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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i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grative Medicine Therapy (IMT) in treating
breast cancer metastasized to several portion. A 55-year-old woman who was diagnosed breast
cancer and treated by breast conservation surgery
(BCS) IN 2002. (pT2M0N0), adjuvant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till Jan. in 2013. But cancer had metastasized to sacrum (2009),
liver (2012) and ribs (2013). Finally cause of several side effects of Xeloda(neuralgia and
vommiting), she gave up to be treated by Xeloda and started to receive IMT including Abnoba
Viscum, Vitamin C therapy Xeloda again, Korean herbal medicine and pharmacopuncture from Jul.
in 2013. The effect was evaluated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PET-CT) and Abdomen Computed Tomography (CT). The metastatic tumor in liver was
disappeared and cancers to ribs, their size decreased after 12 months and pain of sacrum
maintained VAS 2 continual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T is a therapeutic method to treat
metastatic tumor originated from breast cancer.
Key words : Breast cancer, Integrative Medicine, Metastasis, Pharmacopuncture, Korean Herb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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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두 번째로 많
은 암이다. 한국 유방암학회가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2010년 유방암 환자 수는 16,398명이고
발병빈도를 보면 1996년에 여성인구 10만 명
당 16.7명이었지만 2000년 23명, 2004년 40.5
명, 2008년 57.5명, 2010년 67.2명으로 지속 증
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당 4.8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10년
에는 7.5명, 2011년에는 8명을 기록했다1).
유방암의 원인으로서 예전에는 가족력, 초경
연령 14세 이전, 폐경연령 50세 이후, 임신시기
늦어짐, 수유를 하지 않은 임부, 여성호르몬 복
용자, 술을 많이 먹는 여성, 비만2) 등이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서구적 음식문화와 생활패턴
으로 유방암 발생동향으로 보면 15세-30대 중
반이 많아져서 기존의 원인과 다르게 유방암이
1)
발생됨을 알 수 있다 .

2013년 한국유방암학회지에 따르면 유방암
재발률은 20~30%로, 재발한 환자의 70.9%가
수술 후 3년 내 재발하며 92%는 수술 후 5년
내 재발한다. 수술 후 2~3년 동안 재발 위험이
1)
가장 높으며 , 재발된 유방암은 대부분 전이가
일어나고 전이된 유방암은 단순 유방암과 달리
기전이 복잡하고 전이된 부위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여 난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유
방암의 5년 생존률은 91%이지만1) 전이된 원발
성 유방암은 중앙생존기간이 2-3년에 불과하여
2)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
한의학에서는 乳癰3), 石癰4)등의 병증이 유방
암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乳房腫塊가
주증상이며 不痛, 不痒, 不赤하며 혹 內熱, 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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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五心煩熱, 肢體倦瘦, 月經不調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병의 원인으로 七情所傷과 外熱, 痰
飮, 氣血虧損 등이 있다3),5).
본 증례는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후 좌측 유
방의 절제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항암
제를 복용 중에 증상이 악화되어 우측 천골,
간, 우측 늑골에 전이되고, 항암제 부작용이 심
하여 복용을 중지한 환자에게 통합치료를 시행
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
임 O O, 만 55세

2. 주소증
氣力不足, 手足冷症, 우측 천골 부위 통증

3. 진단일
2009년 2월 00 대학교 병원에서 천골 전이
진단
2012년 5월 동일 병원에서 간 전이 진단

4.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5. 과거 치료 경과
(1) 2002년 2. 24. 좌측 유방 외하사분의 종
양으로 유방 보존 수술 받음(breast
conservation surgery, BCS)
수술 후 병리검사소견: Infiltrating Duct
Carcinoma, Residual, Bloom-Richardson
grade Ⅱ/Ⅲ, Tumor Size 1.8 × 0.7cm,
pT2N0M0로 진단
(2)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으로 Cyclophos
-phamide, Methotrexate, 5-Fluoroura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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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6cycle 받은 후 방사선 요법을
6040cGy로 33회 받았음
(3) 항에스트로젠 제제인 Tamoxifen을 2007년
12월까지 5년간 복용 후 Letrozol로 바꾸어
서 2008년 10월까지 복용하다 부작용인
관절강직(joint stiffness)을 이유로 중단함
(4) 2009년 2월 천골에(S2-S4) 전이 발견되어
Exemestane을 3년간 복용하면서 (2009. 2.
- 2012. 5.) 방사선치료 45Gy/15fx를 받았
고(2009. 3. - 2013. 4. 2.)
(5) 방사선치료 받는 중에 2012. 5월 경 간전
이(Lt. lateral Segment size 2.2cm)가 발견
되어악화단계(Progression of Disease, PD)
로 판명되고 구내 점막염(oral mucositis)
심하여짐
보완적
항암화학요법
(Adriamycin + cyclophosphamide)을 6cycle
받음(2012. 6. 8 - 2012. 10. 2)
(6) 2012. 8. 16. Lt. lateral Segment size
1.3cm로 크기 감소 보임
(7) 2012. 10.16. Lt. lateral Segment size
0.7cm로 크기 감소 보임, S7 posterior
subcapsular portion으로 1.8cm 크기의
ill-density lesion 생김
(8) 2012. 10. Xeloda를 처방받았으나 2013
년 1월부터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해져서
환자 스스로 복용을 중지함
(9) 2013. 02. 12 Lt. lateral Segment size 크
기 감소하여 subtle한 tiny low density로
보임
(10) 2013. 4. 30. 우측 늑골 4, 5번 전방부에
국소 방사능 섭취증가가 새로 나타남
(11) 2013. 7. 9. 본원에 내원함

6. 치료방법
(1) 藥鍼의 조제 및 주입

1) 藥鍼 조제는 본원의 藥鍼조제실에서 이루
어졌으며 사용약재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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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소재 현덕약업사에서 구입하였다. 山
養山蔘藥鍼은 125g의 山養山蔘을 2,300
ml증류수와 배합한 후 4시간 전탕하여
2,000 ml를 얻었고 黃芪藥鍼, 冬蟲夏草
藥鍼, 黃梅木藥鍼, 紅花子藥鍼은 100g의
약재를 2,300 ml의 증류수와 배합하여 2
시간 전탕하여 각각 2000 ml의 전탕액을
얻은 후 각각의 전탕액을 다시 증류추출
기로 1,900ml의 약침액을 얻은 후 0.45
㎛, 0.2 ㎛ 여과지로 2회 여과한 후 ph와
염도를 조정하여 멸균된 용기에 일정용량
주입하였고 밀봉하여 멸균기에서 다시 멸
균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2) 藥鍼의 주입은 山養山蔘藥鍼, 冬蟲夏草
藥鍼,黃梅木藥鍼과 黃芪藥鍼은 혈맥으로
투여하였고 紅花子藥鍼은 혈맥과 천골의
전이病所 아시혈에 약침주입기로 穴位注
入하였다.
(2) 탕제의 조제 및 투여

1) 본원의 탕전실에서 이루어졌으며 山養山
蔘單味方은 250g의 山養山蔘을 4,500
ml의 증류수와 배합한 후 75-85℃ 사이
에서 36시간 전탕한 후에 4,000 ml를 얻
어 1회에 100 ml를 투여하였고 冬蟲夏草
單味方, 黃梅木單味方은 400g의 약재를
4,500 ml의 증류수와 배합하여 2시간 전
탕하여 각각 4,000 ml를 얻어 1회에 100
ml를 투여하였다. 茵蔯五苓散, 苓桂朮甘
湯과 桂枝加附子湯은 한약공정서에 따른
배합 비율로 탕전하여 1일 3회 100 ml씩
투여하였다
2) 茵蔯五苓散, 苓桂朮甘湯은 내원 초기의
浮腫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桂枝
加附子湯은 浮腫減少 후에 氣力不足과
手足冷症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
며 山養山蔘單味方, 黃梅木單味方, 冬
蟲夏草單味方은 암의 퇴축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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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약침 주입 외에 탕약 방식으로
도 각각 1일 1회 투여하였다.
(3) 병행한 현대의학적 치료

1) Xeloda 1일 1정을 2주간 투여한 후에 1주
일 쉬는 복용방식으로 진행
2) 미슬토요법 및 비타민 C 요법
미슬토는 독일산 Abnoba Viscum주사액을 사
용하였고 처음에는 0.02 ㎍을 복강에 이틀 간
격으로 주입하여 8회 시행한 후 부작용이 없으
면 0.2㎍을 이틀 간격으로 다시 8회 주입하고

역시 부작용이 없으면 2.0 ㎍을 이틀 간격으로
8회 주입하고 최종적으로 20 ㎍을 이틀 간격으
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비타민 C 요법은 휴온
스사 제품 메리트 C 20g을 100 ml에 섞어 주
3회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7. 치료평가
종양의 크기 및 변화는 Abdomen Compute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T)와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PET-CT)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2013. 04. 30

2013. 08. 12.

Fig.1 Comparison of Bone Scans
A: Right Rib T4, T5, A1: Hypermetabolism of FDK Uptake(Anterior 100%), A2(Anterior 70%)
A3: Decreased of FDK Uptake(Anterior 100%), A4(Anterior 70%)
B: Right Sacrum : No Change of Size, B1, B3: Posterior 100%, B2, B4 : Posterior 70%

2013. 4. 30.

2013. 10. 21.

Fig.2 Comparison of Abdomen CT Scans
C: Segment 2 of Liver, C1: Tiny obserbed C2: Non Specific C3: Non Specific
D: Segment 7 of Liver, D1: Tiny obserbed D2: Non Specific D3: Non Specific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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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치료내용 및 경과
1. 2013. 7. 11. - 2013. 8. 12.
(1) 한방치료
환자에게 주 3회로 내원시마다 山養山蔘藥
鍼은 100ml, 黃梅木藥鍼, 冬蟲夏草藥鍼, 紅花
子藥鍼과 黃芪藥鍼은 각각 50ml를 혈맥으로
투여하였고 국소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혈맥과
천골의 전이病所 아시혈에 紅花子藥鍼을 약침
주입기로 穴位注入하였다. 또 당시의 일시적
증상인 浮腫을 치료하기 위해 苓桂朮甘湯(1일
3회 15일분)과 茵蔯五苓散(1일 3회 15일분)을
변증하여 사용하였다.
(2) 협진 치료

Xeloda를 1일 1정으로 2주간 투여한 후에 1
주일 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미슬토요법 및
비타민 C 요법은 전술한 방법대로 시행되었다.
(3)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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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월 12일 행하여진 Abdomen CT와
PET- CT검사에서 이전 2013년 4월 30일 검사
와 비교해 볼 때 tiny하게 보이던 간의 S2 부위
의 종양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S7에 보이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우측 천골은 변화
없었고 통증 VAS는 5에서 2-3정도를 유지하였
고 우측 늑골 4, 5번 전방부에 국소방사능 섭취
는 감소하여 5번 늑골에 경미하게 남아있었다.
(Fig. 1, 2)

2. 2013. 8. 13. - 2013. 10. 21.
(1) 한방치료
藥鍼注入은 기존방식과 같고 탕제는 浮腫減
少 후에 氣力不足과 手足冷症을 치료하기 위
하여 桂枝加附子湯을 사용하였고 더불어 山養
山蔘單味方, 黃梅木單味方, 冬蟲夏草單味方
을 사용하였다.
(2) 협진 치료
이전 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reatment and Result
Date

Oriental treatment

Western treatment

Result

2013. 7. 11. 2013. 8. 12.

5 Kinds of
Pharmacopuncture, 3 Kinds
of Single Herb Medicine,
língguìchūgāntāng,
yīnjīnwǔlíngsǎn

Xeloda, Abnoba-Viscum,
Vitamin C Therapy

a. Decreased of FDK
Uptake in Rt rib 4,5,
and Sacrum
b. Sacrum VAS 5 → 2.
c. Tiny observed S2 , S7
in The Liver

2013. 8. 13. 2013. 10. 21.

5 Kinds of
Pharmacopuncture, 3 Kinds
of Single Herb Medicine,
guìzhījiāfù[zǐtāng

Xeloda, Abnoba-Viscum,
Vitamin C Therapy

a: Non Specific S2, S7 in
The Liver
b: No Change of Size of
Sacrum and VAS 2

Abnoba Viscum, Vitamin
C Therapy

a: Disapeared The Lesion
of S2, S7 in The Liver
b: No Change of Size of
Sacrum and Maintained
VAS 2
c: Cold hands and Feet
Decreased VAS 5 → 1

2013. 10. 22. 2014. 7. 1.

5 Kinds of
Pharmacopuncture, 3 Kinds
of Single Herb Medicine,
guìzhījiāfù[zǐtā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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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

2013년 10월 21일 촬영한 Abdomen CT와
PET-CT에서 간에 있었던 S2와 S7의 종양은 완
전 소실되고 (Fig. 2) 우측천골의 종양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으나 VAS 2를 유지하였다.

3. 2013. 10. 22. - 2014. 7. 1.
(1) 한방치료
기존치료방식과 동일
(2) 협진 치료

2013. 11. 1.부터 Xeloda는 완전히 투약 중지
되고 미슬토요법 및 비타민 C 요법은 지속적으
로 시행되었다.
(3) 경과

Abdomen CT와 PET-CT에서 간의 종양이 소
실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Fig 2.)
천골의 종양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속
적으로 VAS 2가 유지되었으며 내원 당시 주
증상이었던 氣力不足과 手足冷症은 VAS 5에
서 2정도로 상당히 호전되었다.

고

찰

유방암의 경우 현대의 주요 치료목표는 종양
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의 부
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
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유방암의 전이율은 높은 편이어서 액와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 중에서 25%-30%, 액와 림프
절 전이가 있는 환자 중에서 75%-80%가 10년
이내에 재발하며 전이되는 주요 경로를 보면
전신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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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뇌, 림프절, 늑막 등에 전이되고 있다. 전이
성 유방암은 비교적 다른 고형암에 비해 항암
효과가 좋지만 3기 이상 4기 유방암환자는 수
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이미 받았지만
계속 악화된 환자가 대부분이다2). 특히 항암제
는 오심, 구토 등 부작용과 더불어 무진행 생존
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이 짧고 반응
률(Objective response rates, ORR)이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6). 본 증례에서도 사례
자는
초기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으로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5-Fluorouracil
항에스트로젠
제제인
Tamoxifen,
6cycle,
Letrozol, Exemestane과 추가 항암 요법인
Adriamycin, Cyclophosphamide, Xeloda를 거치는
동안 전신쇠약과 무기력, 말초신경병증, 소화장
애 등이 있었고 내원 전에 이미 복용을 스스로
중지하여 현대의학의 단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면역요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의 精, 氣, 神, 血, 津
液 등의 생리기능을 강화시키어 각 면역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치료를 면역요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구투여 방식인 單味劑 및
탕제의 면역력증강의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
근에는 藥鍼을 이용하여 혈맥 및 혈위 주입의
방법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킨 연구가 보고되었
다. 권 등7)은 山養山蔘藥鍼을 증류 추출하여
제조한 藥鍼액에 대해서 이 藥鍼액을 경혈주입
또는 혈맥주입의 방법으로 투여한 동물실험, in
vitro 실험에서 항암 및 항산화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임상적으로 山養山蔘藥鍼이 간, 폐
전이 대장암8), 폐암9)에 효과 있음이 보고되었
다. 하 등10)은 冬蟲夏草 추출물이 암세포에 대
하여 전이억제와 면역증강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고 한 등11)은 폐로 전이된 유방암에 효과
있음을 보고하였다. 黃芪藥鍼에 대해서는 김
12)
등 이 Methotrexate로 유발된 白鼠의 면역기능
저하에 효과있음을, 손 등13)이 발암진행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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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는 효과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윤 등 黃梅木
추출물이 암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보고하
였다. 종양부위의 통증감소를 위해 사용한 紅花
15)
子藥鍼에 대하여 안 등 은 항암에 대한 효과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슬토요법과 비타민 C 요법은 의료계 일각
에서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치료로서 아직
까지는 암치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
지만 면역력증강이라는 한의학의 논리와 유사
점이 있어서 환자의 총체적 면역력 증강을 위
하여 협진을 통하여 병용투여 할 수 있는 치료
16)
법으로 생각되었다 .

Xeloda는 항암주사제 5-Fluorouracil를 경구용
으로 만든 것으로서 유방암에 적정 투여량은
하루 6정 씩 2주간 복용 후 1주간 쉬고 다시
투여하는 방식이다. 내원 당시 환자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투여중지 상태였으며 협진담당의에
의하여 하루 1정만 다시 복용하도록 권유되었
다.
2013. 7. 11. - 2013. 8. 12. 동안 일어난 주
된변화를 보면 간의 S2 부위 및 S7에 보이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우측 천골은 변
화 없었고 통증 VAS는 5에서 2-3정도를 유지하
였고 우측 4, 5번 늑골 전방부에 국소방사능 섭
취는 감소하여 5번 늑골에 경미하게 남아있었
다. 어느 약물에 의하여 호전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유방암에서 항암제
인 Xeloda의 PFS가 대략 5.0개월(150.0 days)에
불과하고6) 내원 전에 6개월 동안 이미 중지하
였으며 다시 시작한 복용량이 적정량의 1/6 밖
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볼 때 Xeloda의 효과라
기보다는 다른 요법들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 8. 13.- 2013. 10. 21. 동안 일어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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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화는 간에 있었던 S2와 S7의 종양은 완전
소실되고 우측 천골의 종양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으나 VAS 2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일반
적인 암환자의 악화과정을 염두에 둘 때 재발
이나 전이가 없는 안정 단계(Stable Disease, SD)
가 이 기간 동안 유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13. 10. 22. - 2014. 7. 1. 동안 일어난 주
된 변화는 Xeloda를 완전히 끊고 오로지 면역
증강의 관점에서 한방치료와 미슬토요법과 비
타민 C 요법만을 시행한 점이며 간의 종양이
소실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천골의
종양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VAS 2가 유지되었으며 내원 당시 주 증상이었
던 氣力不足과 手足冷症은 VAS 5->1로 호전
되어서
그 기간이 9개월 가량 이었고 앞서
논술한 바 있는 약간의 好轉性 SD단계의 기간
과 합쳐 볼 때 대략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SD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상기환자는 2001년 11월에 좌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2001년 2월에 유방 절제수술에 이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받는 중에 우측 갈
비뼈, 우측 천골, 간전이 되었고 이후 전이 부
위 및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항암제약물을 번
갈아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Xeloda를 복용하였
으나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며 수족저림 등
으로 2013년 1월 복용예정기간보다 빨리 중도
에 포기한 후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내원한 환자로서 기력저하, 흉통, 우측 천골부
위 통증, 수족냉증 등의 증상개선과 암의 퇴축
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약침, 탕제를 포함한 한
방치료와 Xeloda 소량 재투여, 미슬토요법, 비
타민 C 요법을 병행한 통합의학 치료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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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치료를 시작한 지 12개월이 지난 후 이루
어진 최종 Abdomen CT와 PET-CT검사에서 간
에 전이된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우측 4, 5
번 늑골 전방부에 국소방사능 섭취는 감소하여
5번 늑골에 경미하게 남아있었으며 주 증상이
던 기력쇠약도 회복되었고 우측 천골의 통증
VAS 5이던 것이 2로 줄어들었으며 식욕의 증
가 및 소화양호, 수족냉증 호전 VAS 5→1 등의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내원 이후 지속적인 안
정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증례는 통합의학 암치료로 수종의 약침을
혈맥주입하고 전이병소 아시혈에 약침을 혈위
注入하였고 협진을 통하여 Xeloda를 소량 투여
하고 미슬토요법과 비타민 C 요법을 사용하여
유방암을 치료한 사례로서 암의 퇴축 및 안정
단계가 유지되었다. 본 사례 치료과정에서 현대
의학치료와 한방치료의 각각의 약리 작용을 정
확히 구분해 낼 수는 없었지만 최근 치료의 방
향이 한방 단독치료보다는 병용치료에 의한 호
전사례가 많아짐을 볼 때 본 증례가 의미가 있
을 수 있다고 보며, 차후 더 진일보한 연구결과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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