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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ncer research trends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since 2000.

Methods: Cancer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journals were searched in databases from inception
to October 2022. The numbers of publications by journal and by year were descriptively assessed. Afte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pic modeling (based o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is research trend analysis involved 1,265 papers. Six topics were identified by topic modeling: case reports on
symptom management, literature reviews, experiments on apoptosis, herbal extract treatments of breast carcinoma cell lines,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herbal extracts, and anti-tumor effects. Keyword network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s of herbal
medicine were assessed in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while acupuncture was mainly mentioned in clinical reports.

Conclusions: Cancer research papers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journals have contributed to evidence-based medicine.
Further experimental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effects of on different hallmarks of cancer. Rigorous clinical studies are
needed to support clinica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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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이며, 2019년 모든 암 유병자수는 2,147,503명

이다. 5년 암상대생존율은 70.7%로 25년간 지속적

으로 개선되어 왔다1.

2012년 발표된 메타분석 논문에 의하면 암 환자

의 40%(95% 신뢰구간: 33%-47%)가 보완대체의

학을 이용 중이고, 43%(95% 신뢰구간: 38%-48%)

는 과거에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했다고 분석한다2.

호주의 암센터에서 실시한 설문 연구에서 항암 또

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이나 받는 중인 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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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1%는 암 치료 도중 침치료를 고려하겠다고 하

였다3. 국내에서 시행한 단면연구에 의하면 암 환

자 37%가 보완대체의학을, 30%는 한의약 치료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암 환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면역 강화, 정서⋅심리적 지지,

신체 건강 상태 개선 효과를 기대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재발 위험 감소, 생존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적었다4. 또 다른 단면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방암 환자의 53.4%는 인삼(홍삼)을, 23.3%는 한

약을 복용하고, 22.3%는 침치료, 7.3%는 뜸 또는

부항요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

자가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는 이유가 암의 진행

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5.

종합하면, 암 환자는 항암 효과 상승, 재발⋅전이

억제, 증상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완대체의

학을 이용하고 침, 뜸, 부항, 한약 등 한의학 치료

를 찾는다.

2022년 미국 통합암학회(The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와 미국 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가 발표한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방암 환자

의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통에 침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근거 수준 : 중등

도, 권고 등급 : 중등도). 침치료는 일반적인 암성

통증과 근골격계 통증에, 경혈 지압은 항암, 항암

⋅방사선, 표적, 호르몬 치료로 인한 통증에 사용

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근거 수준 : 중등도, 권고

등급 : 중등도)6.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는 성인의

암성 통증에 침치료, 전침치료, 경혈 지압이 통증

을 경감시키거나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니

약물요법과 함께 고려하라 권고하였다7. NCCN 전

문가 집단은 항구토 가이드라인8과 암성 피로 가이

드라인9에서 침치료를 권고하였다. NCCN 가이드

라인의 침 권고는 낮은 근거 수준에 기반하지만,

NCCN이 해당 중재가 적절하다고 일관된 합의 결

과를 도출하였음을 의미하는 카테고리 2A에 속한

다7-9. NCCN 암성 피로 가이드라인은 인삼과 생강

추출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언급하였으나 권

고하지는 않았다9.

이와 같이 국제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암 환자의

증상 관리에 침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근거

중심 의학에서 근거의 피라미드 최상층에 위치하

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

타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중재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이득이 위해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보고된

암 연구들은 한방 암치료가 근거 있는 치료로 인

정받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였을까?

한의학 암치료에 관한 국내 문헌 분석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Park 등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임상 논문 86편을 분

석하여, 한의학 암치료 논문 발표가 증가하는 추세

임을 밝혔다10. 2021년 Choi 등은 국내 한의학 암치

료에 대한 10년 동안의 임상연구 167편의 연구 설

계와 중재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11. Oh 등은 암성

통증에 대한 약침 치료 임상 연구 동향을 발표하

였으며, 증례 보고 8편과 무작위 대조군 연구 1편

을 분석하였다12. 그러나 위 연구들은 국내 한의학

암 관련 연구 중 실험 연구, 문헌 고찰 연구 등을

배제하고 임상 연구를 정리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

므로,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실린 암 관련 논문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하려는 논문 자료의 양이 방대할 때에 연구

자가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적 도구가 필요하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정리되지 않은 문

헌 집단에서 맥락과 관련된 단어들을 묶어 주제를

추론하는 통계 모델이다. 산업경영공학13, 수학교육

학14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elt Allocation,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이 연구 동향 분석에 사용되어

왔다. 한의계에서는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들의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는 연구에 쓰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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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15, 국내 학술지 문헌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

된 적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LDA 기반 토픽

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2000년 이

후 국내 한의학 학술지의 암 관련 연구 동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대

분류 의약학 중 중분류 한의학에 속하는 23개의 등

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22년 검색 시점까지 발표된 암 관련 연구이다.

23개 대상 학술지는 대한본초학회지, 대한상한금궤

의학회지, 대한암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대한한

방소아과학회지,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지, 척추신경

추나의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한방비만학회지, 한

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Journal of Pharmacopunctur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에서 발행하고 있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학술지는 KCI 대분류와 중분류 각각 복합학, 학제

간연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학술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내 학술지임을 고

려하여 작성 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인 LDA 토픽 모델링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이용해 주제를 추론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논문 제목만으로는 분석을 위한 단어를 충

분히 추출할 수 없으므로 제목과 초록이 함께 필

요하다. 따라서 초록이 없는 논문은 배제하였다.

2. 분석 대상 논문 선정

K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에 ‘암’, ‘종양’, ‘항암’, ‘방사선’, ‘cancer’, ‘tumor’,

‘carcinoma’, ‘neoplasm’, ‘malignant’, ‘chemotherapy’,

‘radiotherapy’, ‘癌’, ‘腫瘍’, ‘抗癌’, ‘放射線’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1차 검색하였다. 23개 대상

학술지의 웹사이트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수기 검색하

여 논문을 추가하고, 중복되는 논문은 제거하였다.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암과 관련되지 않

은 논문과 초록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검색을

수행한 기간은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였다.

3. 데이터 추출 및 기술적 분석

선정한 논문의 출판 연도, 학술지명, 제목, 초록

정보를 추출하여,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인 Endnote

X8과 Microsoft Excel로 데이터를 관리하였다. 이

중, 출판 연도와 학술지명을 이용해 기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4. 데이터 전처리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연어인 논문 제목과 초록

원본 데이터를 컴퓨터가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값

으로 변환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과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16. 아래 순서대로 데

이터 전처리를 하였다.

1) 원본 데이터인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어 단위로 나누는 토큰화(tokenization)

작업을 한다.

2) 단어의 품사를 분석하여 명사와 형용사만 남

겼다. 보통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명사만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학 논

문의 특성상 ‘anti-proliferative effect’에서 명사인

‘effect’보다 형용사인 ‘anti-proliferative’가 이 어구의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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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하였다.

3) 단어를 기본형인 표제어를 추출하는 방식

(lemmatization)으로 정규화하였다.

4) ‘The’, ‘of’, ‘and’ 같은 의미 없는 단어와 이후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study’, ‘effect’, ‘result’

등의 불용어(stop word)를 제거하였다.

5.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전체 문서의 주제를 유추하기 위

해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LDA는 문

서별 주제의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각 주제의 단어

분포를 알아내는 통계 모델이다. 각 주제는 단어의

분포, 즉 단어들의 유무로 특징지어지며, 문서는

내재되어 있는 주제들의 무작위 혼합이라는 것이

LDA의 기본 가정이다17.

전체 논문을 몇 가지의 주제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혼란도(perplexity)와 주제 응집도(topic

coherence), 2가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혼란도

는 특정한 확률 모델이 실제 관측되는 값을 얼마

나 유사하게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며, 주제 수가 늘

어날수록 혼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제

응집도는 하나의 주제 안에 의미론적으로 일치하

는 단어들이 모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주제

응집도가 높을수록 모델링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

다. 주제를 2가지부터 9가지까지 나눌 때의 혼란도

와 주제 응집도를 계산하여 혼란도는 낮고, 주제

응집도는 높은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전처리를 한 논문 데이터로 LDA 알고리즘을 이

용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각 주제의 상위 비

중 단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제명을

정하였다. 주제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IDM)를 그려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6. 하위 집단 분석

앞서 시행한 기술적 분석에서 암 관련 논문을

많이 출판한 상위 3위 학술지에서 다룬 논문의 주

제를 비교하기 위해, 상위 1, 2, 3위 학술지별로 토

픽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7.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국내 학술지의 암 관련 논문에서 어떠한 연구

주제를 다루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

시 출현 기반으로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

였다.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은 문헌에서 대상어와

다른 단어가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단어

들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비지도학습 분

석이다.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단어의

상대적 중요성’은 특정 단어와 연속적으로 연결되

는 모든 단어와의 거리에 따라 평균적인 연관도를

측정하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계수를

사용해 파악하였다.

위 분석은 python 3.7 프로그램에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nltk version 3.7, 토픽 모델링 패키지인

genism version 3.6.0, 연관어 분석 패키지인 apriori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Ⅲ. 결 과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KCI에서 1차 검색으로 1,586편의 논문을 찾았으

며, 한의학 국내 학술지 23개와 RISS에서 수기 검

색으로 논문 404편을 추가하였다. 총 1990편 중 중

복 논문 18편, 관련 없는 연구 논문 699편, 초록이

없는 논문 8편을 제외하였다. 총 1,265편의 암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2.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한의학 국내 학술지 23개 중 21개

학술지에서 총 1,265편의 암 관련 연구 논문을 게

재하였다. 아직 12월호가 발행되지 않은 2022년을

제외하고, 2000년~2021년까지 매해 중앙값 50.5편

(사분범위: 46.25-64.75편)이 출판되었다(Fig. 2).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암한의

학회지가 암 연구 논문을 많이 출간한 학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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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39편, 228편, 164편을 게재하였다. 반면, 척추

신경추나의학회지는 2편, 한국의사학회지는 1편 게

재하였고, 한방비만학회지,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

는 암 관련 연구 논문을 한 편도 게재하지 않았다.

Fig. 1. Flow chart for study selection.

Fig. 2. The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 암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 및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1080

3. 혼란도와 주제 응집도 계산 및 토픽 수 결정

전처리 과정을 거친 논문 데이터를 토픽 2가지

부터 9가지로 분류할 때의 혼란도와 주제 응집도

를 각각 계산하였다. 혼란도가 낮을수록 주제 응집

도가 높을수록 해당 확률 모델이 실제 문헌 결과를

잘 반영한다. 혼란도는 -8.54, 주제 응집도는 0.49인

6가지를 최적의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Fig. 3).

Fig. 3. (A) Perplexity score by number of topics, (B) Coherence score by number of topics.

4. 토픽 모델링 결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암 연구 논문을 LDA 알

고리즘을 이용해 6가지로 분류하는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Table 1). 각 주제에 대해 가중치 높은

주요 키워드들을 확인하고 주제명을 정하였다. 6가

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번째 주제. ‘세포자멸사에 대한 세포 실험(in vitro

experiments on apoptosis)’

2번째 주제. ‘암 환자의 증상 관리에 대한 증례

보고(case reports on symptom managements)’

3번째 주제. ‘문헌 고찰(literature reviews)’

4번째 주제. ‘한약 추출물의 항증식 효과에 대한 세

포 실험과 동물 실험(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herbal extracts)’

5번째 주제. ‘항암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anti-tumor

effects)’

6번째 주제. ‘유방암 세포주에 대한 한약 추출물

의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in vitro experiments on

effects of herbal extracts to breast carcinoma cell

lines)’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암 관련 연구의 주제는 한

약 추출물의 항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 연

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주제로는 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증례 보고와 기존 문헌 분석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간 거리 지도를 통해 주제 6가지의 구조적

관계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Fig. 4). 각 주제를 나

타내는 원의 크기는 키워드들이 해당 주제에 얼마

나 속해 있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주제들이 의미적으

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의 오른쪽에 실

험 연구에 해당하는 주제 1, 4, 5, 6이 위치하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세포자멸사에 대한 주제 1 연구

보다 종양의 증식, 항암 효과를 평가한 주제 4, 5,

6이 서로 유사하였다. 반면, 증례 보고와 문헌 고찰

은 실험 연구들과 거리가 있어 서로 연관성이 적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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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Topic label Keywords

Topic 1 In vitro experiments on apoptosis Cell, apoptosis, expression, protein, activity, inhibition

Topic 2 Case reports on symptom managements Patient, case, TKM, symptom, tumor, cell

Topic 3 Literature reviews Patient, TKM, research, trial, medical, review

Topic 4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herbal extracts
Cell, activity, rat, extract, proliferation, experiment

Topic 5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anti-tumor effects
Cell, rat, activity, anti-tumor, extract, experiment

Topic 6
In vitro experiments on effects of herbal
extracts to breast carcinoma cell lines

Cell, extract, activity, anti-tumor, breast, growth

*TK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able 1. Results of Topic Modeling

Fig. 4. Intertopic distance map on 6 topics of cancer research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5. 하위 집단 분석 결과

암 관련 연구 논문을 많이 게재한 상위 3개 한의

학 저널에서 다룬 연구 주제를 비교하기 위해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암한의학

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비교

하였다. 각각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4개의 토픽

수로 나누었다(Table 2). 대한한방내과학회지는 ‘항

암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세포자멸

사에 대한 세포 실험’ 연구와 ‘증상 관리에서 한약

사용에 대한 증례 보고’, ‘항암 치료 관련 증상에

대한 증례 보고’ 연구를 게재하였다. 동의생리병리

학회지는 세포 증식, 한약 추출물의 효과, 세포 자

멸사와 단백 발현에 대한 실험 연구 비중이 높았

다. 대조적으로 대한암한의학회지에서는 증례 보고

등 임상 연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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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name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Oncology

Topic 1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anti-tumor effects

(Keywords: Cell, activity, research,
experiment, rat, anti-tumor)

Case reports on TKM use in
lung cancer

(Keywords: Cell, tumor,
patient, case, lung, TKM)

Case reports on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Keywords: Cell, patient, research,
case, activity, chemotherapy)

Topic 2

Case reports on the use of
herbal medicine in symptom

managements
(Keywords: Patient, case, TKM,

symptom, herbal, quality)

In vitro experiments on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cell

proliferation
(Keywords: cell, apoptosis, extract,
activity, proliferation, manner)

Medical chart review on
patients using TKM

(Keywords: patient, TKM,
symptom, life, hospital, medical)

Topic 3
In vitro experiments on apoptosis
(Keywords: Cell, expression,

extract, apoptosis, tumor, activity)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on the effect of herbal extracts
(Keywords: Cell, rat, extract,

tumor, patient, activity)

Case reports using herbal medicine
(Keywords: patient, TKM, case,

research, cell, herbal)

Topic 4

Case reports on
chemotherapy-related symptoms
(Keywords: Symptom, patient,
chemotherapy, cell, TKM, pain)

In vitro experiments on
apoptosis and protein expression
(Keywords: Cell, apoptosis,

expression, mechanism, activity,
protein)

Case reports on
chemotherapy-related symptoms
(Keywords: patient, case, TKM,
chemotherapy, tumor, symptom)

*TK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able 2. Comparison of Topic Modeling Results of Top 3 Journals in Order of the Number of Publications

6.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단어들의 동시 출현 기반 분석을 통해 한의학

암 연구 논문 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

와 함께 보고되었는지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Fig. 5).

연관어네트워크분석결과우측의침치료(acupuncture)

는 환자, 증례, 한의학 단어와 연관 관계가 있었으

나, 실험 연구 관련 단어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네

트워크 좌측의 한약 복합물(herbal-formula), 한약재

추출물(extract) 단어는 환자, 한의학 등 임상 관련

단어 외에도 종양, 억제, 증식, 성장, 기전, 단백질,

쥐, MTT(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 등 실험 연구 관련 단

어와 연관되어 있었다.

연구 설계에 따라 연결된 단어 노드(node)들이

달랐다. 우측의 환자(patient)와 연관성 있는 단어

는 한의학, 증상, 종양, 삶의 질, 병기, 생존 등이었

으며, 앞의 토픽 모델링에서 확인했던 2번째 주제,

‘암 환자의 증상 관리에 대한 증례 보고’ 외에도

‘암 환자의 생존에 대한 증례 보고’도 일부 존재했

다고 판단한다. 반면, 좌측의 세포(cell)와 연관성

있는 단어는 세포자멸사, 추출물, 발현, 억제, 단백

질, 증식, 세포주, 기전, 성장, 세포독성, 세포 생존

능, 종양, caspase, 세포 괴사, 쥐, 농도, MTT assay,

유전자, 유도, 실험, 세포주기, 한의학, 전이, 생존,

생산, Bcl-2(B cell lymphoma gene-2), Bax, 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p53, 인산화효소

(kinase), 상향 발현 등이었다. 즉, 시험관 실험, 동

물 실험 등 한의학 암 관련 실험 연구에서는 MTT

assay 등을 통한 한약 추출물의 암세포의 생존능을

감소시키는 세포 독성 효과, p53, Bcl-2, Bax 등의

발현 조절을 통한 암의 세포자멸사 기전을 확인하

는 것이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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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etwork of keywords co-occurrence in term of closeness centrality.

7.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이상 토픽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확인한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 학술지의 암

관련 연구 동향을 근거 피라미드와 함께 도식화하

였다(Fig. 6). 대표적인 한의학 중재인 침치료와 한

약 두 가지로 나누었다. 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보고한 증례 또는 연속 증례 논문

이 있었고, 침치료 중재를 포괄하는 문헌 고찰 논

문이 있었다. 한약물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가 전체 연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나, 침치료의 효과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는 거

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약의 효과를 보고한 증례

논문이 있었으며, 한약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연구도 있었다.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서 증례 보고

보다 상위 근거 수준이며,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

타분석의 기반이 되는 무작위 임상 대조시험 연구

나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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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search trends in oncology with hierarchy of evidence.

Ⅳ. 고 찰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KCI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 한의학 학술지에서 게재한 암 관련 연

구 논문의 동향을 LDA 기반 토픽 모델링과 연관

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기법은 대규모의 문헌 정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총 1,265편의 한의학 암 관련 연구 데이

터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6가지 주제로, 즉 ‘주제

1: 세포자멸사에 대한 세포 실험’, ‘주제 2: 암 환

자의 증상 관리에 대한 증례 보고’, ‘주제 3: 문헌

고찰’, ‘주제 4: 한약 추출물의 항증식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주제 5: 항암 효과에 대

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주제 6: 유방암 세포

주에 대한 한약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

으로 분류하였다. 침치료의 효과는 임상 연구에서

만 보고하였지만, 한약은 임상 연구 외에도 실험

연구에서 폭넓게 다루었음을 확인했다. 임상 연구

에서는 증상 관리와 암 환자의 생존 연장 등을 다

루었다. 시험관 내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는 한약물

의 항암 효과, 세포 독성 효과, 암의 세포자멸사 촉

진을 주로 다루었다.

기존에 한약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

실험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는 없었다. SCI

학술지에 게재된 암세포주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연구 68편의 경향을 분석한 2004년

연구에서는 각 실험 연구 중 69%가 항암 기전 중

세포사멸로의 기전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 세포주

기 정지, 세포 독성, 활성산소 및 NF-κB 관련, 신

호 전달 관련 기전을 다루었다고 정리했다18. 본 연

구에서 토픽 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확인한 세포 실험의 내용도 기존 경향 분석과

상통한다. 주제 6가지 중 1가지는 ‘세포자멸사에 대

한 세포 실험’이었다. 연관어 분석에서 세포자멸사,

단백, 발현, p53, Bcl-2, Bax, caspase 등이 세포와

연관성 있는 단어로 나왔다. 세포자멸사는 손상되

었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를 조직에서

제거하는 중요한 기전이다. 종양 억제 단백질 p53

은 세포자멸사 기전을 활성화하고, 세포자멸사를

막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발

한다. Bcl-2와 Bax는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에 존재

하는 단백질로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 사이

에 존재하는 cytochrome c 등의 단백질을 통로를

통해 세포질로 분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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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Bcl-2는 이 통로를 막아 세포자멸

사를 억제한다. Bax는 p53에 의해 조절을 받아 통

로를 열어 cytochrome c가 미토콘드리아의 틈을 통

해 세포질로 나와 Apaf-1과 결합해 apoptosome이

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Apoptosome은 세포질

내에서 불활성화 상태인 procaspase를 활성화된

caspase 9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하나의 caspase가

활성화되면 다음 caspase가 연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단백질 분해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게 되

어 세포자멸사를 일으키게 된다19,20.

한약이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자멸사 유도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된 점은 흥미롭

다. 그러나 여러 복잡한 항암 기전 중 특정한 기전

으로만 연구 대상이 편중된 것은 아쉽다. 2000년

출판된 ‘암의 특성(the hallmarks of cancer)’은 종

양이 발달하는 과정 중 6가지 능력을 획득한다고

제시하였으며21, 2011년에는 여기에 4가지 특성이

추가되었다. 종양은 ‘유전적 불안정’, ‘증식 신호 유

지’, ‘성장 억제 인자 차단’, ‘세포자멸사 저항’, ‘복

제적 영구성’, ‘세포 에너지 활동 조절 장애’, ‘종양

촉진성 염증 환경’, ‘면역시스템 회피’, ‘신생혈관 형

성’, ‘침윤 및 전이 활성화’, 총 10가지 특성을 복잡

하게 나타낸다고 하였다19. 2022년 1월에는 ‘표현형

가소성 해제(unlocking phenotypic plasticity)’, ‘비돌

연변이성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nonmutational

epigenetic reprogramming)’, ‘다형성 미생물군집

(polymorphic microbiomes)’, ‘노화 세포(senescent cells)’

4가지 특성이 추가되었으며22, 암의 진행 과정에는

총 14가지 특성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고형암에 대

해 1차 표준치료법으로 종양을 절제하더라도 종양

에 유리한 이런 미세 환경은 지속되기 때문에 재

발 및 전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합암치료가 필요하

다는 것에 강한 당위성이 있다. 2015년 전세계 180

명 전문가 집단은 종양생물학적 암의 특성과 미세

종양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치료접근법을 제시하였

고, berberine, cordycepin, kaempferol, luteolin 등

여러 한약재 또는 생약의 유효 성분이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암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 합의를 도출

하였다23. 따라서, 향후 한의학계에서도 앞으로 한

약물의 암세포의 증식 능력 억제, 세포자멸사 유도

기전뿐 아니라 다양한 암 증식 경로 억제 기전 연

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한의학 암치료

임상연구를 고찰한 논문은 증례 보고 논문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조군 임상연구 수는 133편 중

5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한의학

암치료 연구가 초기 단계라 큰 규모의 연구를 수

행하기에 자본과 환자 모집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

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24. Park 등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임상 논문 86편을 분석하였는데,

증례 보고의 비율이 높고 코호트 연구와 임상시험

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잘 설계된 대규모 연구

를 수행하기에는 한의계의 경험, 환자군, 자본이

미흡하다고 하였다10. 2021년 Choi 등은 국내 한의

학 암치료에 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167편을 분석

하였는데, 증례보고가 67.7%, 연속증례보고가 18.0%,

무작위 대조시험이 6.0%, 사전사후 연구가 4.8%,

후향적 차트리뷰가 3.6%이라 하였다. 앞의 두 고찰

논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암 환자에 대한 한의학

치료가 초보적인 수준이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도 1차원적으로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임상 코호트 연구가 결핍되어 있어 근

거 수준이 높은 임상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다르게 해석한다. 국내 임상시험

을 등록하는 시스템인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정보서

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에는 다수의 무작위 배정 대조군 이중맹검 한의약

임상시험이 등록되어 있다25. 국내 한의학 등재 학

술지에 증례 보고 이상 수준의 임상 연구가 게재되

는 비율이 적은 것은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중 한 가지인 ‘학술지 선택(journal selection)’의 가

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학술지 선택’은 연구자가

흥미롭지 않다고 인식하는 연구 결과를 중요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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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 투고하지 않거나, 대한민국과 같이 영어를 공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연구자들이 부정적

인 연구를 영어로 출판되지 않는 국내 저널에 투

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26. 이를 볼 때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같이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 출판하여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국내 대학

기관에서 시행한 암성 피로에 대한 한약 임상시험27,

암 관련 식욕부진에 대한 한약 임상시험28은 SCI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국내 한의학계 학술지에

발표된 암 관련 연구를 토픽모델링과 연관 네트워

크 분석 기법을 이용해 동향 분석을 한 것이다. 데

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찾지 못한 연구를 보완하

기 위해 수기 검색을 통해 암 관련 논문을 추가하

였다. 그럼에도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

은 연구가 있을 경우 전체 분석 결과가 실제 연구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은 기

술적인 한계점이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자연

어 처리 패키지가 의학 용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종양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임

상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표준화 작업을 수행

하여야 했다. 만일 이런 인공지능 기반 문헌 분석

법이 지속적으로 한의학계 연구 동향 분석에 적용

될 것이라면, 의학 문헌 전처리 목적으로 개발된

자연어 처리 도구가 있어야 연구자 개개인의 특성

에 영향받지 않는 재현성 있는 분석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토픽모델링은 단어의 분포를 토

대로 문헌 집단의 주제를 추론하는 통계적 모델이

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의학 암 관련 연구 문헌

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 6가지를 추출한 것

으로 각각의 주제는 확률값을 갖는다. 문헌 집단을

범주화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때문에 기존의 임상 연구 동향 분석과 같

이 증례 보고는 몇 편, 후향적 차트 분석 논문은

몇 편과 같은 기술적 특성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장점

이 있다. 이 연구는 KCI 등재 학술지 및 등재 후

보 한의학 학술지의 전체적인 암 연구 동향을 살

펴보기 위한 첫 번째 연구로, 기존 연구보다 넓은

문헌 집단에 대해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픽

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암 관련

논문에서 주요 관심사였던 주제와 상대적으로 다

루지 않았던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할 수 있었다.

암 환자의 증상 관리에 대한 국제 임상 지침에

서 침치료를 권고하는 것은 체계적 문헌 고찰과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 일관된 치료 효과를 보

여 전문가들에게 해당 중재에 대한 권고가 최선의

임상을 반영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자와 국외 연구자들이 근거 수준 높은

연구들을 수행하며 기여해왔기 때문에 이런 권고

안에 한의학 중재가 진입할 수 있었다6-9. 실제 임

상 현장에서 의료진은 임상 지침에서 권고하는 한

의학 중재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학술지 함께

연구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며 한의학

암치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Ⅴ. 결 론

2000년 이후 KCI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

한의학 학술지에서 출판한 암 관련 논문 1,265편을

토픽 모델링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확인한 결과, 세포 자멸사, 한약 추출물의

종양 증식 억제 효과, 항암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험 연구 외에 암 환

자의 증상 관리와 종양 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와

기존 문헌 고찰 연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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