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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림프부종(Lymphedema)은 림프계의 외적(또는 내적) 증상으로 림프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림프액 

이동장애이다. 림프절 절제술, 방사선 치료, 림프혈관 경화증 등 반복적인 림프관염(Lymphangitis) 등에 

의해 이차성 림프부종(Secondary lymphedema)이 발생한다. 암치료 후 발생한 이차성 림프부종 관리 

권고안은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상 의사가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림프부종 관리 권고안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권고안을 개발하여 진료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1. 권고안의 범위

본 권고안은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의 역학, 위험요소, 진단, 치료 및 생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일차성 림프부종은 본 권고안에 다루지 않았다. 

2. 권고안의 목적

본 권고안은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암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외과, 산부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와 림프부종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의료진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개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 놓인 환자에 시행된 진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3. 권고안 개발 방법

1) 권고안 항목 결정

본 권고안은 림프부종의 진단, 치료, 관리 등 크게 세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각각의 주제별로 기술할 

세부항목들이 2014년 1월에 14명으로 구성된 “진료지침개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ma)”에 의해 

선정되었고, 진료지침개발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재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항목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최종 집필 항목을 결정하였다.

머리말

2) 권고안의 기술방법의 결정

진료지침개발 태스크포스팀은 총 3회의 회의와 2회의 워크숍을 거쳐서 권고안을 발간하였다. 본 

진료지침의 개발은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모두 검토한 후, 국내 권고안의 권고 수준과 근거 수준은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3) 권고안 집필 위원의 선정

대한림프부종학회에서 요청하여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추천 받은 자를 진료지침 

개발 태스크포스팀 및 집필위원회로 구성하였다.

4) 집필과정

각 주제별로 구성된 집필 위원회의 주제 책임자의 주도하에 세부항목에 대한 기술을 완료하였다. 

진료지침 집필 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주제 책임자의 검토를 거치고 내부 교정을 시행하여 진료지침의 일차 완성본을 제출하였다.

5) 위원회 및 학회 회원의 검토

제출된 권고안의 일차 완성본은 태스크포스팀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학회 회원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일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권고안이 제작되었다.

6) 외부전문가의 검토

제출된 진료지침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유관 학회 등 연구진 이외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권고의 강도와 근거수준은 Grades of Recommendation,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ADE) 방법을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근거수준의 등급체계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설계방법, 연구의 질, 일관성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근거의 질평가를 실시하였다. 높은 등급(I)은 무작위 

연구나 메타분석에 의해 근거가 입증되어 후속연구에서 효과의 추청치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변하지 

않을 경우, 중등도 등급(II-1)은 잘 고안된 통제연구나 비무작위 연구(Well-designed Controlled or 

Uncontrolled Nonrandomized Studies)로 후속연구가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경우, 중등도 2등급(II-2)은 효과의 추정치가 불확실한 경우로 비무작위 

연구 등이 포함되고 중등도 3등급(II-3)은 증례보고나 증례 시리즈 등 효과치를 확실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의견 등 임상 경험에 근거한 의견은 III등급(낮은등급)으로 간주하였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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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의 근거수준

Ⅰ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으로부터의 근거

Ⅱ-1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으로부터의 근거

Ⅱ-2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코호트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의 근거

Ⅱ-3
중재 혹은 비중재 연구에서 도출된 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비교(대조군이 없는 

실험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포함 될 수 있음)

Ⅲ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기술연구나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

임상지침 권고안 개발 참여 전문가 명단

총괄 위원장: 배하석(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진료지침개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름 소속 분야

일반적 고려사항

신경환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

이정언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학

임명철 국립암센터 산부인과학

진단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핵의학

수술적 치료 
문구현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학

이경복 서울의료원 혈관외과학

비수술적 치료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

원선재 여의도성모병원 재활의학

심영주 고신대학교병원 재활의학

생활(운동, 식이)
양은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

류은정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머리말

림프부종의 일반적 고려 사항(역학, 위험 요소 등)

림프부종(lymphedema)은 림프계의 외적(또는 내적) 증상으로 림프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림프액 

이동장애이다. 이는 단일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소적인 장애나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세포 외 공간에 과도한 물, 투과된 혈장 단백질, 혈관 외 혈액 세포, 기질 세포 등의 

축적으로 인해 부종(Swelling)이 발생한다. 점차 세포외 기질 성분이 실질 조직에 축적하여 증식하는 

것이다. 림프액 배출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림프액의 이동이 감소된 상태가 림프부종이다. 선천성 

림프계 생성 부전으로 일차성 림프부종(primary lymphedema)이 발생하고, 림프절 절제술, 방사선 

치료, 림프혈관 경화증 등 반복적인 림프관염(lymphangitis) 등에 의해 이차성 림프부종(secondary 

lymphedema)이 발생한다. 

한편, high output failure은 정상 림프계에서 과도한 양의 혈액의 여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간경화(ascites), 콩팥증후군(nephrotic syndrome; anasarca), 하지의 정맥 순환 부전(peripheral 

edema) 등이 있다. 이는 림프액의 생성이 흡수보다 과할 때는 언제든지 조직의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림프액 순환 부전으로 생기는 림프부종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high output 

lymphatic transport failure가 오래 지속되고 점차적으로 림프계의 순환을 망가뜨리면서 전체적인 림프 

순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감소된 림프계 순환 능력은 말초 혈관의 여과를 증가시킨다. 예로 

반복적인 염증, 화상,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림프계의 “safety valve insufficiency(안전 

밸브 기능부전)”와 연관이 있고, 부종과 림프부종의 혼합 양상을 보이면서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유미성(Chylous) 또는 비유미성(non-chylous) 삼출액 역류 말초 림프부종(peripheral lymphedema)은 

흔하지 않고, 특정한 진단, 치료 방법이 필요한 복잡한 질환이다. 

통상 부인암으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한 후 약 20 % 이상의 환자가 하지 부종을 호소하고, 약 10 % 

전후로 하지 림프부종을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으로 액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약 10 % 미만에서, 액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 % 

이상에서 상지 부종이 진단된다. 림프절 절제술 후 림프부종의 발생 위험 요인으로 절제된 림프절 갯수가 

많은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 후 감염, 고령, 불량한 위생 상태나 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암 치료의 일환인 림프절 절제술과 추가적인 치료 및 관련 합병증이 림프부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림프절 전이 종양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림프부종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암 치료 전 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상의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사지의 림프부종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로 부종의 호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림프부종이 

진행되면 완치가 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므로 평생을 두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림프부종은 환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순응도가 있어야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 림프부종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염증(-cellulitis/lymphangitis), 점진적으로 피부의 elephantine trophic change가 생길 수 있고 때로 

장애상태가 되거나 드물게 치명적인 혈관육종(Stewart-Treves Syndrome)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림프부종의	일반적	고려	사항(역학,	위험	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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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

1. 핵심 질문

1) 림프부종의 진단방법은?

2) 심한 림프부종의 기준은?

3) 림프부종의 추적 관찰기간 및 간격은? 

4) 림프부종 평가방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2. 내용과 근거 수준

1) 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방법은?

림프부종의 표준화된 진단방법은 줄자를 이용한 팔 둘레 측정법, 물 대치법에 의한 부피 측정법, 

바이오임피던스(bioimpedance) 측정법, Perometer에 의한 부피 측정법, 자각증상 자가보고 등이 

있다.(Level III)

이전의 논문에서 정해진 “gold standard” 검사법은 없으나, 병원 외래에서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은 팔둘레 측정법1-3(Level II-2)과 물 대치에 의한 부피 측정법1,2,4-7(Level II-3)이, 초기에 체외세포 

수분량(Extracellular Water)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임피던스(bioimpedance) 측정법이, 정확한 부피 

측정을 위해서는 perometer가 이용된다.(Level II-2)

팔둘레 측정법은 4부위(중수골지관절, 손목, 상완골 외상과에서 10cm 아래와 위 부위)에서 측정하여 

어느 부위에서나 2cm 차이가 있으면, 림프부종을 진단할 수 있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21(Level II-

2) 또는 상지의 제 1수지와 제 5수지의 중수골, 손목(경상돌기의 원위부 경계), 그리고 팔의 10 cm 간격 

근위부를 측정하여 양측 둘레의 합의 차이가 5cm 이상일 때 림프부종을 진단할 수 있다.9(Level II-2) 팔 

둘레를 측정한 다음에 정해진 공식(the formula for frustum or truncated cone)을 통해 부피를 구할 수 

있다.3(Level II-2)

부피 측정법은 물 대치법을 이용하였을 때 양팔의 부피의 차이가 200 mL 이상인 경우, 부피의 차이가 

10 %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민감도(각각 90 %, 73.3 %), 특이도(각각 71.7 %, 78.3 %) 모두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12(Level II-3) Bioimpedance는 MFBIA (multiple 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를 이용하여 사지에 약한 교류를 통과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체내 총 수분량과 

체외세포 수분량을 측정하여 림프부종을 진단할 수 있다. 체외세포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재현성과 타당성이 좋고, 림프부종의 초기 진단과 경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4(Level II-3) 

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multiple 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MFBIA)의 비가 0.102 

이상 증가하였을 때 림프부종으로 정의하고, 기준은 양팔의 MFBIA의 비가 우세 팔의 경우 1.139, 비 

우세팔의 경우 1.066이다.4(Level II-3) 자각증상 자가보고는 상지의 무거움(heaviness), 조임(tightness), 

부종(swelling)에 대한 설문 조사 형식으로, 아주 경미한 변화로 본인만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부종은 

1점, 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위의 친한 사람이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부종은 2점,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여 환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 차릴 수 있는 정도의 부종은 3점으로 림프부종을 구분하기도 한다.8(Level 

II-3)

Perometer는 보조적인 진단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부피가 반대측 팔보다 200 mL 이상, 크고, 

perometer상 반대측보다 2cm 이상 클 경우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및 정확도를 

고려하였을 때 부피 100 mL와, perometer 2cm 이상, Volumetry 10 % 이상과 perometer 10 % 보다 

우수한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12(Level II-3)

표1. 림프부종의 정의 기준

팔둘레 측정법

양측 팔 둘레를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차이가 2cm 이상 나는 경우(단, 2cm 이하의 차이도 

경도의 림프부종으로 간주)

양측 팔 둘레의 합의 차이가 5cm 이상인 경우[측정부위: 제1수지, 제5수지의 중수골, 손목(경상돌기의 

원위부 경계), 팔의 10cm 간격 근위부]

부피 측정법 양팔의 부피의 차이가 200 mL 이상인 경우

Bioimpedance
Multiple 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MFBIA)의 비가 0.102 이상 증가한 경우

(우세 팔 : 1.139, 비우세팔 : 1.066)

자가보고

(Self report)

설문조사 형식

1점 : 아주 경미한 변화로 본인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부종은

2점 : 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위의 친한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부종

3점 :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여 환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부종

Perometer 부피가 반대측 팔보다 200 mL 이상 크고, Perometry상 반대측보다 2cm 이상 클 경우

2) 림프부종에서 임상적 중증도의 기준은?

평가방법 중에 림프부종의 중증도가 언급된 것은 팔 둘레 측정법이다. 팔둘레를 좌우측의 6부위(손바닥, 

손목, 전완의 2부위, 상완의 2부위)에서 측정하여 팔둘레의 차이가 ≤ 2cm 인 경우는 경도의 림프부종,  

> 2cm 또는 < 5 cm은 중등도의 림프부종, ≥ 5cm은 중증의 림프부종으로 구분된다.8(Level II-3) 하지만, 

이 기준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3) 림프부종의 추적 관찰기간 및 간격은? 

이전의 연구에서 림프부종의 추적 관찰기간과 간격을 제시한 기준은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을 

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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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방암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내에 림프부종의 평가를 권유하고,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치료 

도중에 1주일 마다 평가를 고려한다. 림프부종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2-3개월마다 1-2년간 추적관찰을 

추천한다.4(Level III).

4) 림프부종 평가방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림프부종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지의 부피를 측정하거나 체외세포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림프부종이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 초기이거나, 조직이 섬유화된 경우에는 상지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림프부종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 상지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은 perometer를 이용한 방법이 

정확하고, 물 대치법이나 팔 둘레의 측정을 통한 부피의 측정도 신뢰성이 있는 평가방법이다.1,4(Level 

III) 팔 둘레 측정과 물 대치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하여, 검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검사자간과 검사자내간 신뢰도(interrater and intrarater reliability)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가 0.99로 임상적으로 림프부종을 평가하는 데 신뢰성이 있는 검사 방법라는 

연구도 있다.1(Level II-2) Bioimpedance와 perometer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검사자간과 검사자내간 

신뢰도(interrater and intrarater reliability)가 매우 높은 검사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4,12(Level II-2) 

3. Key Point

1)  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은 팔둘레 측정법과 물 대치법에 의한 부피 측정법을 주로 이용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바이오임피던스(bioimpedance) 측정법과 perometer에 의한 부피측정법도 유용하다.

2) 심한 림프부종의 기준은 양측 팔둘레의 차이가 5cm 이상일 때이다.

3)  림프부종의 평가는 유방암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내에 시행하고, 추적검사는 2-3개월마다 1-2년간 

추적관찰을 추천한다. 

4)  팔둘레 측정법, 물 대치법의 부피 측정법, bioimpedance 측정법 및 perometer의 부피측정법은 

림프부종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데 신뢰성이 있는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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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영상적 진단 

1. 핵심질문 

1)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림프신티그라피(Lymphoscintigraphy)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경우는?

2)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X선 CT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경우는?

3)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MRI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경우는?

4)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초음파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경우는?

2. 내용과 근거 수준 

1)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림프신티그라피(Lymphoscintigraphy)의 적응증 

가) 림프부종과 다른 원인의 부종과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1-3(Level II-2)

림프신티그라피는 림프부종과 다른 원인의 부종과 감별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림프부종을 진단하는 림프신티그라피의 진단성적은 예민도 73-97.4 %, 특이도 90.3-100 %로 매우 

우수하다. 림프신티그라피에서 림프부종을 시사하는 소견들로는 림프절 섭취 감소, 주림프관 섭취 감소 

또는 부재, 부행 림프관의 관찰, 비부역류의 관찰, 각종 정량지표들의 이상 등이 있다.

나) 물리치료 전의 림프계의 기능평가 및 치료 후 치료 효과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4-8(Level II-2)

사지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림프계의 기능 자체가 

호전되었는지 아는 데 림프신티그라피가 도움이 된다.  복합림프물리치료 전후에 시행한 

림프신티그라피에서 물리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았던 환자군에서는 피부역류의 양이 감소하고, 림프관 

섭취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임상병기와 림프신티그라피상/SPECT-CT상의 기능적 중증도를 함께 고려한 림프부종의 새로운 중증도 

평가기준은 임상병기 보다 물리치료에 대한 반응을 더 잘 예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미세수술 전의 림프계의 기능평가 및 치료 후 치료 효과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5,9-11(Level II-3)

미세수술 전후에 시행한 림프신티그라피에서 수술에 대한 효과가 좋았던 환자군에서는 림프신티그라피상 

림프계 흐름이 좋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라) 물리치료의 효과 또는 예후에 대한 예측12-17(Level II-2)

복합림프물리치료는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므로, 어느 환자가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지 예측하는 

림프부종의	임상적	진단

것은 중요하다.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좋은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치료 전 

림프신티그라피에서 1시간 영상과 이후 30분 정도의 시험적 도수림프배출법를 하고 얻은 2시간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1시간 영상에 비하여 2시간 영상에서 피부역류가 감소하는 소견이 치료효과가 더 좋았던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자주 발견되었다. 초기 임상병기 상하지 림프부종 환자에서는 복합림프물리치료 전 

시행한 림프신티그라피상 주림프관 섭취가 보이는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치료효과가 유의하게 

좋았다. 부인과암 치료 후 발생한 하지 림프부종에서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환자군은 치료 

전 림프신티그라피상 피부역류의 양이 나쁜 환자군보다 적었다.

또한, 유방암 치료 후 생긴 림프부종에서 림프신티그라피상 액와림프절의 섭취비는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한 치료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부인암 치료 후 발생한 단측성 하지 림프부종에서 

림프신티그라피상 하지의 섭취비는 복합림프물리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림프부종환자에서 합병증인 봉와직염, 피부림프선염 등의 감염은 림프계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이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치료 전 림프신티그라피에서 주림프관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군이 관찰되는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추적 관찰 중에 감염이 발생되는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치료 전 림프신티그라피에서 주림프관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CT의 적응증

CT 역시 상하지 부종이 있는 환자에서 림프부종과 다른 원인의 부종의 감별 진단에 90% 이상 예민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좋은 진단 성적을 보이고 있다.18(Level II-3) 그러나, CT는 전신영상을 얻기에는 비용 

및 방사선 피폭량이 높으며, 림프계의 기능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진단 목적으로는 림프신티그라피 

시행이 어렵거나, 부종의 원인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다. 림프부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부종의 원인이나 부종악화의 원인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는 

부종악화가 암의 재발 또는 진행에 의한 것이 아닌지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3)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MRI의 적응증19-22(Level II-2)

MRI는 림프부종의 진단에 방사선 피폭 없이 비슷하거나 높은 진단 성적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CT와 

마찬가지로 림프부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부종의 원인이나 부종악화의 원인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Magnetic resonance lymphangiography 프로토콜로 영상을 얻는 경우는 림프관을 잘 영상화 할 수 있어 

미세수술 계획에 도움이 된다.

4) 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서 초음파의 적응증

초음파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이 우수하며 비침습적이므로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초음파는 CT, MRI와 더불어 타질환과의 감별에 사용할 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용하다.14-17(Level II-3)

초음파는 피부진피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림프부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23, 24(Level II-

3). 또한, 초음파는 물리치료의 반응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25,26(Level II-3) 림프부종이 

외에 관절염, 활막염, 말초혈관질환 등의 다른 연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진단하는 데에 초음파가 

림프부종의	영상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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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27,28(Level II-2)

초음파를 이용한 림프부종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왔는데, 대표적으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의 

두께 측정, echogenicity의 변화,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한 압력에 대한 조직의 물리적 특성 및 최근에는 

간접적 부피측정이 그것이다. 피부 및 피하지방층의 두께 측정은 팔둘레 측정법과 더불어 부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30-35(Level II-3) echogenicity의 변화는 국제림프학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의 림프부종 분류에 비례하여 림프부종의 중등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의존성 부종 및 수술 후 부종과 림프부종을 감별하는 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29-31,33(Level II-3)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한 압력에 대한 조직의 저항성은 부피 

변화뿐 아니라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하며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와 압력을 가했을 

때의 연부조직 두께의 차를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의 연부조직 두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32,34(Level 

II-3) 마지막으로 최근 초음파를 이용하여 단면적의 넓이를 측정하는 것은 연부조직의 부피를 측정하는 

대체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35(Level II-3) 

그러나, 초음파를 이용한 림프부종의 평가는 검사자 의존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숙련된 의료진을 

통한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3. Key Point

1) 림프부종의 영상진단에는 림프신티그라피, CT, MRI, 초음파가 유용하다.

2) 림프부종의 기능적 중증도 및 예후 예측에 유용한 영상검사는 림프신티그라피와 초음파이다.

3) 림프부종의 치료에 대한 반응평가에 유용한 영상검사는 림프신티그라피와 초음파이다.

4) 림프부종 이외의 다른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영상검사는 CT, MRI, 초음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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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비수술적 치료

Ⅰ.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1. 핵심질문 

1) 복합림프물리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2)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복합림프물리치료의 효과

림프부종에서 복합림프물리치료의 경우 그 구성 요소를 다르게 하여 시행된 다양한 연구에서 치료 전후에 

모두 호전을 보이고 있었다.1-15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된 무작위대조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근거 수준은 Level II-1에 해당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연구가 

시행될 수 없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림프부종에서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유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복합림프물리치료와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 경우 그 효과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7,10(Level II-1) 이러한 결과는 상지 및 하지의 림프부종 모두에서 비슷하였다.2-4,8,9,15 한편, 

림프부종이 없는 유방암 수술 후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시행된 복합림프물리치료가 림프부종이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Level I)

2)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 

복합림프물리치료의 구성은 대부분 도수림프배출법, 압박치료, 자가운동, 피부 관리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연구가 이중의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 혹은 제외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직 논란이 있으나, 리뷰 논문16(Level I)에서 이들 요소는 함께 시행될 때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반적으로 2주-6주 간의 집중치료기와 

이어지는 수개월 간의 관리기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부종의 경과에 따라 집중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Level III) 개별 요소의 효과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3. Key Point

복합림프물리치료는 림프부종의 유효한 치료법으로 시행이 권장된다.

림프부종의	비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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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압박치료(Multilayered compression bandage, compression 
stocking, intermittent pneumati compression)

1. 핵심질문 

1) 압박붕대(multilayered compression bandage)는 림프부종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

2) 압박붕대의 압력 정도와 붕대 종류의 차이가 부종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압박 스타킹(compression stocking)은 림프부종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

4) 간헐적 공기압박치료기(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는 림프부종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

5) 간헐적 공기압박치료와 도수림프배출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있는가?

6) 간헐적 공기압박치료기의 특성(압력, chamber수, 시간 등)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압박붕대의 림프부종 치료 효과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임상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리뷰논문1(Level I)에서 압박붕대는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치료 전후 비교를 통한 연구2-4(Level I)에서 압박붕대 단독치료는 부종감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압박붕대 치료법은 부종의 감소뿐 아니라 부종 팔의 무게감(Heaviness)과 팽팽함(Tension)의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3(Level I) 그러나 현재까지 압박붕대 치료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참고문헌은 찾기 

어려웠다.5(Level I)

2) 압박붕대의 종류와 압력 

압박붕대하(Sub-bandage pressure) 압력을 달리한 연구6(Level I)에서 낮은 압력(20-30mmhg)과 

높은 압력(44-58mmhg)은 부종 감소의 차이는 없었고 낮은 압력에서 환자의 순응도가 높았다. 저탄력 

붕대 대신 Kinesio tape를 사용한 연구7(Level I)에서 저탄력 붕대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게 Kinesio 

tape이 저탄력 붕대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기간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압박붕대 치료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드물며 2013년 ISL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8 

(Level III)에서는 압박붕대 치료를 반드시 전문가에게 시행할 것을 추천했다.

3) 압박스타킹의 림프부종 치료 

압박스타킹을 시행한 군과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연구9(Level I)에서 압박스타킹은 부종 감소의 

효과를 보였다.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은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단독 압박스타킹을 시행한 경우10(Level 

I),11 (Level II-1)에서도 부종감소가 관찰되었고, 압박스타킹 치료, 자가운동, 자가마사지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12(Level II-2)와 압박스타킹 사용 없이 자가운동과 자가마사지만 동시에 시행한 군의 비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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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동과 자가마사지만 시행한 군에서는 치료효과가 없었고, 압박스타킹을 함께 착용한 군에서만 

치료효과가 있었다. 압박스타킹과 간헐적 압박펌프치료를 병행한 경우10(Level I),12 (Level II-1)에 단독 

압박스타킹 치료에 비해 더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단독 

압박스타킹 치료를 추천했다.

4)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기의 치료효과

리뷰 논문에 의하면 간헐적 공기압박펌프치료가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논문과 아직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많다는 논문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5,13(Level I) 치료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있는 

연구14(Level I)에서는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가 림프부종 감소에 효과가 없었으나, 자가 마사지15(Level 

I)와 압박스타킹12(Level II-1)만 시행한 군과 단독 간헐적 공기압박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단독 

간헐적 공기압박치료가 자가 마사지에 비해 림프부종 감소에 효과적이라 했다. 간헐적 공기압박치료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하지 림프부종 환자의 연구16(Level II-2)에서 1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공기압박펌프 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의 생식기 부위의 부종 발생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공기압박펌프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은 75명 중 2명(3%)에서 생식기 부종이 발생한 반면, 

공기압박펌프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53명 중 23명(43%)이 생식기 부종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식기 부위의 부종 발생은 공기압박치료기의 압력 정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 사용 시간 등과는 뚜렷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2013년 ISL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에서도 근위부의 부종 악화와 

Fibrosclerotic ring 형성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어8(Level III) 심한 림프부종 환자에서 간헐적 

공기압박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의 병행치료로써의 효과

림프부종 치료에서 복합적 림프물리치료(CDT)에 간헐적 공기압박치료를 병행하는 경우17-19(Level I)에 

관한 보고도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데 Szuba17,18 등의 연구에서는 복합림프물리치료(CDT)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보다 병행 치료가 부종 감소의 효과가 높았으나 Uzkeser18(Level I) 등의 연구에서는 병행 

치료의 효과가 복합림프물리치료 단독치료의 효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였다. 따라서, 간헐적 

공기압박치료와 복합 림프물리치료, 도수배출치료 및 압박스타킹 등과의 병행치료에 대한 효과는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의 특성과 치료효과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기의 특성에 따른[(압력이 가해지는 시간에 따른 분류: 연속적(continuous)/

간헐적(intermittent), 원위부와 근위부간 시간차에 따른 분류: 순차적(sequential), 원위부와 근위부간 

압력차에 따른 분류: 점진적(graduated), 압박치료기 슬리브에 따른 분류: 단실(single chamber)/

다실(multiple chamber)] 치료효과에 대한 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Plich20 (Level II-2)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공기압박 치료기의 chamber 수(3개의 chamber와 1개의 chamber) 및 공기주입 

시간(90s:90s와 45s:15s)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압박 강도는 치료기에 표시되는 압력에 

비해 실제 환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더 높아 치료기의 압력을 목표하는 압력에 비해 30 mmhg 정도 낮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1(Level III) 치료부위 및 방법이 도수배출치료와 유사하게 새로이 개발된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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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박치료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간헐적 공기압박치료기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22(Level I)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23(Level I)로 상충되고 있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기압박치료기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는 공기압박치료기는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림프부종 환자에서 공기압박 치료기를 사용할 경우는 전문가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Key Point

1)  압박붕대의 사용은 림프부종 부종 감소에 효과적이고 압박스타킹 및 도수림프배출 마사지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효과는 좀 더 높다. 2013년 ISL에서는 압박붕대 치료법은 전문가에 의해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압박스타킹은 림프부종 감소에 효과적이며 자가운동, 자가 마사지, 간헐적 압박펌프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단독 압박스타킹 치료에 비해 치료적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되지는 않아 경제적 측면을 고려시는 

단독 압박스타킹도 고려할 수 있다. 

3)  간헐적 공기압박펌프 치료는 림프부종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공기압박치료기의 

압력 정도, 압력을 가하는 방식, 사용 시간 등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일부 연구에서는 

근위부의 부종악화 및 섬유화가 관찰되기도 해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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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수림프배출법

도수림프배출법은 림프선과 조직액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피부 표면에 

부드럽게,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적용하는 마사지법이다. 

1. 핵심질문 

1) 도수림프배출법은 림프부종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2) 림프부종 치료에 도수림프배출법을 단독 시행하면 효과가 있는가?

3) 도수림프배출법을 압박치료에 병행하면 효과가 더 있는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림프부종 예방 

두 개의 무작위대조시험1,2(Level I)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보였으며, 두 논문을 메타분석시 효과가 

없었다.3(Level I) 하지만, 최근 무작위대조시험에서 림프부종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4(Level I) 

전문치료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 

2) 림프부종 치료시 단독 시행의 효과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전후 비교를 통한 연구5(Level II-3) 또는 다른 

치료와 병행한 연구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리뷰 논문6(Level I)에서 도수림프배출법을 단독 시행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참고한 논문이 도수림프배출법의 단독 치료 효과로 보기에는 어렵다.7(Level II-

3)

3) 압박치료(압박붕대 또는 압박스타킹)에 병행 시 효과

두 개의 메타분석 논문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5개의 연구8-12(Level I)를 메타 분석한 논문13(Level 

I)에서는 압박치료에 도수림프배출법을 병행하였던 군에서 압박치료만 시행한 군보다 치료 효과가 더 

있었으나, 6개의 연구8-11,14,15(Level I)를 메타 분석한 논문3(Level I)에서는 압박치료에 도수림프배출법을 

병행한 군과 압박치료만 시행한 군간의 치료 효과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메타분석3에 포함된 논문14은 

도수림프배출법과 압박펌프치료를 비교한 연구이며, 논문15의 자료 분석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수림프배출법은 전문치료사가 시행하여야하며, 림프부종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수림프배출법을 다른 치료와 병행 치료시에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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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사가 지속적으로 도수림프배출법을 시행하는 경우 림프부종 예방에 효과가 있다.

전문치료사가 도수림프배출법을 시행하는 경우, 림프부종 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도수림프배출법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와 병행(예, 압박치료 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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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동

림프부종에 대한 운동은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을 포함하여 상지를 이용한 관절가동범위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강화를 위한 저항성 운동까지 포함된다. 운동 효과의 기본 원리는 근육수축과 교감계 신경을 

강화함으로써 림프배액을 도와주어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1. 핵심질문

1) 운동이 림프부종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2) 운동으로 인하여 림프부종 상태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가?

3) 운동은 림프부종 발생을 증가시키는가 

4) 운동이 림프부종 환자의 신체기능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5) 운동이 림프부종 환자의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림프부종 예방

림프부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점진적 능동적, 능동보조 관절운동은 새로운 림프부종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1,2(level I) 하지만, 이들은 복합적 림프물리치료에 점진적 운동이 

포함된 연구들이기 때문에 운동 단독의 림프부종의 1차적 예방효과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운동에 의한 림프부종 악화 가능성

최근의 리뷰논문을 포함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림프부종 환자에게 시행한 점진적인 저항성 및 유산소 

운동은 림프부종을 악화시키지 않았다.3-5(level I) 

3) 운동에 의한 림프부종 발생율 증가

유방암 생존자들에서 상지 운동이 림프부종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여러 무작위대조시험들이 있다.5-8 

(Level I) 점진적 저항운동은 림프부종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항운동군에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Level I) 

4) 운동이 림프부종 환자의 신체기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

림프부종이 있는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은 신체기능 증진시키고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10-13(Level I),1,14 (Level II). 또한 이런 신체적 활동은 몸무게 및 체질량 지수, 최대산소섭취량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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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이 림프부종 환자의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림프부종이 있는 암 생존자들에서 운동은 부종 자체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13,15(Level I),1,14 (Level II)2 

(Level I). 반대로 다른 무작위대조시험에서는 각각 상지 운동 후 삶의 질의 향상은 있었으나 림프부종의 

크기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6(Level II) 현재 여러 연구들의 운동에 의한 림프부종 감소에 대한 

결과는 논란이 있다.

3. Key Point

점진적 저강도 운동의 경우 림프부종을 악화시키거나 림프부종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더불어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림프부종 감소에 대한 운동의 효과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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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

1. 핵심 질문

1) 수술적 치료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존재하는가?

2) 수술적 치료는 어떠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가? 

3) 각 방법들의 치료 기대 효과는?

4) 각 방법들로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수술적 치료 방법의 종류1-3(Level II-3)

과도하게 축적된 피하조직을 피부와 함께 절제하는 수술적 축소술(surgical reduction) 및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림프 순환을 막게 되는 만성 림프부종과 같은 경우 이 지방조직을 흡입하여 부피를 

축소하는 지방흡입술(liposuction)과 같은 비생리학적 수술(non-physiologic Surgery)이 있으며, 미세 

수술 기법을 활용하여 림프의 배액을 도와 줄 수 있는 수술 기법인 생리학적 수술(physiologic surgery)이 

있다. 

생리학적 수술에는 림프가 정체된 부위의 림프관을 정맥에 연결하여 우회시키는 림프관-정맥 

문합술(lymphaticovenous anastomosis), 공여부에서 림프절을 포함한 조직을 혈액 공급을 위한 혈관경과 

함께 거상한 뒤 림프부종 부위에 이식하여 림프액을 배액시키는 림프절 전이술(lymph node transfer)이 

포함된다. 

2) 수술적 치료 방법의 적응증1-3(Level II-3)

가)  복합림프물리치료 [(Complex decongestive therapy (CDT)]나 압박 치료(compressive garment) 같은 

보존적 방법에 효과가 없는 경우 

나) 반복되는 봉와직염, 림프관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 

다) Garment 착용을 원하지 않을 때

라) 심한 부종으로 인한 외형상 변형, 혹은 뚜렷한 기능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

마) 성공적인 비수술적 요법 치료 후 남은 잉여조직 제거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

바) 림프피루(Lymphocutaneous Fistulae) 

특히 섬유화 및 지방 비대(fat hypertrophy) 등이 심하지 않은 진행되지 않고 림프부종의 경우(fluid 

dominant swelling pitting edema)에는 림프액 배액을 촉진시키는 생리학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과량의 림프부종 지방과 단백질이 축적된 경우(solid predominant swelling non-pitting edema)나 

표재성 피부 두께 증가를 동반한 심한 섬유화(lymphostatic elephantiasis) 소견을 보이는 진행된 

림프부종의 경우에는 비생리학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의 효과

가) 수술적 축소술(surgical reduction)4 (Level II-3)

표재성 피부 두께 증가를 동반한 심한 섬유화 조직 병변을 절제함으로써 림프부종 병변의 둘레 및 부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지방흡입술(liposuction)5-9 (Level II-2)

작은 절개창을 통해 축적된 지방 및 부종을 흡입함으로써 림프부종 병변의 둘레 및 부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상지는 101 % 하지에서는 86 % 부피 감소를 보였다.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therapy (CDT)]를 같이 시행한 경우 부종 부피(edema volume)를 줄이는 데 더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술 후 의료적 압박치료(medical compression therapy)를 함께 시행하면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다) 림프관-정맥 문합술(lymphaticovenous anastomosis)10-13 (Level II-3)

장기 연구 결과에서 사지 림프부종에 대략 30-50 % 부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보다 상지에서 결과가 더 좋다. 하지만 직경이 0.8 mm 미만인 림프관과 피하 세정맥을 

초미세수술기법(supermicrosurgical technique)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숙련된 술자가 아닌 경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림프관-피하세정맥 문합 부위의 개존(patency)이 수 년 후에 모든 

경우에서 유지되는 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라) 림프절 전이술(lymph node transfer)14-17 (Level II-3)

림프부종 병변 부위에서 대략 50.60 %의 부피 및 둘레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수술방법 

최적화 등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림프절 공여부로는 서혜부, 겨드랑이, 턱밑(submental)이나 

쇄골상부(supraclavicular)가 이용되며 림프부종이 있는 수혜부도 근위부, 중간부 또는 원위부를 수혜부로 

이용할 수 있다.

4) 수술적 치료의 합병증 및 부작용 

가)  수술적 축소술(surgical reduction)4  (Level II-3): 침습적 수술로 인한 수술 후 통증 호소, 수술 부위 

상처 지연

나)  지방흡입술(liposuction)5-9 (Level II-2): 주로 경미한 합병증(수술 부위 상처 지연, 일시적인 감각 

이상)

다)  정맥-림프관 문합술(lymphaticovenous anastomosis)10-13 (Level II-3): 주로 경미한 합병증(림프루, 

수술 부위 상처 치유 지연) 거의 자연적으로 호전됨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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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림프절 전이술(lymph node transfer)14-17 (Level II-3): 주로 경미한 합병증(림프루, 수술 부위 상처 치유 

지연)이나 이차적인 공여부 림프부종(secondary donor site lymphedema)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Key Point

1)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는 림프부종의 임상 시기 및 진행 양상을 고려하여 림프관 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전이술과 같은 생리학적 수술이나 수술적 축소술과 지방흡입술과 같은 비생리학적 수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의 기본적인 적응증은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therapy)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이나 미세수술적 방법이 대두되며 최근 수술 적응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3)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는 림프부종 병변 부위의 수술 전, 후 부피 및 둘레 측정 결과에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 효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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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생활 관리 

1. 핵심질문 

1) 운동은 림프부종 발생에 영향을 주는가?

2) 피부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 행동조절을 위한 교육 혹은 정보제공이 림프부종 예방에 효과적인가?

4) 사우나가 림프부종을 악화시키는가?

5) 체중조절이 림프부종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2. 내용과 근거 수준 

1) 운동의 영향

점진적 저항 운동은 림프부종 고위험군 유방암 생존자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림프부종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동중재는 구조화된 교육지침과 의료진의 감독하에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운동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1,2(Level Ⅰ-1) 림프부종 고위험군은 운동을 할 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3(Level Ⅲ-3) 운동은 저강도로 시작하고 점진적인 증가를 통한 유산소, 

저항성 운동을 시행한다.4(Level Ⅲ-4) 다만 유산소운동과 점진적 저항운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안전은 

하지만, 대규모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피부관리

세심한 피부관리가 필요하다. 손과 팔은 세균감염과 림프부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위생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액와절제술(ALND) 환자에게 주사, 면역주사, 정맥주사 

및 정맥 내 장치는 금기이다.5(Level Ⅲ-4) 세균 감염을 피하고 화상이나 동상을 피한다. 팔 다리를 조이지 

않도록 한다.4,5(Level Ⅲ-4)

3) 교육 혹은 정보제공(위험감소 중재프로그램)

림프부종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 혹은 위험감소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팔둘레의 

변화나 림프부종 발생 차이는 없었지만, 위험감소 행동과 삶의 질이 중재를 받지 않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림프부종에 대한 증상과 위험감소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림프부종 증상감소와 위험감소행동 

림프부종의	생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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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율 증가의 효과가 있다.6,7(Level Ⅱ-3) 수술 후 4-12주에 유방암환자에게 운동, 림프부종 예방교육, 

영양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교육을 받은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고 팔둘레의 변화가 

없었다.8(Level Ⅰ-1) 

림프부종 위험감소 프로그램은 림프흐름 증진을 위해 가슴근육에 힘을 주는 심호흡법과 펌핑하기, 

대근육운동인 걷기, 댄스, 수영, 요가, 타이치 등 기능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깨 운동, 적정 BMI 

유지, 균형 잡힌 영양식단으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 림프부종 

위험감소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9(Level Ⅱ-2) 림프부종 발생은 수술 후 6개월에서 ALND와 

감시림프절생검(SLNB) 환자의 림프부종 발생은 차이가 없었지만, 12개월에는 ALND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우나

사우나 혹은 통목욕은 림프부종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이므로 피한다.10(Level Ⅱ-3) 

림프부종 발생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반동으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극심한 추위, 15분 이상의 지연되는 

열에 노출, 특히 뜨거운 통목욕과 사우나, 그리고 섭씨 38.9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환측 팔을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한다.11(Level Ⅲ-4) 열 혹은 추위에 노출되어 반동성 혈류증가는 림프계 부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12

5) 체중조절

체중조절을 위해 열량감소군과 저지방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림프부종 부피가 감소하였고,13(Level 

Ⅰ-1) BMI≥30 이상군이 림프부종 발생이 높았다.14(Level Ⅱ-2) 치료 전에 BMI<30 이었던 유방암환자 

생존자 중에서 진단 30개월 후에 BMI≥30 이상으로 증가한 군과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군에서 

림프부종 부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5(Level II-3) 즉, 체중이 증가한 환자에서 림프부종 발생이 더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치료 전 BMI 수치가 림프부종 발생의 유의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림프부종 환자에서 체중 조절은 권장되나 예방적 효과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3. Key Point

1)  운동은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점진적 저항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에 따라 압박스타킹을 

착용한다.

2)  손과 팔은 세균감염과 림프부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위생을 

유지한다.

3)  교육중재와 위험감소 중재프로그램은 림프부종 위험행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4)  15분 이상 지연된 열의 노출은 피한다. 선스크린 사용이 권장된다.

5) 체중조절은 림프부종 예방을 위해 권장된다.

림프부종의	생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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