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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식욕부진, 악액질, 피로, 오심, 구토, 호

흡곤란, 통증은 흔한 증상이다1). 이 중 암 환자의 식욕

부진/악액질 증후군(Cancer-related anorexia/cachexia 

syndrome, 이하 CACS)는 암으로 인해 식욕이 저하

암 환자의 삶의 질, 식욕 부진과 악액질에 대한 복합 한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

한원주1·이은지2, 한가진1, 윤상훈2, 한가진3, 임정태2,4*

1어의당한방병원, 2청연중앙연구소, 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실, 4동신한방병원

Review Article

⋅Received：15 May 2019        ⋅Revised：26 May 2019       ⋅Accepted：27 May 2019

⋅Correspondence to：임정태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51, 07999, 동신한방병원

Tel：+82-2-2640-2902, Fax：+82-2-2640-2727, E-mail：julcho@naver.com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quality of life, anorexia and cachexia of cancer patients 

: Retrospective chart review

Wonju Han1 · Eunji Lee,2, Gajin Han1, Sang-hoon Yoon2, Gajin Han3, Jungtae Leem2,4*

1O-I Dang Korean Medicine Hospital
2Chung-Yeon Central Institute

3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4Dongshin Korean Medicine Hospital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real world dat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omprehens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quality of life, anorexia and cachexia of cancer patients.
Methods: We analyzed medical records of 62 cancer patients admitted to O-I Dang Korean Medicine Hospital from 
February 2018 to February 2019. The primary outcome was a change score in the Anorexia/Cachexia Subscale of 
Functional Assessment of Anorexia/Cachexia Therapy (FAACT). The secondary outcomes wer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 Trial Outcome Index(TOI) of FAACT, 11 point Pain Intensity 
Numeric Rating Score (11 PI-NRS) and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 (PGIC) and adverse event. 
Results: Cachexia and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assessed by FAACT, increased by 5.59±14.83 (p=0.004) after 
treatment. PI-NRS was reduced by 2.10±1.81 (p<0.001) and TOI and FACT-G total scores were increased by 5.17 
±11.70 (p=0.001) and 3.59±10.94 (p=0.012), respectively. These results were also clinically meaningful assessed via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 There was no severe adverse event.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prehens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might be effective and 
safe strategy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orexia, cachexia and pain of cancer patients. Further advanced studies 
with controlled group and more participants with rigorous design are needed to ensure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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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체중감소

와 함께 근육과 지방세포의 손실을 불러오며, 전체적

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온다2). 이러한 CACS는 암 

환자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부정적인 치

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독립 예후 인

자이다2). CACS는 결과적으로 암 환자에서 영양실조

를 일으키며, 2010년 한국인의 다양한 암과 단계를 

모두 포괄한 연구에서 61%의 유병률로 조사되었다3). 

특히 항암치료의 표준치료 중 항암화학요법 중 항암

약물의 부작용으로 CACS가 발생하며4),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5).

그러나 CACS는 병인이 다양하여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의 관리방법에는 한계가 있다6). 

2017년 암 환자의 영양 공급에 대한 The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양관리는 항상 

운동훈련과 동반되어야 하며, 약물치료와 약물영양

소는 제한된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7). 가이드

라인 이후 발표된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서는 영양실

조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이슈라고 지적하였다8). 

최근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증상완화를 위해 

미국에서도 보완통합의학 (CIM,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이 9~91%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9). 암 환자들은 암 관련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심

리적인 고통 완화, 면역 기능 향상을 통한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완통합의학 치료를 받는

다고 하였다10). 침11), 뜸12), 한약13) 치료가 CACS환

자의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도 보고된 바 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

구를 통해서도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다14). 

현재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요법 중간이

나 전후에 증상 관리와 삶의 질, 소화기 문제와 영양 

섭취 및 건강상태 호전 등을 위하여 한방 의료 기관

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으나15), 해당 환자들의 임상

적 호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 암 환자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건강상태에 대한 임상 현실을 반영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방법론을 통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Real world data (RWD)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임상연구와 환자보고 임상지표를 통한 전

반적인 호전도와 증상 개선에 대한 평가와 자료수집

이 병행되어야 한다16–18). 암 환자에 있어서는 생존율

이나 종양 축소 외에도 삶의 질이 임상연구에서의 

중요한 치료 목표이자 항암제 승인의 지표로 활용되

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은 진행성 암의 중요한 예후인

자이기도 하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군, 후향

적 차트리뷰 방법을 이용해 CACS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의 삶의 질, 식욕부진과 악액질 호전에 대한 

RWD에 기반을 둔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승인, 연구 디자인 및 수집 정보 

본 연구는 청연한방병원과 어의당한방병원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청연한방병원 IRB의 승인을 

받았다 (CYIRB-2019-03-002). 후향적 차트리뷰로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고, 동의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대상자에게 미

치는 위해가 적어서 동의는 면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Baseline characteristics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신장, 

체중, 흡연상태, 음주상태, 직업20), 과거력 (당뇨, 고

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혈압, 심박수, 호흡

수, 체온, ECOG performance status(ECOG-PS)21), 

입원사유, 입원 시 주소증, 원발암의 종류, 전이여부 

및 전이 부위, 재발여부, 암의 stage, 항암화학요법 

여부/차수, 방사선 요법 여부/차수, 수술요법 여부/회

수, 재원일수 등이다. 

본 연구에서 그 외에 한약치료 여부 및 종류, 침치

료 여부 및 사용된 혈위, 뜸치료 여부, 부항치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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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또한 아래 설명하고 

있는 임상적 Outcome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의 선정,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만 18세 이상 남, 여

(2)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어의당한방

병원에 암 관련 치료를 위해 입원한 자 (입원일 

기준)

(3) 치료 전후 Functional Assessment of Anorexia/ 

Cachexia Therapy (FAACT)22) 설문지 작성이 

되어서 일차 평가변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자

2) 제외기준 

(1) 한의치료를 1회도 받지 않은 자

(2) 기타 연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3. 평가변수

1) 일차평가변수

FAACT는 암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

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 총점108점)23)에 식욕부진/악액질에 대해

서 평가한 Anorexia/Cachexia Subscale (A/Cs) 12

문항 총점 0-48점을 추가한 것이다. FAACT의 총점 

(0~156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

며 이 연구에서는 총점의 변화량으로 복합 한의 치

료 효과를 평가하였다.

2) 이차평가변수

FACT-G는 다음 4개의 Subscale로 구성되어 있

다.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7문항의 (총점 0~28점) 

Physical Well-Being (PWB), 사회/가족 상태를 나

타내는 7문항의 (총점 0~28점) Social/Family 

Well-Being (SWB),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6문항의 

(총점 0~24점) Emotional Well-Being (EWB),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7문항의 (총점 0~28점) Functional 

Well-Being (FWB)이다. FACT-G 총점 (0~108점)

과 FAACT의 각 Subscale 즉 PWB, SWB, EWB, 

FWB, A/Cs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FAACT의 Trial 

Outcome Index (TOI, PWB score + FWB score + 

A/Cs score, 총점 0~104점)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TOI는 종양학 및 면역학에서 식욕부진/악액질 치료

와 관련하여, 환자가 보고한 삶의 질의 신체적 측면

을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나타내는 지표이다. 질병의 

증상, 부작용과 신체능력과 같은 영역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3개의 subscale의 결합이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치료 기간의 전반

적인 통증 변화에 대하여 11 point Pain Intensity 

Numeric Rating Score (11 PI-NRS)25)로 평가하였

다. 통증은 11 PI-NRS에서 2점 이상 혹은 30% 이

상의 기저치 대비 감소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

화(MID)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도 MID를 넘지 못하면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치료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하여 7점 Likert scale의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 (PGIC)26)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PGIC

는 입원 전에 비해 암 자체나 항암치료로 인한 불편

감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호전되었는지에 대해 물

었으며 1 (매우 많이 악화), 2 (많이 악화), 3 (얼마

간 악화), 4 (변화 없음), 5 (얼마간 호전), 6 (많이 

호전), 7 (매우 많이 호전)으로 평가하였다.

3) 안전성 평가 변수

치료 전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수집하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중증도와 인과관계를 각각 평

가하였다.

4. 결과에 대한 통계적/임상적 분석

Baseline characteristics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명목

형 변수는 빈도수 (%)로 나타내었다. 일차/이차 평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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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의 변화량을 통계분석

하는 것이므로 짝지은 자료의 평균을 비교하는 

paired t-test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FACT-G의 각 Subscale의 임상

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변화량 (Minimal Important 

difference, MID) PWB의 경우에는 2-3, EWB의 경

우는 2, FWB의 경우에는 2-3, FACT-G의 경우에는 

3-7 정도가 MID로 알려져 있다27). 통증의 PI-NRS

는 2점 이상 혹은 30% 이상의 기저치 대비 감소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알려져 있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화량이 MID와 

최소한 동등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변화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선정제외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입원한 환자 886명 중 79명이 

암 환자로써 입원 시 일차 평가변수인 FAACT에 대

한 평가가 되어 있었으며 그 중 퇴원 시 평가까지 

완료되어 분석이 가능한 62명이 선정되었다 (Figure. 

1).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2. 대상 환자에게 제공된 한의치료와 병용치료 

대상 환자에게 제공된 한의치료 중 침, 적외선치

료가 100% 시행되었으며, 뜸치료와 부항치료는 각

각 69.4%, 한약치료는 12.9% 환자에게 시행되었다. 

한의치료와 병용치료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3. 복합 한의 치료의 입원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식욕부진/악액질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 

복합 한의 치료 후 악액질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수치는 5.59±14.83 (p=0.004)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외에 통증지수인 PI-NRS는 

2.10±1.81 (p<0.001) 감소하였으며, TOI와 FACT-G 

total scores 또한 5.17±11.70 (p=0.001)과 3.59± 

10.94 (p=0.012)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

하여 복합 한의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과 악액질, 통

증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개개 환자

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

다. 

입원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입원

기간동안 4개의 Subscale 중에서는 주로 신체기능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PWB는 2.99점, A/Cs는 2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가족, 정서, 기능 

Subscale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TOI, FACT-G total score, FAACT total score 도 

임상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FAACT

의 하위 지표 중에서는 신체 지표와 Anorexia/ 

Cachexia scale 만이 복합 한의 치료로 인해 유의하

게 변화하였다. 

Fig. 1. Data Extraction Flow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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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utcome set에서는 18명 (29%) 이 악화되

거나 변화가 없었으며 44명이 호전되었다. FACT-G 

점수는 25명 (40.3%)이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었으며 

37명 (59.7%)이 호전되었다. FAACT 총 점수는 21

명 (33.3%)이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었고, 41명 

(66.7%)이 호전되었다. PI-NRS로 측정된 통증은 1

명 (1.7%)이 증가하고 10명 (16.1%)이 변화가 없었

으며 51명이 (82.2%) 호전되었다 (Data not shown). 

PGIC는 4점(변화 없음) 5명 (8.1%), 5점(얼마간 

호전) 29명 (46.8%), 6점 (많이 호전) 20명 (3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patients (N=62)

Variables Frequency n(%) or Mean ± SD

Sex Female, 42 (67.7%); male, 20 (32.3%)

Age 52.23 ± 10.09
<30, 2 (3.2%); 30~39, 2 (3.2%); 40~49, 15 (24.2%); 50~59, 29 (46.8%); 60~69, 13 (21.0%); ≧70, 
1 (1.6%) 

Height 163.47 ± 8.18

Weight 61.44 ± 9.11

Smoking status Smoking, 1 (1.6%); Non-smoking, 48 (77.4%); Ex-smoking, 13 (30%)

Drinking status Non-drinking, 10 (16.1%); Ex-drinking, 52 (83.9%)

Job Office workers, 37 (59.7%); House wife, 18 (29.0%); Service, manufacturing workers, 4 (6.5%); 
None, 3 (4.8%).

Past History Diabetes Mellitus, 4 (6.5%); Hypertension, 7 (11.3%) ;  Hyperlipidemia, 3 (4.8%); Tuberculosis, 
0 (0%); Hepatitis, 4 (6.5.%); Cardiovascular Disease, 2 (3.2%)

ECOG Performance status Grade 0, 52 (83.9%); Grade 1, 8 (12.9%); NR, 2 (3.2%)

Chief complaint on admission
(allow repetition)

[Gastrointestinal disorder, 29 (46.8%)]
Anorexia, 9 (14.5%); Nausea and vomiting, 7 (11.3%); Abdominal pain, 6 (9.7%); Dyspepsia, 2 
(3.2%)
[Pain, 34 (54.8%)]
Surgical site pain, 20 (32.3%); Neck, back, shoulder pain, 5 (8.1%); Lumbago, 3 (4.8%); 
Headache, 2 (3.2%); Other pain, 4 (6.5%)
[Respiratory disorder, 4 (6.5%)]
Cough, 2 (3.2%); Dyspnea, 2 (3.2%)
[Other side effects of chemotherapy, 28 (45.2%)]
Post-operative condition improvement, 8 (12.9%)
Other side effects, 20 (32.6%)

Primary cancer Breast, 15 (24.2%); Stomach, 9 (14.5%); Lung, 9 (14.5%); Thyroid, 9 (14.5%); Colon and rectum, 
6 (9.7%); Liver, 3 (4.8%); Prostate, 2 (3.2%); Bile duct, 1 (1.6%); Uterus, 1 (1.6%); Brain, 1 
(1.6%); Ureter, 1 (1.6%); Small Bowel, 1 (1.6%); Ovary, 1 (1.6%); Fallopian Tube Ovary, 1 
(1.6%); Tongue, 1 (1.6%); Lymphoma, 1 (1.6%)

Metastasis
(allow repetition)

Number of metastatic patients, 26 (41.9%)
Metastatic site: Lymph node, 15 (24.2%); Lung, 6 (9.7%); Liver, 4 (6.5%); Peritoneum, 2 (3.2%); 
Brain, 1 (1.6%); Colon and rectum, 1 (1.6%); Chest wall, 1 (1.6%); Diaphragm, 1 (1.6%); Adrenal 
gland, 1 (1.6%)

Recurrence Number of recurrent patients, 5 (8.0%)

Stage of cancer 0, 1 (1.6%); Ⅰ, 19 (30.6%); Ⅱ, 10 (16.1%); Ⅲ, 2 (3.2%); Ⅳ, 12 (19.4%); NR, 18 (29.0%)  

Chemotherapy Number of patients treated with chemotherapy, 16 (25.8%) 
Session of chemotherapy: 1, 4 (6.5%); 3, 3 (4.8%); 4, 1 (1.6%); 6, 2 (3.2%); 7, 1 (1.6%); NR, 5 
(8.1%)

Radiotherapy Number of patients treated with radiotherapy, 6(9.7%)
Number of radiotherapy: 27, 1 (1.6%); 30, 3 (4.8%); 32, 1 (1.6%);  NR, 1 (1.6%)

Operation Number of patients who had an operation, 57(91.9%)
Number of operations: Once, 55 (88.7%); Twice, 1 (1.6%); Third times, 1 (1.6%)

Admission duration 1~5days, 3 (4.8%); 6~10days, 16 (25.8%); 11~15days, 36 (58.1%);  16~20days, 7 (11.3%)
NR,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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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Information of Integrat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Concomitant treatment (N=62)

Treatment Frequency n(%) or Mean ± SD

Herbal Medicine 8 (12.9%)
Banhasasim-tang(半夏瀉心湯) 2d/3d Cheonwangbosim-dan(天王補心丹) 1d, 
Sogeonjung-tang(小建中湯) 7d, Hyangsapyeongwi-san(香砂平胃散) 2d, Samulijin-tang(四物二陳湯) 
15d, Uchashinki-hwan(牛車腎氣丸) 7d, Oryeong-san(五令散) 4d, 
Sipjeondaebo-tanggami(十全大補湯加味) 7d

Acupuncture 
(allow repetition)

62 (100%)
In order of most used Sa-am acupuncture therapy
SP(脾) jeonggyeok, 24 (38.7%); ST(胃) jeonggyeok, 11 (17.7%); ST(胃) seunggyeok, 9 (14.5%); KI(腎) 
jeonggyeok, 7 (11.3%); LR(肝) hangyeok, 7 (11.3%); LU(肺) jeonggyeok, 5 (8.1%); GB(膽) jeonggyeok, 
5 (8.1%); LR(肝) jeonggyeok, 4 (6.5%); LI(大腸) seunggyeok, 4 (6.5%); TE(三焦) seunggyeok, 4 (6.5%); 
SI(小腸) jeonggyeok, 3 (4.8%); TE(三焦) jeonggyeok, 2 (3.2%); SP(脾) seunggyeok, 1 (1.6%); BL(膀胱) 
jeonggyeok, 1 (1.6%); HT(心) jeonggyeok, 1 (1.6%); LI(大腸) jeonggyeok, 1 (1.6%)

In order of most used Sa-am acupuncture point(more than 5 times)
SP 2(大都), 25 (40.3%); GB 41(足臨泣), 20 (32.3%); ST 43(陷谷), 19 (30.6%); ST 36(足三里), 15 
(24.2%); LR 2(行間), 9 (14.5%); KI 3(太谿), 8 (12.9%); KI 7(復溜), 8 (12.9%); TE 2(液門), 6 (9.7%); LI 
5(陽谿), 6 (9.7%);  SI 5(陽谷), 6 (9.7%); SP 3(太白), 5 (8.1%); LU 9(太淵), 5 (8.1%); LR 8(曲泉), 5 
(8.1%); SI 3(後谿), 5 (8.1%)

Infra-red 62 (100%)

Moxibustion 43 (69.4%)

Cupping therapy 43 (69.4%)

Concomitant treatment Sodium selenite 500μg (Selenase®), 31(50%); Radiofrequency ablation, 9(14.5%); Mistletoe, 4(6.5%); 
Thymosin-α1 (Thy-1), 53(85.5%)

D, Days
Jeonggyeok(正格), taking the acupuncture point in the relevant meridian of the Deficient organ and tonifying the organ; Seunggyeok(勝格), taking 
the acupuncture point in the relevant meridian of the Excessive organ and sedating the organ; Hangyeok(寒格), taking the acupuncture point 
in the relevant meridian of the hot organ and cooling the organ.
SP, Spleen; ST, Stomach; KI, Kidney; LR, Liver; LU, Lung; GB, Gall Bladder; LI, Large Intestine; TE, Triple Energizer; SI, Small Intestine; BL, 
Bladder; HT, Heart

Table 3. Change value of cancer related clinical outcome (N=62)

Outcome
Before treatment

Mean (SD)
After treatment

Mean (SD)
Change value
Mean (SD)

p-value

Physical Well-Being (PWB) 18.77 (6.08) 21.76 (4.72) 2.99 (5.11) <0.001†

Social/Family Well-Being (SWB) 18.95 (5.38) 18.79 (5.60) -0.16 (4.43) 0.771

Emotional Well-Being (EWB) 17.54 (3.95) 18.13 (4.09) 0.58 (3.65) 0.212

Functional Well-Being (FWB) 15.67 (5.80) 15.85 (5.93) 0.18 (4.63) 0.760

Anorexia Cachexia Subscale (ACS) 31.55 (6.88) 33.55 (6.42) 2.00 (6.63) 0.035†

FAACT Trial Outcome Index (TOI) 66.00 (15.02) 71.17 (13.21) 5.17 (11.70) 0.001*

FACT-G total score 70.95 (14.49) 74.54 (15.27) 3.59 (10.94) 0.012*

FAACT total score (primary outcome) 102.50 (18.52) 108.09 (18.82) 5.59 (14.83) 0.004*

PI-NRS 3.90 (2.38) 1.81 (1.71) -2.10 (1.78) <0.001†

FAACT, Functional Assessment of Anorexia/Cachexia Therapy; FACT,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PI-NRS, Pain intensity numeric 
rating score; S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Normality test, Paired t-test or Wilcoxon signed rank test was conducted compar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value. Change 
value of PI-NRS, PWB and ACS was not normally distributed. * or †, p<0.05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paired t-test; †, Wilcoxon signed 
rank test)   
Except for PI-NRS, higher score means higher cancer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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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매우 많이 호전) 7명 (11.3%), 무응답 1명이었다. 

고 찰

본 연구에 따르면 한방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한 

복합 한의 치료 후 FAACT total score 및 TOI, 

FACT-G total scor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여 환자의 CACS증상 및 삶의 질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I-NRS수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여 전반적인 통증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리얼월드 환경에서 한방병원 입원 후의 

복합 한의 치료가 식욕부진, 악액질 뿐만 아니라 통

증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호전시켰다. 다만 FAACT

의 하위그룹 분석에서 신체 지표와 Anorexia/ 

Cachexia Subscale은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유의

미하게 호전되었으나, 나머지 사회/가족, 정서, 기능 

Subscale은 변화가 없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잃는 것으로 정의되는 식욕부진

은 암 환자에게 흔하다. 수명이 다해가는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1%가 화학요법을 받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욕부진을 겪었다28). 이 결

과로 보아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암 

자체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액질은 복합요인 증후군으로 체중이 점진

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종종 식욕부진과 동

반이 된다1),2). 암 환자의 50%가 겪고 있으며. 암으

로 인한 사망자에서 CACS가 존재하는 비율은 80%

에 이른다1). 그렐린 수치는 암으로 유발된 악액질이 

Fig. 2. Distribution of each Clinical Outcome (N=62)
The value is ‘after treatment – before treatment’. PI-NRS was not normally distributed. 
A, Trial Outcome Index (TOI); 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 C, Functional Assessment of Anorexia/Cachexia 
Therapy (FAACT); D, Pain Intensity Numeric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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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에게서 높아져 있으며, 암 악액질의 기전은 

식욕부진이 체중감소의 1차 요인인지, 2차 요인인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29). 탄수화물, 단백

질, 지질 대사의 이상, 에너지 대사의 변화, Tumor 

necrosis factor alpha, Cachexin (or cachectin), 

Angiotensin II, Glucocorticoid, Interferon gamma, 

Interleukin 6, Tumour-secreted proteolysis-inducing 

factor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숙주 면역계의 만

성 활성화 및 기능 장애와 같은 다양한 기전이 관여

한다2),29). 항암화학요법은 과거 연구들에서 CACS의 

발생 및 지속에 주요한 기여 인자로 제시되어 왔다4). 

현재 프로게스테론이 CACS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

적이고 안전한 약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부작용 때문

에 약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며 혈전 색전증, 말초 

부종, 돌발 출혈, 고혈당증, 고혈압 및 쿠싱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2),30).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역시 잘 알려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고

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 기간이 짧

은 암 말기 환자에게 사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주간의 짧은 치료 기간 동안 치료해야 하며 

체중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31).

이와 같이 CACS는 기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치료가 없고 각 환자의 원인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CACS의 관

리는 복잡하고 어렵다2). 이러한 환경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암 관련 증상개선을 위해 보완통합의학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9),10),32), 한의치료가 암 환자의 

피로개선33), 삶의 질34), 암과 관련된 증상35)을 개선

할 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연장하는 것이 알려져 있

다36). 

암 환자의 CACS에 대한 한의치료의 연구는 주로 

침, 뜸, 한약에 대해 이뤄졌다. 2018년도에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침치료는 일부 암 환자의 삶의 

질과 통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킨다고 보

고되었다37). 또한 갑상선암 환자의 식욕부진에 2주

간 6회의 피내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침 치료가 식

욕부진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호전시켰다38). 침치료의 혈위 특이성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위장관암 

환자의 악액질에 8주간 효과가 알려진 특이적 혈위

와 그렇지 않은 비특이적 혈위의 치료효과를 비교하

여 특이적 혈위가 대사조절 장애를 정상화해서 악액

질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9). 한편 뜸치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이암 환자에게 2주간 10회의 진짜 뜸과 샴뜸 치료

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암 환자의 식욕부진에서 뜸

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40). 마지막으

로 한약에 관한 연구로는, 전 등이 4주간의 십전대보

탕군 투여가 위약 대조군에 비해 식욕부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41). 항암화학요법

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토제에 부가된 육군자탕

은 제토제 단독 투여에 비해 구역감, 구토, 식욕부진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43).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식욕부진과 오심

에 대하여 3주간 독활지황탕가미방을 위주로 하는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증례 등도 보고된 바 

있다44). 또한, 한약 치료가 암 환자의 식욕부진 개선

에 잠재성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

음이 체계적 고찰을 통해 제시되었다13). 다만 일부 

연구들은 치료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임상시험 환

경에서의 효과를 본 것으로, 외적타당도나 호손효과 

등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의 결과와는 다를 가능성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암 환자의 진료에

서 누적된 RW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병원에

서 한약은 제한적으로 처방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환

자에게 침과 뜸치료가 시행되어 환자의 증상 개선에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AACT나 FACT-G, 

PI-NRS와 같이 본 연구와 같은 지표를 통해 치료효

과를 고찰한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면, 해당 연구

에서 2주간 6회의 피내침 치료 후 FAACT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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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3.00 (mean±SD) 상승하였고, FACT-G는 9.17± 

5.97(mean±SD) 증가하였으며 VAS는 3.71±2.58 

(mean±SD)감소하였다38). 하지만 해당 연구는 파일

럿 연구로서 치료군의 숫자가 적고 대상군 특성이 

다르며, Real world data는 임상시험 결과와는 효과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주의 O 한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입원 중에 한의 치료는 1일 1-2회 시행하였으

며 침치료가 가장 많이 적용된 (100%) 치료방법이

었다. 침치료는 주로 사암침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독창적인 치료 양식 중의 하나인 사암침은 중국과 

일본의 양식과 다른 기원을 가진 독특한 치료법으로, 

오행이론의 상생과 상극에 따라서 오수혈을 운용한

다45). 사암침의 경락은 12개의 장부가 각 수삼음삼

양경, 족삼음삼양경에 배속되고 각 경락마다 허, 실, 

한, 열의 증상을 나타낸다46). 사암침은 몸 전체 내에

서 경락들 간의 과도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과 정체와 불규칙으로 인해 중단으로 인해 생

기며 그 뿌리가 되는 경락을 치료를 하는 것이다46). 

한의 치료 시에 하나의 증상을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제반 증상들을 보고 변증을 하여 환

자마다 문제가 있는 경락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혈자리를 선정하여 운용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사

암침은 비정격(38.7%)과 위정격(17.7%), 위승격

(14.5%), 신정격(11.3%), 간한격(11.3%) 등이었으며 

개별 혈자리로는 대도(SP 2, 40.3%), 임읍(GB 41, 

32.3%), 함곡(ST 43, 30.6%), 삼리(ST 36, 24.2%)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10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암침 치료 전후 면역세포의 수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경거(LU 8), 족통곡(BL 66), 양곡(SI 5), 양

지(TE 4), 중완(CV 12) 혈자리에 2주간 4회 침치료 

후 CD3+, CD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 환자의 피로도 또한 감소하였다47). 침치료와 

함께 뜸과 부항 또한 69.4%사용되었다. 한약치료는 

일부의 환자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증상이 있을 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용기간도 비교적 짧았다. 한약

치료의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암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비용, 효과, 안

전성에 대한 조사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

가족, 정서, 기능에 관한 Subscale은 변화가 없었다

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제공된 한의치료가 한약치료 

및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이기 때문으로 사료되

며, 기존 연구에서 침, 뜸치료가 암환자의 식욕부진

과 악액질, 통증에 유효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37),38),40). 결국 암환자의 사회/가족, 정서, 기

능 등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게 한의정신치료요법, 상담이나 명상과 같은 정서적 

지지치료와 함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Real world data를 반

영하여, 실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에게 다양하

게 적용되는 치료법의 효과를 FAACT와 PI-NRS, 

PGIC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인다. 본 연

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복합 한의 치료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 후 조사된 RWD를 그대로 이용

한 연구로, 실제 임상현장의 치료 패턴과 임상적 효

과를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PWB는 2.99점, FACT-G는 3.59점, PI-NRS는 2.10

점 호전되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변화량

보다는 많이 호전되어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암 환

자의 삶의 질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전략의 가능성

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다만, 암 악액질 증후군은 원

인이 다양하고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모든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31). 임상에서

는 기존의 근거, 이용 가능한 자원,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종합적 치료가 제공되게 되며, 또한 같은 식

욕부진/악액질 증후군이라도 그 치료 방법이 각각 다

른 특징을 가지므로 기존 RCT처럼 엄격하게 치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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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제한 상황에서 특정한 치료법의 효과를 측정

하기 어렵고48),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효과크기가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암에 대한 임상연구

에서는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임상적 변화를 객

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실용적 임상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후향적 연구라는 점이다. 자연경과에 따른 호전 가능

성을 배제하고 한방치료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 무처지 대조군이나 표준 치료만을 시행한 대조

군을 설정하여 디자인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계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환자수가 비교적 적

다는 점이다. 본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치료는 한약 

및 침치료, 부항, 뜸, IR치료로 그 치료의 도구는 다

른 한의 기관에서 시행되는 치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임상의의 경력이나 병원의 시스템, 

중증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환자

의 수가 적어서 부작용 발생을 충분히 관찰하거나 

각 개별 질환이나 치료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추후에는 다기관 전향적 레지스트리, 

환자/의료진 대상의 설문 연구, 환자의 목소리를 직

접 반영하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을 도출하고 임상적 유효성

과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ECOG 

status가 0이나 1의 비교적 기능적인 상태가 경증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연구

가 별도로 필요하며 입원환자 대상 ECOG status와 

체중의 추적관찰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한방병원 입원을 통한 복합 한의 

치료는,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삶의 질, 식욕부진

과 전신쇠약 및 통증을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효과

적이고 안전하게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전략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일기관 대상의 

대조군이 없는 후향적 자료이므로 대조군이 있는 연

구 결과가 필요하며, 향후 다기관의 전향적 레지스트

리 연구와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더 풍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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