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대한림프부종학회는 2010년 창립 이래 202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 동안 많은

회원과 역대 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문학회로써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정, 준회원 합쳐 1,500명을 넘어섰고, 정기학술대회  이외에

춘계학술대회, 학술집담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의 역할 중 하나인 림프부종치료 워크숍은

춘계 및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 연 2회 실시되고 있어

1. 인사말: 신경환 회장

치료사, 간호사 여러분의 교육 및 술기의 표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림프부종 교과서, 림프부종치료 가이드라인 등이 발간되었고, 2016년 Clinical

Lymphology and Lymphedema 학회지가 발간되어 연 2회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충실히 해 오던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등 여러 학회 

사업을 더욱더 발전,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진한 분야인 학회 주도 연구 사업

대국민캠페인,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lymphology 영역으로의 확대 등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대한

의학회 회원학회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재활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치료사, 

간호사 등 여러 임상 분야에서 참여하는 다학제 학회입니다. 림프부종 및 림프학에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 많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학회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이제 대한림프부종학회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학회가 청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학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신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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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림프부종학회 소식

1) 대한림프부종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온라인 정기학술대회
   일시:·  2020년 11월 21일(토) 8:30-17:15

   장소:·  온라인

   ·참석인원: 172명

   ·우수포스터상 수상자: 윤진아, 신명준, 신용범, 김주형

   ·신경환 회장: 제6대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으로 선출(임기: 2020.11-2022.10)

2021. 3. 16

2) 대한림프부종학회·대한암재활학회 정기학술집담회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18:30-20:10

·장소: 온라인

·참석인원: 사전등록 74명, 접속자 58명

4. 해외학회 소개

th1) 10  International Lymphoedema Framework Conference

  ·일정: 2021. 11. 18 - 11. 20

  ·장소: Copenhagen, Denmark

th2) 28  World Congress of Lymphology by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일정: 2021. 9. 20 - 9. 24

·장소: Athens, Greece

3) POWER Lymphatics 2021

·일정:

·장소:

 2021. 3. 4 - 3. 6

 Virtual

4) th4  Boston Lymphatic Symposium

 2021. 11. 5 - 11. 6

 Virtual

·일정:

·장소:

  ·일정: 2021. .   4. 4 22 - 24

  ·장소: Virtual

5) Chicago Breast & World Lymphedema Surgery Symposium

6) 2021 Australasian Lymphology Association Symposium

·일정:

·장소: 

 2021. 5. 14 - 5. 16

Gold Coast, Australia

7) Lymphatic Forum 2021

 2021. 5. 31 - 6. 5

 Virtual

·일정:

·장소:

1) Lymphatic Education & Research Network
·기관소개: 림프질환과 림프부종에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지지를 제공하는 미국의 

   단체로 이러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비영리

   의료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환자와 

·https://lymphaticnetwork.org/video-resources

5. 웨비나 소개

2) International Lymphoedema Framework
· : 기관소개 림프부종 및 관련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영국의 자선단체이다.

·https://www.lympho.org/webinars/

3) 림프부종의 날 행사

·행사명:

         

 대한림프부종학회화 함께하는 림프부종 온라인 공개강좌

 “림프부종: 우리가 알아야할 것”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장소: KBDCA(한국혈액암협회) 유튜브 채널 게시
·https://www.youtube.com/c/KBDCA한국혈액암협회/videos

대한림프부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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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면역저하가 동반된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림프부종 환자
들이 coronavirus에 감염될 위험도가 더 높지는 않다고 보고있다. 감염을 예방하
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사항들, 예를 들면, 손을 자주 씻고,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얼굴/입/눈가를 만지지 않고, 밀집된 장소를 피하기 등은
림프부종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장갑 형태의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경우
는 이를 매일 세탁하도록 한다. 외출하는 동안 압박스타킹 위로 일회용 비닐 장갑
을 착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COVID-19 백신을 접종할 때 림프부종이 있는 부위에는 접종을 피할 것을 권하며, 

양팔의 림프부종이 있거나, 림프부종의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은 전외측부 허벅지에

6. COVID-19와 림프부종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Reference)
·https://lymphaticnetwork.org/documents/LSN_LERN_Covid19_Guidelines_2020.pdf
·https://lymphaticnetwork.org/images/uploads/Covid-19_Vaccine_Information.pdf
·https://lymphnet.org/
·https://www.cdc.gov/vaccines/hcp/acip-recs/general-recs/administration.html

1) Judy Mastick, et al. A Comparison of Supine Versus Stand-on Bioimpedance

    Devices to Assess Breast Cancer-Related Lymphedema. Lymphat Res Biol. 

    2021 Feb 9. doi: 10.1089/lrb.2020.0058

   ·림프부종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이오임피던스법이 있으며, 누운

   자세에서 측정하는 장비와 선 자세에서 측정하는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장비들은 전극의 부착 부위, 측정 방법, 제공되는 측정값들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측성 유방암으로 치료 받은 18세 이상의 여성 중 

림프부종이 있는 34명과 림프부종이 없는 61명을 대상으로 단주파수 앙와위

바이오임피던스 장비(RJL Systems Quantum X single 50 kHz frequency 

impedance device)와 다주파수 직립위 바이오임피던스 장비(InBody 770 MF-

BIA device)를 사용하여 양측 상지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동일하게 50 kHz의

임피던스 값을 분석하였다. 임피던스 절대값은 전체 환자군에서 환측과 건측

모두 두 장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직립위 장비의 측정값이

더 높았다. 건측/환측 임피던스비는 림프부종이 있는 환자에서는 앙와위 장비로

측정시 1.15 (±0.25), 직립위 장비로 측정시 1.11 (±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림프부종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장비에서 얻어진 건측/환측 임피던스비는 서로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r=0.969, p<0.001), 1.20 이상의 범위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7. 최신 논문 소개

2) Eeva H Rannikko, et al. Long-term Results of Microvascular Lymph Node 

    Transfer: Correlation of Preoperative Factors and Operation Outcome. Plast

    Reconstr Surg Glob Open. 2021 Jan 22;9(1):e3354. doi: 10.1097/GOX.000

    0000000003354

·유방암 치료 이후 발생한 상지 림프부종에 대하여 미세혈관림프절이식술

(microvascular lymph node transfer)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후향적 연구이다. 미세혈관림프절이식술 또는 미세혈

관림프절이식술과 동시 유방재건술을 받은 림프부종 환자 67명의 경과를 

분석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팔의 둘레 차이는

3.2±2.6 cm과 2.5±1.7 cm (n=20, p=0.473) 이었다. 수술 3년 후 42%의

환자는 압박스타킹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16%는 하루 중 2~12시간 정도로

착용 시간이 감소하였다. 또, 수술 전 통증을 호소하였던 16명 중 12명(75%)

에서 수술 후에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감염의 발병률은 수술 전

0.20±0.55/y에서 수술 후 추적관찰 기간(74±19 months) 동안 0.02±0.08/y

로 감소하였다.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압박스타킹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은 수술 전 감염을 앓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미세혈관림프절

이식술은 림프부종의 완치법은 아니나 감염의 발병률을 낮추고, 증상을 호전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술 전 감염의 병력이 수술 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8. 유용한 림프부종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

1) International Lymphoedema Framework

   ·https://www.lympho.org/publications/

2)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3) National Lymphedema Network

   

·https://journals.uair.arizona.edu/index.php/lymph/article/view/23775/22411

·https://lymphnet.org/position-papers

4) International Union of Phlebology

   ·http://www.uip-phlebology.org/uip-consensus-documents/

5) Australasian Lymphology Association

   ·https://www.lymphoedema.org.au/about-lymphoedema/position-statements

6) British Lymphology Society & Lymphoedema Support Network

   ·https://www.thebls.com/search?query=consensus

CLL (Clinical Lymphology and Lymphedema)
·발간: 연 2회 (5월/11월)

·구성: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Review Article

·투고: 

·투고규정: http://www.kslymph.or.kr/

lymph_info@naver.com

10. 대한림프부종학회지 안내

9. 학회 입회절차

1) 입회절차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승인 후 학회 메일( )을 kslymph@kslymph.or.kr

        입회의사를 밝힌 후 입회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입금계좌: 우리통해

       1005-703-627677 대한림프부종학회) 입금 확인 후 입회절차가 완료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완납 승인 후 입회비 납부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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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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