery is rare, but a serious complication. Treatment is generally conservative
with rest and appropriately fitted pelvic binder. But surgery may be necessary when symphyseal separation is more than 40 mm. A
case of 80 mm separation of symphysis pubis developed after vaginal delivery is presented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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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분만을 경험하는 산모들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치골
결합 분리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화 과정이다. 치골 결합 분리는 치골
결합과 천장골 관절 부위의 팽창에 의해 발생하며 임신 10주부터 증상
이 시작되어 임신 후기까지 나타난다[1]. 일반적으로 치골 결합 분리는
분만 후 4주에서 12주 내에 다시 결합하여 정상화 된다[2]. 그러나 때로
는 분만 중 태아 아두가 골반 강내로 진입하는 도중에 치골 결합이 완전
하게 분리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 치골 결합이 분리되면서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며, 심한 통증이 치골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치골 결합 분리의 진단은 골반 방사선 촬영 검사로 가능하며 일반
적으로 치골 결합 분리가 10 mm 이상 관찰되면 진단 될 수 있고, 대부
분의 환자들은 치골 결합이 10 mm 이상 분리가 나타날 때부터 증상을
느끼게 된다[3]. 질식 분만 후 치골 결합 분리의 발생률은 저자에 따라
분만 600건 당 1건에서부터 30,000건 당 1건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4,5], 일반적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본 저자는 질
식 분만 도중 발생한 80 mm 치골결합 분리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간단
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에서 반응성이 있었다. Oxytocin을 사용하여 유도 분만을 시작하였으며,
1시간 30분 후에 자궁경관은 1.5 cm 개대되었고, 이후 자발적으로 양
막이 파수되었다. 환자는 3시간 경과 후 2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을
보이면서, 자궁 경관은 4 cm 개대되었고, 진통 활성기에 진입하면서 경
막 외 마취를 시행 받았다. 유도 분만 시작하여 자궁 경관이 완전 개대
되는 분만 2기까지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분만 진행 제2기 시점에
서 산모의 골반부위에서 균열음이 들렸으며 분만 진행 제2기 45분 경과
후 산모는 3,700 g의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Apgar 점수는 1분에 8점, 5
분에 9점으로 측정되었다. 분만 도중 McRobert 수기법, 자궁 바닥 압박
법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분만 후 2도 열상이 질벽 전방 요도 근처에서
관찰되어 1차 봉합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합병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이
후 환자는 심한 허리 통증과 장골천골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골반 부
위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압통 또한 동반되었다. 분만 후 도움 없이는
서있기와 걷기가 불가능하여, 절대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산후 1일째에 경막 외 마취 카테터는 제거하였으나, 심한 거동 불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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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장 O 희, 30세, 초산부
주증상: 분만 도중 발생한 골반 통증 및 보행 장애
과거력: 특이 사항 없었다.
산과력: 1-0-0-1
현병력: 임신 확인 후 산전 진찰에서 이상 소견 없었던 초임부로 키는
152 cm, 체중은 임신 전 44 kg에서 입원 당시 56 kg으로 측정되었다.
임신 40주에 입원하여 유도 분만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당시 활력 징후
는 정상이었고, 태아 심음도 145회/분으로 규칙적이었으며 비수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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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80 mm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5 days after vaginal
delivery).

Fig. 3. At readmission, after 35 days of delivery showing a 20 mm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with parts of pelvic brace.

Fig. 2. After 12 days of delivery showing a 30 mm separation of the symphysis pubis with parts of pelvic brace.

Fig. 4. After 6 months of delivery showing without any instrument.

로 인하여 요관 카테터는 제거하지 못하였다. 심한 허리 통증에 대해 진
통제를 투여하여 증상 조절을 시도하였지만, 증상 호전이 없었고, 심한
허리 통증에 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위골반 부위에서 압통이 동
반되는 부종이 촉지 되었다. 환자는 분만 후 2도 열상으로 인해 회음부
부종이 심하였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되어 산후 4일째까지 경과 관
찰을 유지하였으며, 증상 호전 양상이 없어 산후 5일째에 골반 전후 방
사선 촬영 검사에서 80 mm의 치골 결합 분리를 관찰하여(Fig. 1) 환자
는 본원 산부인과로 전원 되었으며 기본적 검사 후 분만 중 치골 별합
분리 진단 하에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환자는 본원에서 분만 중 치골 결합 분리 진단 하에 정형외과에

서 골반 복대(pelvic blinder)를 착용하였다. 1주일 동안 절대 침상 안
정을 취하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걸이(pelvic sling)를 착용하고
hammock 견인을 취하였다. 총 견인 무게는 20 lbs (약 9 kg)로, 좌우 대
칭적으로 각각 10 lbs로 나눠서 견인을 시행하였다. 보존적 치료 시행 3
주 후, 치골 결합 부위의 분리는 30 mm으로 감소 되었으며, 환자는 골
반 고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앉기, 걷기 등이 가능하였다(Fig. 2). 환자
는 골반 복대(pelvic blinder)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
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압박에 의한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물리 치료는
산후 14일째부터 시작하였으며, 처음 시작 시 환자는 보행 보조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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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을 수가 없었고 산후 15일째까지는 하지를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
되었으나 이후 증상 호전되어 산후 28일째 퇴원하였다. 그러나 퇴원 1
주일 후 위골반 통증 재발되어 산후 36일째 재입원하였다. 재입원 당시
골반 전후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치골 결합 부위에 20 mm 정도의 분리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Fig. 3). 환자는 분만 4개월 후까지도 보
행 시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분만 6개월이 되어서야 골반 전후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치골 결합 분리가 10 mm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다른 증상도 소실 되었다(Fig. 4). 이후 외래에서 특이 소견 없이 정기적
으로 경과를 추적 관찰하였다.

고찰
치골 결합은 임신, 분만 도중에 현저한 해부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임
신과 관련된 병태적인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치골 관절의 분
리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는 여성들의 임신과 관련된 치골 결합 관절의 분리 간격의 생리적인 변
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Wurdinger 등[1]은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치골 결합 간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넓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ahlmann 등[7]이 21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에 따르면, 초산모의 56%에서 치골 결합 부위의 간격이 임신 8주 때
에는 평균 4 mm이나, 임신 후반기에는 평균 7 mm 정도로 늘어나는 소
견을 보였다. 병적인 치골 결합의 분리는 골반 방사선 촬영 사진으로 진
단하며, 10-13 mm 이상 치골 결합 분리가 발생했을 때 진단되며[8], 임
상적으로 분리 부위의 촉지나 분리 시에 발생하는 튕기는 소리 등을 통
해 추정할 수도 있다[9]. 치골 결합 부위가 10 mm 이상 분리가 일어나
게 되면, 산모들이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며, 60 mm 이상
치골 결합 부위의 분리가 일어나면 천골 장골 관절에까지 병태적인 증
상이 발생하게 된다[10].
본 증례의 경우 치골 결합 혹은 천골장골 연골 결합의 분리는 분만 도
중 발생한 과도한 고관절 외전으로 인한 치골 결합의 심한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치골 결합 분리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이전
의 치골 결합 분리의 과거력, 진행이 힘들었던 분만력, 태아 아두 골반
불균형, 비정상적인 태아의 태위, 이전의 골반 외상 병력, 경막 외 마취
및 McRobert 수기법을 이용한 분만 과정 등이 있다[5,11,12]. 그러나 산
모의 연령, 출산력, 태아 몸무게, 임상적 골반 계측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임상적으로 치골 결합 분리와 동반되는 증상들은 치골 부위의 심한
통증과 분만 시 튕기는 소리, 동요성 보행, 천골장골과 위골반 부위의
심한 통증 등이 있으며[5], 환자들은 서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등을 취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종종 다리를 들어올리는 행동이 허벅지
앞, 뒤로 방사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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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는 치골 결합 분리의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
보통 측와위를 한 상태에서 침상 안정을 하거나, 진통제 혹은 골반 복대
를 착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산모에서는 분만 6주
에서 8주 내에 증상의 소실이 있으며, 이보다 길게 지속하는 경우 만성
적인 형태로 생각되는 치골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
이 필요하다. 치골 결합 분리가 40 mm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
요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의 경
우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수술은 치골 결합 분리가
재발된 경우와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증상 등이 소실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단지 골반 결합이 불안정 하다고 해서 수술이
추천되지는 않는다[5,14].
한편 이전에 치골 결합 분리를 질식 분만에서 경험한 경우 다음 임신
에서 재발률은 50% 이상으로 높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 절개를
고려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15].
본 증례의 경우에는 80 mm의 분리가 일어났으며 증상이 재발하였음
에도 수술적 치료 없이 골반 복대 및 침상 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로 환
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최근 질식분만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관심이 높아지고 질식분만
의 장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역시 높아짐에 따라 분만에서 질식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
에 발맞춰 치골 결합 분리와 같은 질식 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적
절한 예측과 치료에 관하여 특징적인 임상적 증상을 숙지하고, 치골 결
합 관절 분리의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여, 분만 전후에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면, 분만 후 산모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
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질식 분만 후 발생한 심각한 치골 결합 분
리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 될 수 있으며, 분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에 발생한 치골 부위의 통증 및 보행 장애 증상이 있을 시
에는 골반 관절 결합 분리의 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해 골반 방사선촬영
검사가 필요하다. 이후에 환자의 지속적인 경과관찰도 중요하며, 이에
본원에서는 질식분만 도중 발생한 80 mm 치골 결합 분리의 1예를 경험
하여 경과 관찰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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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분만 도중 발생한 80 mm 치골 결합 분리의 1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산부인과, 2정형외과

이 백1, 김의혁1, 윤한국2
질식 분만 시 치골 결합 분리는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골반 보조기를 사용하며 안정을 취하는 보존적으로
한다. 그러나 치골 결합이 40 mm 이상 분리 되었을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저자들은 질식 분만 도중 발생한 80 mm 치골결합 분리
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단어: 치골, 질식 분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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