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8권 1호 ISSN(Print) 1738-7698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8(1):82~88, 2014 ISSN(Online) 2288-2529

- 82 -

폐암 환자에 대한 부가적인 침치료 효과

- 단일군, 전후, 예비임상 연구 -

김도형
1
․전두수

2,3,4
․박승찬

1
․이승은

2,3,4
․조우현

2,3,4
․한창우

1,4,5
․김소연

1,4,6
․최준용

1,4,6
*․김윤성

2,3,4
*

1 :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2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3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

4 :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5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6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Effectiveness of Additional Acupuncture Therapy for Lung Cancer

Patients - A single group before-and-after, preliminary study -

Do Hyung Kim
1
, Doo Soo Jeon

2,3,4
, Seung Chan Park

1
, Seung Eun Lee

2,3,4
, Woo Hyun Cho

2,3,4
, Chang Woo Han

1,4,5
,

So Yeon Kim
1,4,6
, Jun-Yong Choi

1,4,6
*, Yun Seong Kim

2,3,4
*

1 : Departmen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 :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 : Respirology and allergy clinic,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4 :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5 :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6 :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single group before-and-after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acupuncture

therapy for lung cancer patients being treated with chemotherapy. Acupuncture therapy was conducted twice a day at

least for a week. The effectiveness outcome measures were the Korean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FACT-L) and the Korean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FACIT-F) at the baseline,

discharge and four weeks after discharge, and visual analogue scale(VAS) checked daily from the baseline to

discharge. Ten patients were enrolled, one patient had excluded due to acute exacerbation of lung cancer. The data

of nine patients showed some improvement in all of FACT-L, FACIT-F and VAS,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dditional acupuncture therapy for lung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chemotherapy might be benefic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QoL) and to improve fatigue. Prospective trials with complex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terventions are needed to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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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2010년의 경우 암 발

생 환자는 202,053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71,579명이었다
1)

. 또

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암 발생률(조발생률)은 214.2명에서

405.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암에 의한 사망률

(인구 10만명당)은 폐암(31.7명), 간암(21.8명), 위암(19.4명),대장

암(15.4명) 순으로 폐암이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의학의 수요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

고 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인

종양 치료 분야 역시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가고 있다. MD

Anderson 같은 선진국의 주요 암센터의 경우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암치료 관련 대체보완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의료인들에게 대체보완의학 관련 암치료 정보를 교육하고

있다
2)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한방의료

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마저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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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갖춘 치료를 제공가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학이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2원화 체제로 인한 양-

한방 간의 배타성으로 인해 통합의학 연구의 문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적인 통합의학 연구의 장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양

-한방 협진에 의한 암환자 치료 예비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암관련 국내외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침치료에 대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해외 암관련 침치료 임상

연구는 크게 (1) 암통증, (2) 구강건조증, (3) 피로 이 세가지 영

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또한 전통적으로 침치료

는 암 관련 오심 및 구토 증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는 상

황이다3-11).

반면, 국내 암관련 침치료 연구는 대부분 실험연구에 편중되

어 있으며,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암관련 전향적 침 임상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

행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무작위배정, 단일군 임상시험

으로 설계한 연구디자인으로써 폐암환자들에게 있어 침치료의

부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피험자 모집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본 임

상시험 모집에 응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험자 모

집은 광고포스터를 이용하였다.

2.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승인

본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에서 심의 및 승인

(KCRC IRB 2011009)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3.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비교 임상시험(Single group trial)으

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 혜택, 시험 중 예상되는 이상반응, 보상, 비밀보장 및 중

도 포기의 권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임상 시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험에 참여하게 하였다.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임상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피험

자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한 후,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을 검토하여 본 임상시험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최소 1주간 하루 2회 시술을 하였

다. 치료 효과 판정은 삶의 질 설문조사(the Korean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FACT-L), the Korean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FACIT-F))
16-20)

와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다.

4. 선정기준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

되는 자를 선정하였다.

1) 18세 이상 남/녀

2)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KPS) 가 60% 이상인 환자

3)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고 있는 환자

4) 자발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자

5. 제외기준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1) 뇌전이, 뇌졸중 또는 주요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

2) 활동성 감염, 중증 심질환, 조절이 안되는 고혈압 또는 당뇨

등의 심각한 전신질환이 동반된 경우

3) 임상시험 참여 전 3개월 이내에 침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4)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자

5)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

6. 침 시술 방법

1) 인근 양방병원에서 처방된 약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적인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2)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기본 2회, 최소 7일 14회에 걸쳐

표준 침치료 혈위를 기본으로하여 환자의 호소 증상에 따라 부

가 혈위의 조합으로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3) 침치료 부위

(1) 표준 침치료 혈위(양측취혈)

肺兪(BL13), 腎兪(BL23), 合谷(LI4), 尺澤(LU5), 列缺(LU7),

太白(SP3), 太淵(LU9), 足三里(ST36), 天突(CV22)

(2) 호소 증상에 따른 부가 혈위(양측취혈)

오심, 구토 증상 - 內關(PC6)

소화불량 - 孔最(LU6), 中脘(CV12)

수면장애 - 印堂(GV26), 照海(KI6)

통증 - 阿是穴

4) 자침요령

(1) 먼저 복와위로 肺兪(BL13), 腎兪穴(BL23)을 자침하였고, 만

약 등 부위 통증 호소시에는 복와위에서 阿是穴도 자침하여 15

분 유침하였다.

(2) 복와위로 시술한 침을 발침한 후 다시 앙와위에서 상기한

나머지 혈자리를 자침 후 15분간 유침하였다.

(3) 수기는 평보평사로 염전, 제삽하였다.

(4) 의사는 자침 전 반드시 알콜로 손을 소독하고 알콜솜으로

자침 혈위를 미리 소독하며 clean needle technique를 준수하도

록 하였다.

5) 각종 증상 호소시 상기 프로토콜에 의한 침치료를 하루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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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까지 허용하였다.

6) 0.20×30 mm 일회용 멸균침(한국, 동방침구제작소)의 호침을

관침법을 이용하여 시술하였다.

7) 침시술자는 한방내과 전공의 혹은 전문의로 하였다.

8) 침시술자는 연구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침시술을 할 수 있

도록 연구총책임자 주관하에 workshop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연

구에 참여하였다.

7. 평가방법

1) 주 평가지표

치료전, 침치료 후 퇴원시, 퇴원 4주 후의 한국어판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FACT) -L 점수 변화

를 관찰하였다. FACT는 다양한 암환자에 대해 환자가 직접 평가

하는 삶의 질 관련 설문으로 표준형인 FACT-G는 신체상태, 사

회/가족상태, 정서상태, 기능상태에 대한 설문들로 이루어져 있

다. FACT-L은 FACT-G에 폐암 환자에 적용 가능한 설문(기타상

태)을 추가한 것으로 총 34문항, 13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 평가지표

(1) 치료전, 침치료 후 퇴원시, 퇴원 4주 후의 한국어판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FACIT Fatigue) 점수 변화를 관찰하였다.

FACIT-F는 만성 질환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피로도를 평가

할 수 있는 validated scale로써 표준형인 FACT-G에서 피로도

관련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 설문은 총 40문항, 160점 만점이

며, 설문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 전반적인 신체상태를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

하여 침치료 전과 마지막 침치료 날까지 매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3) 이상반응 및 침시술의 안전성 평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피험자에게 자발적인 보고

를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시험담당자가 입원 전과 퇴원 당일가지

매일 문진을 통하여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확인하여, 침시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였다. 이상반응 발현 시 발현일 및 소실일,

이상반응의 정도 및 결과, 침시술과의 인과관계, 침시술 이외 의

심되는 약제명이나 처치,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 여부 등을 상세

히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8. 시험 중지 및 탈락기준

다음의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피험자에 대하여 시험을

중지하였다.

1) 선정기준/제외기준에 위배된 경우

2) 치료기간 내에 병용이 금지된 다음의 각종 시술을 한 경우

- 수술적 치료: 폐 절제술 및 기타 수술

- 대체보완의학적 치료: 폐암관련 증상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한약치료 등.

3)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s)이 발

생한 경우 혹은 이상반응(Adverse Events)으로 인하여 피험자가

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시험자가 시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상시험 전 검사에서 발견치 못한 전신질환이 발견된 피

험자

5) 임상시험 기간 중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 효과로 인하여 피험

자 또는 피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6) 시험자나 피험자에 의해 시험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7) 피험자가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8) 피험자에게 시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9) 시술기간 또는 경과 관찰기간 동안 담당의사의 지시 없이 시

험 결과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한 경우

10) 기타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폐암증상의 악화 등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시험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침치료 전후 FACT-L,

FACIT-F, VAS의 변화는 10례 중 3례만 퇴원 4주 후 f/u을 할 수

있었던 관계로 치료전의 수치와 퇴원시 수치의 변화로써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 자료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모수

적 검정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0명의 대상자가 본 시험에 참여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8명, 여자 2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36세에서 77세까지 모

집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64.80±12.17세로 나타났다. 발병기간은

18일부터 18개월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발병기간은

127.80±155.85일이었다. 피험자들의 세부진단으로는 소세포폐암

2례, 선암 4례, 편평상피세포암 4례로 각각 진단 받았다. 병기 분

류로써 소세포폐암 2례는 모두 확장병기였으며, 비소세포폐암환

자 8례 중 7명은 IV기, 1명은 IA기였다(Table 1).

2. 치료 결과

치료기간은 총 8~15일 사이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11.10±2.51일 이었다. 10례 중 3례만 퇴원 4주 후 f/u을 할 수 있

었으며, 나머지 7례에서는 전원 등의 이유로 f/u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침치료 전후 FACT-L, FACIT-F, VAS의 치료전과 퇴원시

의 값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 중 case 8의 경우

입원도중 발생한 폐렴 등 폐암 합병증 등으로 타병원으로 전원

되어 결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폐암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인 FACT-L

의 경우, 치료전 72.94±12.70에서 퇴원시 76.08±21.78로 상승하였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594).

피로도를 평가하는 FACIT-F의 경우는 치료전 89.40±16.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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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e x Ag e  (ye a r) O n se t T im e  (d ay s ) D iagn o s is S tag e Chem o th e rap y (se ss io n s )
C a se  1 Fem a le 6 3 60 Sm a ll ce ll lu ng  can ce r E x ten s iv e -d ise a se E to po s id e+ C a rb op la t in  (2 )
C a se  2 M a le 5 9 30 Sm a ll ce ll lu ng  can ce r E x ten s iv e -d ise a se E to po s id e+ C a rb op la t in  (1 )

C a se  3 M a le 7 5 540 A d eno ca rc in om a IV A lm ita+ C isp la t in  (3 ) 
G em c itab in e  (1 )

C a se  4 M a le 5 7 18  A d eno ca rc in om a IV G em c itab in e+ C isp la tin  (1 )
C a se  5 M a le 7 7 120 Squ am ou s ce ll c a rc in om a IV G em c itab in e+ C a rb op la tin  (7 )
C a se  6 M a le 6 7 180 Squ am ou s ce ll c a rc in om a IA Taxo l+ C a rb op la t in  (6 )
C a se  7 M a le 7 5 30 Squ am ou s ce ll c a rc in om a IV G em c itab in e  (4 )
C a se  8 Fem a le 3 6 30 A d eno ca rc in om a IV A lm ita+ C isp la t in  (1 )
C a se  9 M a le 6 9 120 Squ am ou s ce ll c a rc in om a IV G em c itab in e+ C a rb op la tin  (4 )

C a se  1 0 M a le 7 0 150 A d eno ca rc in om a IV A lm ita+ C isp la t in  (3 )
G em c itab in e+ C a rb op la tin  (3 )

서 퇴원시 93.77±31.16으로 역시 다소간의 상승이 있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내지 못하였다(p=0.515).

전반적인 몸상태를 환자 스스로 측정하도록 한 VAS에서는

치료전 56.78±17.94에서 퇴원시 41.78±18.60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였다(p=0.110)

(Table 2).

Table 2. Changes of FACT-L, FACIT-F and VAS after acupuncture

treatment

B ase lin e D isch a rg e p -v a lu e
FA C T -L 72 .9 4± 12 .70 7 6 .08± 21 .7 8 0 .59 4
FA C IT -F 89 .4 0± 16 .80 9 3 .77± 31 .1 6 0 .51 5

VA S 56 .7 8± 17 .94 4 1 .78± 18 .6 0 0 .11 0

10 case에 대한 FACT-L, FACIT-F, VAS의 변동사항을 그림

으로 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3).

Fig. 1. Changes of FACT-L Score After Acupuncture Treatment.

Fig. 2. Changes of FACIT-F Score After Acupuncture Treatment.

Fig. 3. Changes of VAS Score After Acupuncture Treatment.

침치료 전후의 결과를 개별 례에서 살펴보면, Case 1의 경우

1주간의 침치료 이후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나, 퇴원 4주후

f/u에서는 피로도 및 폐암관련 삶의 질이 모두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ase 4의 경우 또한 침치료 후 피로도 및 폐암관련 삶의 질

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 나타났으나 general condition을 평가한

VAS는 치료 전에 비해 침치료 종료 후 호전반응 보였으며, 퇴원

4주후 f/u 당시에도 침치료 받기 전에 비해 호전상태가 유지됨

을 보여주었다.

Case 7의 경우 침치료 종료 후 FACT-L의 경미한 감소가 있

었으나 FACIT 및 VAS scale 점수의 호전이 있었다.

Case 8의 경우 General condition이 다소 호전 경향 보이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transfer하여 폐색전 진단 하

에 양방 호흡기내과로 전원되었다.

Case 10의 경우는 피로도 및 폐암 관련 삶의 질이 모두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초반 침치료 후 general condition은 호전 보였

으나, 기존 호소 중이었던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피로도 및 삶의

질 수치가 감소한 상태로 지속되었으며, 통증 조절 위해 양방 호

흡기내과로 전원되었다.

나머지 Case 2, 3, 5, 6, 9의 경우 침치료 전후로 피로도 및

폐암관련 삶의 질이 모두 다소간 호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고 찰

최근의 해외 암관련 침치료 임상연구는 크게 (1) 암통증, (2)

구강건조증, (3) 피로 세 가지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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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우선 수술 후 암 통증에 있어서 침치료는 neck dissection 환

자에 있어 통증과 구강건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

며3), 각종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침치료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유의하게

통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4)

. 또한 전이암 및 진행암 환

자에 대해 침치료는 통증과 함께 불안, 우울 증상의 유의한 개

선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5),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근골격계 증상을 유의하게 줄여주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6,7)

.

구강 건조증은 두경부 암환자에 있어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후에 침샘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Simcock 등은 예비

연구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침치료를 시행 후 50%의

환자에서 구강건조증 호전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했다8).

암성 피로는 종양 자체의 부담, 흉수, 빈혈 또는 우울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Mao 등은 예비 임상연구에서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침치료를 시행한 결과 피로 정도

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9).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침치료는 암치료와 관련된 오심, 구토

증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다.

즉, 종양 환자의 마취 및 수술 후 혹은 항암치료 관련 오심

및 구토는 자주 발생하는 증상인데 이에 대해 시행하는 침치료

는 systematic review 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이처

럼 현재 암환자에 대한 침치료의 다양한 과학적인 기전들이 밝

혀졌고 지속적인 연구 중에 있다
11)

.

그리고 최근에는 암 관련 호흡곤란에 대한 침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12,13). 특히 현재 영국에서는 침치료와 몰핀치료를

비교하는 진행된 폐암 환자의 호흡곤란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여러 근거와 관련하여 미국의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의 폐암 진료지침14)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침치

료를 보완 요법으로서 권장하고 있다.

1)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나 항암요법에 의한 신경병증, 구

강건조증

2) 항암화학 요법에 의한 오심, 구토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3) 폐암 환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 금연에 실패했을 경우

4) 호흡곤란, 피로,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신경병증 또는 post

thoracotomy pain

이와 같이 암관련 증상개선을 위한 침치료 연구들이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그간 해외

의 암 관련 침 치료 연구들이 대부분 외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일

주일에 1회-2회 정도의 침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입원 기반으로 매일 기본

2회, 최소 7일 14회 이상 시술하는 high-dose acupuncture

therapy를 시행한다는 점과 폐암이라는 단일 질환군에서 시행하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근 독일의 보고15)에 따

르면 97,733명의 침치료 받은 환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SAE)는 6

건에 불과할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에 있어서는 32명의

암환자에 대해 237 건의 침치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thrombocytopenia의 중등도에 상관없이 출혈 부작용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16)

. 본 연구에서도 침시술에 의한 이상반응 보고

는 0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환자에 있어 감염부위, 방사선

조사 부위, 수술 상처 부위, 전이암 부위 등에 대한 침치료 금기

증을 주의한다면 침치료는 안전한 치료로서 통합의학적 접근에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비임상연구로 향후 본격적인 대규모 임상연구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폐암 환자에

대해 침치료를 병행하여 공인된 삶의 질 설문지를 통해 유효성

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암환자에 대한 양-한방 협진 모

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표준 침치료 혈위는 폐암으로 인한 호흡

기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태음폐경의 혈과 宣肺化痰, 利咽開音

하는 穴性을 가진 任脈의 천돌혈을 위주로 선혈하였다. 또한 폐와

신의 背兪穴인 肺兪와 腎兪를 선혈하였는데, 이는 背兪穴이 五臟

六腑의 氣가 흐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근거하였다
21)

. 또한

기혈순환을 돕는데 두루 사용하는 혈위인 足三里, 合谷 및 太白穴

을 더하여 폐암환자들의 주증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환자들이 부가적으로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 和胃, 寬胸利氣, 鎭靜鎭痛의 穴性을 가진 內關穴을 추가하

였으며, 소화불량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理氣降逆의 穴性을 가

진 孔最穴과 和胃氣, 化濕滯, 理中焦의 穴性을 가진 中脘穴을 추

가하였다. 수면장애는 通經化營, 淸神志하여 불면에 다용하는 照

海穴과 印堂穴22)을 사용하였으며, 제반 통증을 호소할 경우 통증

부위 阿是穴을 추가함으로써 동반되는 제반 증상을 침치료를 통

해 조절하도록 하였다.

치료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FACT-L)과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FACIT-F) 및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FACT는 다양한 암환자에 대해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삶의

질 관련 설문으로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암의 종류

에 따라 타당성이 검증 되어 있으며 표준형인 FACT-G는 신체상

태, 사회/가족상태, 정서상태, 기능상태에 대한 설문들로 이루어

져 있다. FACT-L은 FACT-G에 폐암 환자에 적용 가능한 설문(기

타상태)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FACIT-F 점수는 만성 질환에 대

해 비특이적으로 피로도를 평가할 수 있는 scale이다
17,18)

. 두가지

설문지는 치료전, 퇴원시와 퇴원 4주 후에 각각 측정하여 침치료

의 단기 효과 및 4주 후의 지속효과 여부를 보고자 하였다.

한편, FACT-L과 FACIT-F로써 폐암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면, VAS는 환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가장 편안한 상태 0점, 가장 나쁜 상태 100점으로 하여 치료 전

과 퇴원 시까지 매일 측정을 하도록 하여 치료효과를 판정토록

하였다.

총 10인의 항암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침치료를 부가적으로 시행한 결과 폐암환자의 삶의 질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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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인 FACT-L과 피로도를 반영하는 FACIT-F의 수치 호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환자의 전반적인 몸상태 스스로 측

정하게 한 VAS의 경우에도 10case 중 8case에서 침치료 전에 비

해 침치료 후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충분하지 않은 sample

size로 인해 통계분석에서 유의성은 얻지 못하였으나 모집된 환

자분들의 병기가 대부분 말기였고 case별로 관찰했을 경우 10례

중 6례에서 침치료 후 피로도 및 폐암관련 삶의 질이 동시에 호

전되는 경과를 보여준 점을 감안 한다면, 침치료가 폐암환자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법 면에서 전향적 연구였다는 점과 기존 해외

연구들이 외래 기반으로 하여 침치료 횟수가 많지 않았던 반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14번 이상 시술하는 high-dose

therapy를 하였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생각

되며, 결과상으로 침치료가 암환자에 대해 부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

에서 참고할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일군 설정 연구였으므로 효과를 비교할 대상이 없

었다는 점과 대상 환자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침치료 이외에도 부항, 뜸, 필

요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하에 한약 치료를 결합하여 종양환자의

삶의 질 및 피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지

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게 하루 2회 이상의 침치

료를 결합하여 전향적으로 관찰한 결과 전반적인 상태, 삶의 질

및 피로도에서 긍정적인 호전 경향을 나타내었다. 향후 전향적

무작위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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