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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raditionalorientalmedicineisusedintreatingbreastcancer-relatedlymphedematoalleviatesymptoms.Upper

limblymphedemaisasymptomthatisfrequentlyobservedinpatientswithbreastcancer,anditimpairstheirqualityoflife.
Thissystematicreviewaimedtosummarizethecurrentavailableevidencetoevaluatetheeffectoftraditionalorientalmedicine
onupperlimblymphedemainbreastcancerpatients.

Methods:Thereviewevaluatedrandomizedcontrolledtrials(RCTs)measuringtheeffectofherbalmedicine,acupuncture,
andmoxibustiononupperlimblymphedemainbreastcancerpatientswithinfourelectronicdatabases.TheCochraneriskofbias
(ROB)toolwasusedtoassessthequalityoftheRCTs.

Results:Intotal,23RCTsmettheinclusioncriteria.Amongthem,22studiesreportedthattherateofseverityoflymphedema
improvedaftertreatmentinthetraditionaltreatmentgroupusingherbalmedicine,acupuncture,ormoxibustionbetterthanin
theconventionalmedicinegroup.ThemethodologicalqualityoftheRCTswasinsufficientwithanunclearandhighROB.

Conclusions:Traditionalorientalmedicinemayhaveapotentialtoimprovelymphedemainpatientswithbreastcancer.
Toconfirm theclinicalrecommendation,furtherresearchwitharigorousstudydesignisrequiredtosupporttheeffectsof
traditionaloriental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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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세계 으로 여성암 발생 빈도 1 를 차지하

고 있는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

하고 있다
1,2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꾸 히 증가추세를 보여 1999년 10만명

당 20.9명에서 2012년 10만명 당 44.7명까지 높아졌

다
3
.

림 부종이란 을 통과한 간질액의 양과 이

를 이동시키는 림 의 이동 능력 사이 불균형으

로 인하여 조직에 액체와 단백질 등이 축 되는

경우를 말하며,주로 사지에서 발생하지만 얼굴,

등,배,가슴,성기 등 신체 어느 부 에서나 생길

수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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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림 부종은 선천 으로 림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6,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고,이차성 림 부종은 림 이나 림 이

손상되어 림 액 이동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

로서 0.13~2% 정도로 추정된다.특히 유방암,자

궁경부암,난소암의 20% 이상에서, 체 암환자의

15.5%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5.

상지 림 부종은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 목 으

로 시행하는 액와림 제술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써,환자들에게 기능 ,

미용 ,정신 으로 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을 하

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게다가 장기 으로 보았

을 때,상지 외의 부 에서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일반 으로,유방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

10~20%에서 상지 림 부종을 경험하고 있다6.

통상 의학은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을 해결하

기 해 약물요법,수술요법,운동요법 등을 사용

한다.감염 험을 이기 한 피부 리,유연성

운동,수 운동 등 림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운동요법과 diosmin,rutin,hesperidin등의 benzo-

pyrones제제와 furosemide와 같은 이뇨제 는 림

부종으로 인한 감염이나 합병증을 방하기

한 셀 니움 제제의 복용 등을 치료법으로 쓰기도

한다.비수술 방법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계속

부종이 진행되어 3기 는 4기의 림 부종으로 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림 -정맥 문합술이

나 림 -림 문합술 등의 림 액을 배액시키기

한 시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7
.

림 부종을 치료하는 통상의학 치료가 다양하

게 이 지고 있으나 그 한계 이 지 되면서, 세

계 으로 보완 체의학에 한 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8
.이와 련하여 국내외에서 한약,침,뜸

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 치료에 한

연구가 이 지고 있다.국내에서는 사암침법을 활

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부종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을 높여주는 방법에 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고
9
,

도침술과 정맥자락술 는 오령산을 이용한 치험

례 보고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며10,11국외에서도 운

동치료와 키네시오테이핑과 더불어 침술을 림 부

종 치료에 사용한 사례에 한 고찰이 이루어졌다12.

재까지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에 한 한약

치료,침치료,뜸치료만을 각각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있으나 한의학 치료를 반 으로 고찰

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에 미치는 임상

효과에 한 근거를 제공하기 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 으로 고찰하 다.

Ⅱ.연구 상 방법

1.문헌선정기

림 부종을 가진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약

치료와 침치료,뜸치료를 시행 한 후 그 효과를 연

구한 국내외의 논문을 상으로 하 다.선정 기

은 다음과 같으며,선정 기 에 부합하지 않은 연

구는 제외하 다.

1)연구 상 :연령,병기와 무 한 유방암 환자

2) 재

(1)한약치료,침치료,뜸치료

(2)투약 유형,기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3)한방치료 단독 혹은 병용 치료를 포함.

3)비교 재 :통상 치료 혹은 무치료

4)연구유형:무작 조시험(randomizedcontrolled

trial,RCT)

5)언 어 :한국어, 어, 국어로 제한

2.연구 방법

1)DB 검색 방법

문헌검색을 해 Pubmed,TheCochraneCentral

RegisterofControlledTrials,ResearchInformation

SharingService(RISS),ChinaNationalKnowledge

Infrastructure(CNKI)를 DataBase(DB)로 이용

하 으며,2019년 4월 1일까지 검색하 다.언어는

한국어, 어, 국어로 제한하 으며 출 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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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검색어로는 ‘acupuncture’

는 ‘moxibustion’ 는 ‘herbalmedicine’과 ‘breast

cancer,lymphedema’를 사용하 다.

2)문헌 선택 과정

2명의 연구자가 독립 으로 논문 제목과 록을

확인하여 문헌을 1차 선별하 고, 문을 확보하여

선정 기 에 부합하는 연구를 2차 선별하 다.

과정은 독립 으로 수행되었다.두 연구자 간의 합

의를 통하여 최종 으로 포함될 문헌을 선택하

고,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제 3자가 개입하여

토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3)비뚤림 험 평가

최종 으로 포함된 문헌에 한 비뚤림 험 평

가는 2명의 검토자가 독립 으로 시행하 으며,2

명의 연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제 3자가

개입하여 상의를 거친 뒤 결정하 다.연구의 질

평가 도구는 코크란 비뚤림 험 평가 도구(the

Cochrane’sRiskofBiastoolversion5.3.5)
13
를 이

용하 고,세부 인 정 기 은 NECA체계 문

헌고찰 매뉴얼
14
을 참조하 다.

Ⅲ.결 과

1.문헌 선정

일차 으로 검색된 문헌에서 복된 문헌을 제

외하고,문헌의 제목과 록을 검토하여 선정 기

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을 배제하 다.남은 문헌은

문을 확인하여 한의학 치료과정이 명확히 언

되지 않은 연구,림 부종 호 에 한 결과가

없는 연구들을 배제하 다.

4개의 DB 검색 결과 1차로 검색된 문헌은 총

98편 이었으며,이 복되는 문헌으로 14편을

제외하 고,제목과 록을 검토하여 38편의 문헌

을 제외하 으며, 문을 검토하여 RCT가 아닌

연구,한의학 치료 과정이 명확히 언 되지 않은

연구,림 부종 호 에 한 결과가 없는 연구들을

배제하 다.최종 으로 23편의 문헌이 선정 기

에 부합하여 본 체계 고찰에 포함되었다.

2.선정된 문헌의 일반 특성

최종 선정된 23편의 문헌 22편이 국에서

진행된 연구이며,1편은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15이

다.16편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며 7편은 학

논문18,20,21,23,31,33.34이었다.22편은 2-arm study로 한

방치료와 통상치료의 병용군과 통상치료 단독군을

비교하 거나, 는 한방치료 단독군과 통상치료

단독군을 비교하 다.3-armstudy는 1편으로 한약

과 통상치료의 병용군과 한약 단독치료군,통상치

료 단독군을 비교하 다.각 연구의 표본수의 범 는

30~130명이었다.탈락률을 보고한 연구는 6편15,18,20,21,28,30

이었으며,탈락률의 범 는 0.0%~15.6% 다.

재로 사용된 치료 유형은 한약단독치료 10편16-25,

침치료 6편
15,26-30

,뜸치료 5편
31-35
,한약과 침의 병용

치료법이 1편36,한약과 뜸의 병용 치료 1편이다37.

한약단독치료 연구 5편은 약재를 환부에 도포

하거나 탕 액으로 훈증하는 등의 외용법을 사용16-20

하 고,4편은 경구복용
21-24
,1편은 정맥주사치료를

시행25하 으며 침단독치료 연구 2편은 온침27,28,

2편은 일반 호침
15,26
,1편은 침

29
,1편은 이 침

30

을 사용했다.뜸치료 연구 2편은 마사지를 병행34,35

하 다.10편의 한약치료 RCT에서는 복합 한약 추

출물을 사용하 으며 단독 추출물을 사용한 연구

는 없었다. 재로 사용된 한약 투여에 한 부작

용을 보고한 논문은 없었다.본 체계 고찰에 포

함된 RCT 한방치료와 통상 인 치료가 동시에

사용된 연구는 14편15-17,21-24,26,29,31,32,34,36,37이었으며,나

머지 9편은 한방 단독치료와 통상치료를 비교한

연구18-20,25,27,28,30,33,35 다.23편의 연구 22편에서

치료군이 조군보다 효율 으로 부종을 제거한다

는 결과가 나왔으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조군이 치료군에 비하여 부종 호 에서 높은 효율

을보인연구는1편이있었고,한약(WentongXiaozhong

externalapplication)을 외용하는 방식으로 치료한

논문이었으나 연구 결과에 통계 유의성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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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3-armstudy1편에서는 한약과 MaiZhiLing

pian(Generalname;Michelle,Ingredient;chestnut

extract)을 동시에 복용시켰을 때가 MaiZhiLing

pian 는 한약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에 비하여

부종이 의미있게 호 되었고,한약 단독복용시에는

MaiZhiLingpian을 단독 복용에 비해서 부종이

더 많이 호 되기는 하지만 통계 으로 의미는 불

충분했다
23
.

Fig.1.Flowchartofstudyselectionprocess.

3.사용된 치료 방법 결과

1)한약치료(n=10)

외용법을 사용한 5편의 연구
16-20

4편의 연구

는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군이 항암치료 단독

조군 는 약치료군과 비교하여 부종의 호 정

도가 높았다
16-19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연구 가운

데 1편은 한약 복용과 活血和 연고를 외용하는

방식을 치료군에게 동시에 사용하 고, 조군은

환측상지 온수세척,림 안마와 물리치료를 시

행했는데 치료군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치료효과가 경구복용 한약에

의한 것인지 외용약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는 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
.

한약 외용법에 한 5편의 연구 나머지 1편의

연구에서는 溫通疎腫外敷方(NatriiSulfas,Cinnamomum

cassia,Rehmanniaglutinosa등)을 환부에 분무하

는 방식으로 치료한 군이 라시보 탕 액을 분무

한 조군에 비해 부종과 상지 운동능력 호 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나 통계 유의성이 없는 결과

다
20
.

한약을 경구로 복용한 치료군과 일반 치료만

을 받은 조군을 비교한 4편의 연구에서는 모두

치료군에서 부종과 삶의 질,부종에 동반된 증상

(活動不利, 癌, 苔黃膩 등)이 더 효과 으로

개선되었다
21-24
.

한약을 복용시키거나 외용한 것이 아니라 정맥



박찬란⋅이가 ⋅손창규⋅조정효⋅이남헌

347

First
authorand
yearof
publication

Samplesize
(T;C)

dropoutrate

Duration
ofTx.

Routeof
administration

Treatmentgroup

ControlgroupObservationindexes Results
TraditionalChinesemedicine

Conventional
medicine

Gao,
2009

21

TotalN=80
(40;40)
6.25%

(5%,7.5%)

4weeks
Herbal
medicine
(oral)

ShuganTongluoTang(Bupleurum
falcatum,Curcuma aeruginosa,
Angelicasinensis,Liquidambaris
Fructus,Trachelospermumjasminoides,
Piperfuto-kadzura,Plantagoasiatica,
Plantagolanceolata,Hirudonipponia,
Cinnamomumcassia,Spatholobus
suberectus)

Physical
therapy

Physiotherapy

Effectevaluation
QOL(karnofskyscale)
QizhiXueyuSx
donowakidistension,
depression,irritability,
darkpurpletongue,
pulsestringetc.)

1.Edemaimprovement:
T>C(P<0.05)

2.QOL:T>C(P<0.05)
3.QizhiXueyuSx
improvement
:T>C(P<0.01)

Zhong,
201316

TotalN=76
36;40
NR

4weeks
Herbal
medicine
(external)

Sizipowder(Brassicajuncea,Raphanus
sativus,Terminaliachebula,Evodia
officinalis,Perillafrutescens)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Edemadegree
(karnofskyscale/
swelling,pain,heaviness/
skincoloretc.)
Painreleasingtime

1.Edemaimprovement
:T>C(p=0.041<0.05)

2.Painreleasing
:T>C(p=0.017<0.05)

Zhuang,
2015

17

TotalN=58
29;29
NR

5times
/week
4weeks

Herbal
medicine
(oral)

YiqiHuoxueLishuiTongluoFang
(Astragalusmongholicus,Prunus
persica,Carthamustinctorius,Cnidium
officinale,Paeonialactiflora,Angelica
acutiloba,Cinnamomum cassia,
Poriacocos,Polyporusumbellatus1,
LiquidambarisFructus,Alisma
canaliculatum)

Massage Massage Armcircumference
1.Edemaimprovement
:T>C(P<0.05)

Gao,
201520

TotalN=96
48;48
12.5%
(18.75%,
6.25%)

14days
Herbal
medicine
(external)

WenTongXiaoZhongWaiFuFang
(NatriiSulfas,Cinnamomumcassia,
Rehmanniaglutinosa,Spatholobus
suberectus,Eugeniacaryophyllata,
Poriacocos,Plantagoasiatica,
Asiasarumheterotropoides,Allium
fistulosum,Carthamustinctorius)

Placebo
decoction

Clinicaleffectivecriteria
Upperarmcircumference
DASHvalue

1.Edemaimprovement
:T<C(P>0.05)

2.Upperlimbcircumference
reduction
:T<C(P>0.05)

3.Upperarmfunction
:T<C(P>0.05)

Jiang,
2017

18

TotalN=90
45;45
10%
(8.8%,
11.1%)

1week
Herbal
medicine
(external)

Scrubwithherbalmedicinedicoction
(Astragalusmongholicus,Codonopsis
tangshen,Pseudocydoniasinensis,
Atractylodesmacrocephala,Areca
catechu,Magnoliaofficinalis,Dolichos
lablab,Poriacocos,Imperatacylindrica,
Aucklandialappa,Amomumtsao-ko,
Leonurusjaponicus,Glycyrrhiza
uralensis,Zingiberofficinale,Zizyphus
jujuba,Preparedaconite,Prunus
persica,Carthamustinctorius)

Scrubwith
hotwater

Elbowhorizontal
stripeson10cm
Edemadegree
QOL

1.Edemaimprovement
:T>C(P<0.05)

2.Upperlimbcircumference
:T>C(P<0.01)

3.QOL:T>C(P<0.01)

Xie,
201725

TotalN=49
25;24
NR

30days
Herbal
medicine
(injection)

Safflowerinj.
Conventional

Tx.

Armcircumference
(upperlimbcircumference,
forearmcircumference)
Edemaseverity

1.Edemaimprovement
:T>C(P<0.05)

Table1.TheCharacteristicsoftheRandomizedControlledTrialsIncludedintheSystemeticReview-Herbal
Medicine

에 직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紅花

(Carthamustinctorius)추출물을 주사제로 만들어

치료군에게 정맥내주사치료를 시행했다.이 연구에

서도 치료군의 환자들이 일반 치료만 받은 조

군의 환자들에 비하여 부종이 더 효과 으로 개선

되었다
25
.

각 치료마다 투약의 경로는 다르나,활 ,이기,

소염의 기능이 있는 약재를 주로 배합하여 림 순

환 진,염증 개선이라는 비슷한 효과를 목 으로

했다는 공통 이 있다.한약치료를 다룬 연구를 정

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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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2018

19

TotalN=36
18;18
NR

4weeks
Herbal
medicine
(external)

Decoction(Astragalusmongholicus,
Angelicaacutiloba,Cnidiumofficinale,
Curcumalonga,Luffacylindrica,
Spatholobussuberectus,Portulaca
grandiflora,Pyrolajaponica,Verbena
officinalis,Sinomenium acutum,
Poriacocos,Atractylodesovata,
Morusalba,Pheretimaaspergillum

Scrubwith
hotwater
massage
exercise
20min/day
microwave
20min./day

10cmaboveelbow
crease,elbowcrease,
wristcrease,10cm
abovewristcrease,
Horizontallineofpalm

VAS

1.Edemaimprovement
:T>C(P<0.05)

2.Painimprovement
:T>C(P<0.05)

Wang,
201822

TotalN=60
30;30
NR

4weeks
Herbal
medicine
(oral)

Ciluxiaozhongyin(Cremastra
appendiculata,Rhaponticumuniflorum,
Prunellavulgaris,Gleditsiasinensis,
Melandryumfirmum,Cinnamomum
cassia,Hirudonipponia,Polyporus
umbellatus,Astragalusmongholicus,
Codonopsistangshen,Akebiaquinata,
Portulacagrandiflora,Siphonostegia
chinensis)

Diosmin
0.45g
BIDlocal
massage

Diosmin0.45g
BID

localmassage

Edemadegree
VAS

Edemasymptoms
(buise,limitof
activity,painetc.)

1.Edemaimprovement
:T>C(p=0.004)

2.Painimprovement
:T>C(p=0.016)

3.Edemasymptoms
:T>C(p<0.001)

4.Clinicaleffectiverate
(p=0.009)

Cheng,
2018

24

TotalN=60
30;30
NR

10days
Herbal
medicine
(oral)

Zhushidecoction(Dictamnusalbus,
Pharbitisnil,stragalusmongholicus,
Ephedradistachya,Cinnamomum
cassia,Trachelospermumjasminoides,
Sparganiumstoloniferum,Curcuma
phaeocaulis,Artemisiaargyi,
Dryobalanopsaromatica)

Microwave
moxibustion

Microwave
moxibustion

Karnofskyscale
Symptoms(swelling,
pain,numbnessetc.)

1.Edemaimprovement
:T>C(P<0.05)

You,
2018

23

TotalN=60
20;20;20
NR

4weeks
Herbal
medicine
(oral)

LiqiHuayuXiaozhongFang
(Bupleurumfalcatum,Citrusreticulata,
Tribulusterrestris,Paeoniaalbiflora,
Scutellariabaicalensis,Codonopsis
pilosula,Poriacocos,Angelicasinensis,
Cnidium officinale,Codonopsis
pilosula,Smilaxchina,Pheretima
aspergillum,Trionyxsinensis,Akebia
quinata,Glycyrrhizauralensis)

MaiZhi
Lingpian
300mg

C#1MaiZhi
Lingpian
300mg
C#2Liqi
Huayu
Xiaozhong
Fang

Upperlimb
circumference

1.Edemaimprovement
:T>C#1(P<0.05)
T>C#2(P<0.05)
C#2>C#1(p>0.05)

2.Symptomimprovement
:T>C#1(P<0.05)
T>C#2(P<0.05)
C#2>C#1(p<0.05)

*T:treatmentgroup,†C:controlgroup,‡Inj.:injection,§N :number,∥NR :nonereported,¶Tx.:treatment,
**VAS:visualanalogscale,††QOL:qualityoflife

2)침치료(n=6)

침치료와 운동치료 등의 일반 치료를 병행한

군과 일반 치료만을 시행한 조군을 비교한 연

구는 2편이 있었고,모두 치료군의 부종과 환부통

증이 조군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 다
15,26
.

온침을 이용한 2편의 연구는 온침을 시행한 치

료군과 디오스민(부종 치료제)900mg을 1일 3회

복용한 조군을 비교하 는데,두 논문 모두 치료

군에서 부종이 더 효과 으로 개선되었다
27,28
.

치료군에게 手厥陰心包經의 자리에 침을 시

행한 연구에서는 안 리,건강교육,일반 동통

리등의 통상 간호만을 받은 조군에 비하여

치료군이 부종부 의 피부 탄력,통증,무게감 등

에서 유의한 호 을 보 다
29
.

HT1(極泉),LI15(肩髃),LU5(尺澤),PC3(曲泽)

등 총 10가지 자리에 헬륨-네온 이 침을 이용

하여 침치료를 한 연구에서도 일반 치료만을 받

은 조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부종이 개선된 비율

이 더 높았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여,호침 뿐 아

니라 이 침도 의미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 다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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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and
yearof
publication

Samplesize
(T;C)

dropoutrate

Duration
ofTx.

Routeof
administration

Treatmentgroup
Control
group

Observationindexes ResultsTraditionalChinese
medicine

Conventional
medicine

Jin,
201730

TotalN=32
16;16
15.625%
(0%,31.25%)

6weeks
Laser

acupuncture

HT1(極泉),LI15(肩髃),
LU5(尺澤),PC3(曲泽),
LI4(合谷),CV6(氣海),
CV9(水分),SP9(陰陵泉),

ST36(足三里)

Conventional
Tx.

Conventional
Tx.

Armcircumference
1.Edemaimprovement
:T>C(p<0.05)

Chen,
2014

27

TotalN=30
15;15
NR

28days
(every
otherday)

Warm
acupuncture

LI15(肩髃),TE5(外關),
GB34(陽陵泉),CV9(水分),

ST36(足三里)
->warmacupunctureat3

acupoints

-
900mg

diosmintab.

Lengthofcircumference
atwristcreases&10cm
abovethewristcreases
&elbowcreases&10cm
abovetheelbowcrease
ROM ofshoulderj.

1.Edemaimprovement
:T>C (P<0.05)

2.Upperlimbcircumference
reduction
:T>C(P<0.05)

3.QOL:T>C(p<0.05)

Smith,
201515

TotalN=20
10;10
15%

(20%,10%)

8weeks
(twicea
week)
4weeks
(oncea
week)

Acupuncture

CV12(中脘),CV3(中渚),
CV2(曲骨),LI15(肩髃),
TE4(陽池),LU5(尺澤),
LI5(陽谿),ST36(手三里),
SP9(陰陵泉),SP6(三陰交)

Usual
treatment

Usual
treatment

BIS(toquantifythe
volumeofextracelluarfluid)
LSIDS-AT(lymphoedema
symptomintensityand
distresssurvey-armand

trunk)
MYMOP(measure
yourselfmedical
outcomeprofile)

1.Edemaimprovement
:T>C(P<0.05)

Yao,
201628

15;15
0%(0%,0%)

4weeks
Warm

acupuncture

LI10(手三里),LI11(曲池),
LI14(臂臑),LI15(肩髃),
TE5(外關),TE14(肩療)
warmacupunctureat

LI15(肩髃),TE5(外關),
TE14(肩療)

-
900mg

diosmintab.

Effectiveindexfor
(LopezPenhamethod)
ROM ofshoulderj.

QOL

1.Edemaimprovement
:T>C(p<0.00001)

2.ROM ofshoulderj.
T:improvedafter1wk
C:improvedafter4wks
(p<0.05)

3.QOL:T>C(p<0.05)

He,
2016

29

TotalN=100
50;50
NR

2weeks
Electric
acupuncture

Pericardiummeridian
PC9(中衡),PC8(勞宮),
PC7(大陵),PC6(內關),

PC3(曲泽)

Ordinary
post-
operative
nursing

Ordinary
post-
operative
nursing

Armcircumference
Edemasymptom

(tightnessofskin,pain,
numbness,heaviness)

1.Edemaimprovement
:T>C(p<0.01)

Zhan,
2017

26

TotalN=60
30;30
NR

2weeksAcupuncture
CV12(中脘),CV10(下脘),
CV6(氣海),CV4(關元),
ST24(滑肉門),ST26(外陵)

Upperlimb
functional
exercise
therapy

Upperlimb
functional
exercise
therapy

Edemadegree
VAS

Curativeeffectevaluation

1.Edemaimprovement
:T>C(P<0.05)

2.Painimprovement
:T>C(p<0.05)

Fan,
2018

36

TotalN=80
40;40
NR

4weeks

Herbal
medicine
(external)
acupucture

LU9(太淵),LI11(曲池),
PC2(天泉)

traditionalmedicinespray
SesamumindicumOil,
Atractylodesjaponica,
Curcumalonga,

Dryobalanopsaromatica,
Angelicadahurica,

shengdan-nanxingArisaema
amurense,Rheumofficinale,
houpoMagnoliaofficinalis,
Trichosantheskirilowii,
Phellodendronwilsonii

Routinetx.
(physical
exercise+
airwave
pressure
cycling)

Routine
treatment
(physical
exercise+
airwave
pressure
cycling)
Placebo
spray

TCM syndromesscores
upperlimbcircumference
shoulderj.ROM

1.Edemaimprovement
:T>C(P<0.01)

2.Upperlimbcircumference
reduction
:T>C(P<0.05)

3.Shoulderj.activity
:T>C(P<0.05)

Liu,
2012

31

TotalN=80
40;40
NR

During
3times
ofCTx.
March,
2011~
September,
2011

Moxibustion
3daysofpericardium
meridianmoxibustion

therapy

Routine
nursing

Routine
nursing

Edemadegree
1.Edemaimprovement
:T>C(p=0.01)

Table2.TheCharacteristicsoftheRandomizedControlledTrialsIncludedintheSystemeticReview-Acupuncture,
Moxi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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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201335

TotalN=80
40;40
NR

2months
Moxibustion
masssage

Tianquan(PC2),Quze(PC3),
Neiguan(PC6)etc.

-
Routine
nursing

Thecirclediametersof
elbowandupperarm

1.Edemaimprovement
:T>C(P<0.05)

Lou,
201332

TotalN=130
65;65
NR

45days Moxibustion

Canzhong(CV17),
Jianzhongshu(SI15),

Tianzong(SI11),Zusanli(ST36),
Guangming(GB37),
Yinlingquan(SP9)

Breast
function
recovery
exercises

Breast
function
recovery
exercises

Edemadegree
1.Edemaimprovement
:T>C(P<0.01)

Zeng,
2014

37

TotalN=60
30;30
NR

NR

Herbal
medicine
(external)
moxibustion

Spatholobussuberectus,Sophora
flavescens,Rheumofficinale,
Luffacylindrica,Lonicera
japonica,Forsythiaviridissima,
Phellodendronwilsonii,Paeonia
lactiflora,Cnidiumofficinale,
Lycopodiumclavatum,
Caesalpiniasappan,
Atractylodeschinensis
Tianquan(PC2),
Guanyuan(CV4),

Shuifen(CV9),Neiguan(PC6),
Zusanli(ST36),Quze(PC3)etc.

Danshen
inj.(IV)
upperlimb
functional
exercise.

Dansheninj.
(IV)

upperlimb
functional
exercise.

Armcircumference
1.Edemaimprovement
:T>C(P<0.05)

Dong,
201734

TotalN=100
50;50
NR

NR
Moxibustion
acupoint
assage

Laogong(PC8),Taiyuan(LU9),
Shouwuli(LI13),Quze(PC3),

Tianquan(PC2)
Pericardiummeridian,large
intestinemeridian,Zusanli
(ST36),Sanyinjiao(SP6)

Conventional
tx.

Conventional
tx.

Edemadegree
functionof
theshoulderj.

1.Edemaimprovement
:T>C(P<0.05)

2.Shoulderj.function
:T>C(P<0.05)

Yang,
2017

33

TotalN=48
24;24
NR

4weeks
(2times
/week)

Moxibustion

Triggerpoints,
Quchi(LI11),Binao(LI14),

Jianzhen(SI9),
Yaoyangquan(GV3)etc.

-
Pneumatic
circulation

Armcircumference
(elbowhorizontal
stripeson10cm)

VAS
QOL

1.Edemaimprovement
:T>C(P<0.01)

2.Painimprovement
:T>C(p=0.001)

3.QOL:T>C(p<0.05)

*T:treatmentgroup,†C:controlgroup,‡Inj.:injection,§N :number,∥NR :nonereported,¶Tx.:treatment,
**VAS:visualanalogscale,††QOL:qualityoflife

3)뜸치료(n=5)

뜸치료와 일반 치료를 병행한 군과 일반 치

료만 받은 조군을 비교한 연구 2편에서는 모두

치료군의 부종이 조군에 비해 더 잘 회복되었다
31,32
.

치료군에게 상지 아시 주의 뜸치료를 시행

한 연구에서 역시 pneumaticcirculation을 받은

조군에 비해 상지 수평 둘 의 감소율이 더 높았

으며,환측 상지의 동통도 더 었다.Pneumatic

circulation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 를 조 다 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치료 기기

이다
33
.

뜸치료와 마사지를 병용한 연구는 총 2편이 있

었다.뜸치료와 자리 지압을 함께 받은 치료군에

서 일반 치료만 받은 조군에 비하여 부종 뿐

아니라 환측 어깨의 기능이 효과 으로 개선되었

다
34,35
.

4)침치료+한약외용법 병용(n=1)

침치료와 한약 외용법을 동시에 사용한 연구는

1편이었다.침치료를 하고 加味芩黃膏라는 한방 외

용제를 환부에 도포한 치료군의 상지 둘 가 물리

치료만 받은 조군에 비해 더 많이 어들었고

환측 어깨의 활동 범 도 더 커졌다
36
.

5)뜸치료+한약외용법 병용(n=1)

뜸과 한약치료를 함께 시행한 연구 1편은 뜸치

료와 동시에 한약으로 환부를 훈증하고 목욕하는

방법을 재로 사용했다.치료군과 조군에게 공

통된 치료로 단삼추출물을 정맥주사하 으며 상지

기능운동을 실시했다.건측과 환측의 상지 둘 를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치료군이 조군에

비해 건측상지와 환측 상지의 둘 차이가 어 부

종이 효과 으로 개선되었음을 시사하 다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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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뚤림 험 평가

1)무작 배정 순서 생성

5편의 RCT15,17,24,27,33는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

배정 방법을 기술하여 비뚤림 험이 낮았으며,나

머지 연구는 배정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 ‘불확실’

로 정하 다.

2)배정 순서 은폐

2편의 연구
15,27
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정순서 은

폐에 한 명확한 언 이 없어 ‘불확실’로 정하

다.

3)연구 참여자,연구자에 한 가림

2편의 연구
20,36
에서 조군에 라시보 한약을

사용해 비뚤림 험을 ‘낮음’으로 정하 다.반

면,나머지 연구들은 가림에 한 언 이 없었다.

그 1편의 연구18는 치료군과 조군의 치료방법

은 유사하나 외용 는 복용한 용액의 색과 향에

차이가 있어 가림이 확실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

되어 ‘불확실’로 정하 다.다른 19편의 연구는

조군의 치료법이 상이하여 연구 참여자 연구

자에 한 가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하

여 ‘높음’으로 정하 다.

4)결과 평가에 한 가림

본 고찰에 포함된 모든 RCT는 결과 평가에

한 가림을 언 하지 않았다.

5)불충분한 결과 자료

6편의 연구15,18,20,21,28,30는 탈락률과 탈락의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여 비뚤림 험 ‘낮음’으로 정하

고,나머지 연구는 탈락률과 그 이유를 서술하지

않아 ‘불확실’로 정하 다.

6)선택 보고

결과 평가의 객 인 기 을 정해두지 않은 1

편의 연구32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 에 평가기 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과수치를 모두 보고하여 비뚤

림 험 ‘낮음’으로 정하 다.

7)그 외 비뚤림

그 외 비뚤림으로 기 선의 불균형,데이터의 이

질성 오염 여부,이해의 상충 등을 고려하 으

나,특이한 비뚤림이 찰되지 않았다(Fig.2,3).

Fig.2.Riskofbias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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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Riskofbiassummary.

Ⅳ.고찰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상지 림 부종 삶

의 질에 한 한의학 치료의 임상 효과를 입

증하기 해 림 부종을 갖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 고

찰을 시행한 것이다.

고찰한 연구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약을 이용한 치료 으며 경구 복용 뿐 아니라

외용법을 다룬 연구도 많았다.주로 사용된 약재는

桃仁(Prunuspersica),紅花(Carthamustinctorius),

水蛭(Hirudonipponia),當歸(Angelicasinensis)등

活血去 藥과川芎(Cnidiumofficinale),木香(Aucklandia

lappa)등 理氣藥,金銀花(Lonicerajaponica),蓮翹

(Forsythiaviridissima)등 凊熱解毒藥이었다.가장

많이 쓰인 약재는 6편의 연구
17,19-21,23,36

에서 언 된

當歸(Angelicasinensis)이며,利水 腫,活血和 ,

行氣活血 등의 목 을 가지고 君藥 는 臣藥으로

처방에 배합되어 림 부종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 다.

침치료로는 온침27,28과 침29을 이용한 연구,

이 침
30
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는데 모두 일반 호

침과 마찬가지로 치료군이 조군에 비해 부종이

더 잘 호 됨을 알 수 있었다.

뜸치료 역시 부종 호 에 효과 이다.특히 한

연구는 항암요법을 3차례 받는 동안 뜸치료를 시

행하여 이후 발생한 부종의 심한 정도를 비교하

는데,치료군이 조군보다 경도 부종 발생 비율이

높고, 조군은 등도 이상의 부종이 발생한 비율

이 더 높아,뜸치료가 부종 발생의 방에도 효과

이라는 사실을 보여 다31.

침,뜸치료에 가장 자주 사용된 경 은 7편의 연

구에서 언 된 手厥陰心包經이다24-26,29-32.

이 고찰에 포함된 RCT 조군이 치료군에

비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인 연구는 1편이 있

었으나 이는 통계 으로 의미가 부족하 다(p>0.05).

본 연구가 지닌 한계 은 먼 ,한의학 치료의

범주를 한약,침,뜸으로 제한하 다는 이다.둘

째,본 고찰에 포함된 23편의 RCT는 연구 참여자

와 연구자에 한 가림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은 논문이 부분으로 연구방법의 질이 높지 않은

편이다. 한 이 고찰은 4개의 DB에서 검색된 한

국어, 어, 국어의 RCT를 포함하므로 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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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문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의학 치료가 기존의 림

부종 치료에 비하여 유방암 환자의 상지 림 부종

과 운동능력을 더 효율 으로 호 시킬 수 있다

는 근거를 얻기 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 결과를

종합했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 으로 이 체계 문헌고찰은 침,뜸,한약

을 포함한 한의학 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림 부

종 개선에 잠재성이 있으며 향후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 치료에 한의학 치료가 활용될 수 있음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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