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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김준성 회장

2. 대한 림프부종학회 신임 임원진 소개(조직도)

대한림프부종학회는 2004년 대한림프부종연구회로 시

작되어 2010년 대한림프부종학회로 창립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원수가 괄목 할 만큼 증가되었

고, 학회내용은 충실해졌으며, 교과서 발간과 함께 학회지

와 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여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높였

습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과 이사진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기본 목적은 "림프부종과 관련된 기초 및 임상적 연구와 림프부종

의 예방, 교육 및 치료의 발전에 기여함" 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회는 좀 더 체계적

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연자 및 기초 연구를 소개하는 기회를 늘리고, 제도

적으로 림프부종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면 학회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10주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임상진료 지침을 개정하고 대한의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여러 임상과와 치료사들이 참여하는 다학제 학회입니다. 다양한 의

견이 모여 학회를 발전시킵니다. 활발한 토론과 회원 상호간에 유쾌하고 유익한 학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학회가 발전할 수 있

도록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김 준 성

회장 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조영업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부회장 신경환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감사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총무위원회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학술위원회 전재용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정책기획위원회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편집위원회 복수경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홍보위원회 이성종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육위원회 정승현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정보위원회 황창호 울산대병원 재활의학과

보험위원회 서관식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윤리위원회 이경복 서울의료원 혈관외과

연구위원회 임명철 국립암센터 부인종양학과

재무위원회 윤을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국제위원회 정희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사위원회 이창형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상진료지침/간행
(편찬)위원회

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10주년 준비 기획위원장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TFT (대한의학회 등록 
준비위원장)

윤승현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사

김동익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영환 강북삼성병원 핵의학과

유종한 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심영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재활의학과

명예회장

양정현 건국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박상윤 국립암센터 부인종양학과

김이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황지혜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고문 나은우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Newsletter
 | 발행처 |  대한림프부종학회      | 발행인 | 김준성      | 편집인 | 이성종      | 담당 | 홍보위원회      | 주소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편집·디자인·인쇄 | 마이스티엘 2019.10.05

www.kslymph.or.kr

Newsletter

2. 대한림프부종학회 소식

대한림프부종학회 Newsletter┃2019.10.05www.kslymph.or.kr

1) 2018년 제8회 대한림프부종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8년 11월 24일 08:30 ~ 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및 제 1, 2 세미나실

•참석인원: 167명

•수상자:  우수포스터상 -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이준희

                 우수구연상 - 울산대병원 재활의학과 황창호

•김준성 회장: 제 4대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으로 선출 

                       (임기: 2018.12.1~2020.11.30)

2) 림프부종의 날 행사

•일시: 2019년 3월 6일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암 병원 10층

•언론 홍보사항

1.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94463

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

0858001&code=940601

3.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93

4. 메디파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5327&Ma

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5. 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601

6. 보건뉴스: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72297

7. 경인일보: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72297

8. 메디칼월드블로그: https://blog.naver.com/medicaljournalist/221479670008

9. HANALL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all12345/221480514170

3) 2019년 제5회 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

•일정: 2019년 5월 25일 (토) 08:30~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및 제 1,2 세미나실

•참석인원: 학술대회 128명, 워크숍 65명 (Basic 상지 42명, Basic 하지 23명)

4) 2019년 제9회 추계학술대회 및 워크숍 

•일정: 2019년 11월 23일 (토) 08:30~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및 제 1,2 세미나실

학회: 1st Turkish Congress of lymphedema

•일정: 2019.10.11 ~ 10.13

•장소:  Istanbul, Turkey

•일정: 2019. 9. 28

•장소: Boston

•일정: 2019.10. 26 ~ 28

•장소: Westin Boston Waterfront

•일정: 2019.11. 7 ~ 10

•장소: JW Marriott Desert Ridge, Phoenix, AZ, USA

학회: 2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ymphology

•일시: 2019. 9. 23 ~ 26, 9. 27 ~ 28

•장소: Buenos Aires, IGAZU 

•Homepage: http://lymphology2019.com/isil-2019

•일시: 2020. 4. 22 ~ 26

•장소: Rome, Italy 

•Homepage: www.angiology.org

•일시: 2020 .6. 11 ~ 6. 14

•장소: GUAYAQUIL, ECUADOR

•Homepage: https://flebopanam2020.com

학회: 10th International Lymphoedema 
          Framework Conference

•일정: 2020.10.1 ~ 3

•장소:  Clarion hotel, Copenhagen, 

              Denmark

3. 대한림프부종학회 소식 4. 해외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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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Upper Extremity Lymphedema and Quality of Life Following 
Mastectom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유방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상지 

림프부종은 생활의 기능장애,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합병증 중 하나이다. 상지의 림프부종을 해결하기 위한 Kinesio taping과 pressure 

garment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66명의 환자를 33명의 Kinesio taping 치료군과 33명의 pressure garment 치료

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Kinesio taping 치료군은 매주 2회, 3주 치료를 받

았고, pressure garment 치료군은 3주 동안 매일 15-18 hours (20- 60 mmHg)

의 치료를 받았다. 치료효과는 상지둘레 길이를 측정하였다. 어깨 통증, Disability 

Index questionnaire, hand grip strength, 삶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Kinesio 

taping 치료군이 pressure garment 치료군에 비해 측정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좋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International Lymphoedema Framework (ILF): Publications- http://
www.lympho.org/publications

●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ISL): Consensus statement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ipheral lymphedema- https://www.in
ternationalsocietyoflymphology.org/wp-content/uploads/2017/12/20106-
35060-1-PB.pdf

●  International Union of Phlebology (IUP): Consensus document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imary lymphedema- http://
www.uip-phlebology.org/members/wp-content/uploads/2017/06/
lymphedema-2013.pdf

CLL (Clinical Lymphology and Lymphedema) 

발간: 연 2회 (4월/10월) 

창간호: 2016년 4월 (Volume 1, Number 1, April 2016) 

구성: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Review Article 

학회 홈페이지에서 창간 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최신 논문 소개 

1) 입회절차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승인후 학회 메일(lymph_info@naver.com)을 통해 

입회의사를 밝힌 후 입회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 해주시면 (입금계좌: 우리1005-

703-627677대한림프부종학회) 입금 확인 후 입회절차가 완료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완납 승인 후 입회비 납부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기준 

- 정회원: 전문의 (3만원) 

- 준회원: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학생 (2만원) 

- 회원 자격은 1회의 입회비 납부로 지속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는 별도로 

  등록됩니다. 

3) 입회혜택 

-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자료 열람

- 학술대회 및 워크숍(연 2회) 등록 시 할인

7. 학회 입회절차

6. 유용한 림프부종 관련 가이드라인 : 링크주소

8. 대한림프부종 학회지 안내

① Ann Surg Oncol. 2019 May 3. doi: 10.1245/s10434-019-07344: A Randomized 
Trial Evaluating Bioimpedance Spectroscopy Versus Tape Measurement for the 
Prevention of Lymphedema Following Treatment for Breast Cancer: Interim 
Analysis. 유방암 치료 후 발생하는 림프부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지 림프부종 진행상태를 tape measure를 이용한 

부피측정방법과 bioimpedance spectroscopy 를 비교하고자 한다. 총 508명의 환

자가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였다. compression sleeve and gauntlet 와 같은 조기 

치료를 통해 complex decongestive physiotherapy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림

프부종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기 진단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508명의 임상 시험 대상자 중, 109 (21.9%)명의 환자가 조기 치

료를 받았으며, tape measure에 비해 bioimpedance spectroscopy 진단방법이 

complex decongestive physiotherapy 치료를 받게 될 정도의 림프부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단하였다 (4.9% vs 14.7%). 따라서 bioimpedance spectroscopy 

가 조기진단 방법으로 10%정도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후 

임상적 림프부종 증상 발생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 방법으로 bioimpedance 

spectroscopy가 추천이 될 수 있겠다.

② J Surg Oncol. 2019 Aug 2. doi: 10.1002/jso.25650: Functional lymphatic 
reconstruction with the "Selected Lymph Node" technique guided by a SPECT-
CT lymphoscintigraphy. 상지 림프부종환자의 서혜부 “Selected Lymph Node” 

(“SeLyN”)를 이용하여 림프절 이식술에 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혜

부에서 가장 기능이 좋은 림프절을 이식해서 상지의 림프부종 부위로 이식을 시행

하기 전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를 이용한다. 해부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T와 MRI에 비교

하여 SPECT는 기능적 정보를 제공한다.총 4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SeLyN”이

식수술을 시행하였다.평균 이식절편 크기는 28.34 cm2였으며,평균 3.4개의 림프

절을 포함하고 있었다.이식림프절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9분이 소요되었

다.“SeLyN”수술법은 가장 기능이 좋은 림프절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이식 부

위의 림프부종 및 감염의 합병증을 줄였으며,수술시간이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다. 

서혜부 림프절 절제 경우 및 inguinal crease보다는 상지방향에 위치한 심부 지방

층의 서혜부 림프절을 절제하였으며, 하지의 주요 림프액 흐름이 지나가는 곳을 피

하고,sentinel 림프절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수술원칙을 바탕으로 

약 56.5%의 림프부종 감소 효과를 보고하였다. blue dye를 피하 주사방법은 수술

자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Duplex ultrasonography는 비침습

적인 점이 장점이지만,림프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lymphatic 

mapping technique은 심부 림프절과 표재 림프절을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림프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없는 점과 방사선 노출의 단점이 있다.

③ Plast Reconstr Surg Glob Open. 2019 May 24;7(5):e2253: Real-time 
Indocyanine Green Videolymphography Navigation for Lymphaticovenular 
Anastomosis. Indocyanine green (ICG)를 이용한 림프관영상은 림프부종의 평가

와 림프혈관을 찾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수술 중 림프관과 혈관을 성공적으

로 연결하였는지 대한 평가를 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수술용 현미경에서 나오는 

강한 광원은 ICG 형광 영상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원과 분리가 되는 실시

간 ICG videolymphography 적외선 형광을 이용할 경우 광원에 의한 간섭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시도되었다. ICG videolymphography는 직경이 0.25-

0.85 mm인 림프혈관을 환자의 87%에서 진단하였고, 림프혈관문합술 이후 림프

액 흐름을 77%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림프혈관을 찾을 수 있어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④ Integr Cancer Ther. 2019 Jan-Dec;18:1534735419847276: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ffects of Kinesio Taping and Pressure Garment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