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乳房癌에 한 經絡學的 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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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의 학교 한의과 학 침구경 학교실

A Short Review on the Breast Cancer from 
the Viewpoint of Meridian Theory

Bong-Hyo Lee

Dep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esirable way for the acupuncture 
treatment of breast cancer.
Methods : We reviewed several literatures about breast cancer. Based on the review, we 
analyzed the causes of breast cancer through meridian theory of oriental medicine and 
looked for the desirable ways to treat it.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breast cancer results from the unbalance between 
reverting yin and lesser yang. Especially, exasperation of PC(pericardium meridian) 
seems to paly an important role, and accordingly, it is needed to activate GB(gall 
bladder meridian). Also, enhancing the function of HT(heart meridia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acupuncture treatment of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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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乳房癌은 2002년 이후 여성암 발병에서 1 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 되었다1-9).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암의 발생 양상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10,11). 서구화된 식생활, 출

산  수유의 감소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그 

발병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12-14), 

이러한 추세는 발병 연령을 차 낮추는 상황까지 

래하여 기야 호발 연령이 서양에 비해 더 낮

아지게 되었다1,4,7-9,12,15-19). 특히 35세 이하의 은 

연령에서는 그보다 높은 연령에 비해 발병률과 함

께 재발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20), 사망률 

한 증가하고 있다3,18,21,22).

그러나 유방암은 발병률에서 1 를 차지하고 있

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비교  높은 편1,2,8,9,19)

이므로 극 인 치료가 요구되는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일반 으로 수술요법, 호르

몬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13,23-25). 그러나 양방 인 방법만으로는 아직 확

실한 치료법이 마련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

태이며,  이러한 치료법들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

기 때문에3,13,16,20,23,25,26)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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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보완할 수 있는 한의학 인 치료법의 필요성

은 매우 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유방암의 한의학  치료에 한 국내 연

구에서는 주로 유방암 세포의 성장  증식 억제, 

세포 사멸, 이 억제, 항산화 등에 해 단미, 복

합 처방, 약침액 등이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반면
27-30)

, 한의학

 치료의 한 축을 이루는 침구 치료에 있어서는 

도침술  정맥자락술을 병행하여 수술 후 나타난 

부종과 上肢의 굴곡 장애가 호 된 것을 보고한 1 

가지 증례뿐이다. 외국의 경우는 침 치료에 해 

비교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유방암 환

자의 삶의 질, 수면, 안면홍조를 개선하 음을 보

고한 연구
31)
, 타목시펜(tamoxifen) 치료를 받은 환

자의 운동 증상을 감소시켰음을 보고한 연구
32,33)

, 

수술 후 안면홍조를 감소시키고 정 인 삶을 갖

도록 하 음을 보고한 연구
34)
, 방향화 효소 억제제

로 인한 통에서 통증과 경직을 감소시켰음을 

보고한 연구
35)
, 수술과 타목시펜 복용 후 나타난 

주간  야간의 안면홍조를 경감시켰음을 보고한 

연구
36)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항

암 요법, 약물 요법, 수술 요법의 부작용을 개선하

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37)
.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구 임

상의를 한 표 화된 진료지침은 아직까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를 한 제언조차도 

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 경락과 암의 

련성에 한 연구
38,39)

가 진행되어 암의 침구 치료

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

무 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는 침구 임상에서의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하여 유방암의 病證을 경락학

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모색

한 결과 얻게 된 약간의 知見을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된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 으며, 이  본 논문의 주제와 련

된 내용이 언 된 것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1) KISS에서 ‘유방암’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

색된 1,120건의 논문

2) OASIS에서 ‘유방암’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

색된 41건의 논문

3) Pubmed에서 ‘breast cancer, acupuncture’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된 120건의 논문과 

‘breast cancer, meridian’을 검색어로 입력하

여 검색된 25건의 논문

4) 소속 기 의 앙도서 에서 ‘유방암’을 검색

어로 입력하여 검색된 9건의 단행본

2. 연구 방법

연구 상으로 선정된 자료에서 주제와 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경락학  에

서 해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구 치료의 방향

을 탐구하 다.

Ⅲ. 본  론

1. 발병 부 에 한 경락학  고찰

유방암의 발병 부 가 되는 유방은 第 4-5 肋間

을 심으로 흉부의 면에 치하는데, 이 4-5 肋

間은 手厥陰心包經의 腹募穴인 膻中, 起始穴인 天

池, 背兪穴인 厥陰兪 등이 치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手厥陰心包經의 역에 해당한다. 그러

므로 유방암의 발병은 경락학 으로 볼 때 手厥陰

心包經의 기능 이상과 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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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두를 기 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어 유

방을 4등분하 을 때 外上部에서 多發한다는 사실
17,29)

은 유방암이 手厥陰心包經과 련되어 있음을 의

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手厥陰心包經의 起始穴인 

天池는 4-5 늑간에서 乳中 外方 1寸에 치하는데 

肋骨이 胸椎에서 나와 胸骨을 향해 진행하는 각도

는 약 15
o
 前下方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天池의 치는 乳中에서 수평으로 外

方 1寸이 아니라 15
o
 각도의 外上方 1寸 즉, 유방

암의 다발 부 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手厥陰心包經의 기능 이상이 유방

암의 발생과 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등   후를 별함에 

있어서 ‘액와림 ’로 이가 되었는가 여부는 매

우 요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5,15,23,26)

 이 한 유방

암과 手厥陰心包經과의 연 성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유방에서 림  배출의 75%를 차지

하며 유방암이 이되는 주요 통로가 되는 액와림

은 4-5 늑간의 외상부 끝부분 겨드랑이에 치

하는데
40)
 이곳은 12경맥의 유주 경로 에서 手厥

陰心包經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방암의 

악화  불량한 후에는 手厥陰心包經 상에서의 

확산 여부가 요한 건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유방암과 手厥陰心包經의 연 성을 나타내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으로 12경맥 에서 유방과 련된 것으

로는 足陽明胃經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두에 

해당하는 乳中穴이 비록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經

穴이기는 하지만,『靈樞ㆍ經脈篇』
41)
에서는 足陽明

胃經이 유방의 가운데가 아니라 안쪽 가장자리로 

지나간다고 말하 다. 이것은 유방이 제 기능을 발

휘함에 있어서 足陽明胃經이 여하고 있지 않거

나 련이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면 어느 

경맥이 유방의 기능과 련되어 있겠는가? 足厥陰

肝經은 엄지발가락에서 起始하여 大腿의 내측  

腹部를 지나 횡격막 로 올라온 다음 ‘ 脇肋(흉

에 고루 퍼짐)’함으로써 흉 부에서의 氣血 散

를 주 하고 있다. 따라서 足厥陰肝經이 흉 부에

서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유선

을 발달시키고 유즙을 분비하는 유방의 기능에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靈樞』의 언 은 유

방의 기능 발휘가 胃經보다는 肝經에 의해 더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선(milk line)의 분포 부
42)
가 足厥陰肝經의 유

주 부 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

이다.

한『靈樞ㆍ經脈篇』에서는 인체에서 생식기 즉, 

여성의 경우 자궁을 할하는 경맥이 바로 足厥陰

肝經임을 말하고 있다(入毛中 過陰器). 그러므로 

자는 ‘유방은 곧 제 2의 자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며, 이와 같은 자의 견해는 출산 후와 같이 

Oxytocine 분비에 의해 자궁이 수축되는 경우 유방

도 함께 수축되어 유즙의 분비가 진되는 상과

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경락학  에서 볼 때 유방은 厥陰經

의 지배를 받는 기 으로 사료된다.

2. 증상에 한 경락학  고찰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으로 보통은 자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다. 이밖

에 유방의 국소 부 에서 느껴지는 통증, 비정상

인 乳頭의 분비물, 피부 는 乳頭의 함몰, 액와부

에서의 불편함, 액와림  지, 유방의 외형 상 

변화 등이 있다
26)
. 유방암의 주 증상인 덩어리(腫

瘍) 형성은 寒熱, 燥濕, 緩急 에서 緩急의 불균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축과 긴장을 주 하는 궐

음경의 항진  이완과 여유를 주 하는 소양경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43)
.

한, 유방암 환자들이 이러한 주 증상과 함께 

호소하는 겸증 에서 가장 많은 것은 피로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3)

. 피로감은 인의 많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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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련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筋膜痛症

候群에서는 병증을 유발  악화시키는 인자로 알

려져 있으며
43)
, 발통  부 에서는 피로 물질인 젖

산이 축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44)
 筋膜痛

症候群과 피로 사이에는 깊은 련이 있다. 그런데, 

근막통증후군은 厥陰經의 항진과 陽經의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43)
 따라서 

이것은 厥陰經의 항진과 陽經의 약화라는 불균

형이 유방암과 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된

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유방암에서 매우 흔한 겸

증으로
3,13)

 양성  악성 환자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환자의 삶의 질은 

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
, 이와 같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유방암 환자들의 감정 상태는 화병

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2)
. 이러한 우

울증은 궐음경의 항진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

료되는 치매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는 
45)
, 

유방암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하게 

나타난다는 
3)
, 우울 장애가 심한 환자들은 그

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가슴과 팔에서 나타나는 

유방암의 증상이 더 심하다는 
3)
 등으로부터 볼 

때 厥陰經의 항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울의 정도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과 반비례한

다는 것은 厥陰經의 항진이 유방암에 있어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걱정이 많고 비 이며, 자율 이지 못한 경향을 

드러내었다
46)
. 이와 같은 경향은 한의학에서 中正

之官이며 決斷을 주 하는 膽의 기능이 약화된 것

에 해당하므로 역시 厥陰經의 항진과 소양경의 약

화라는 해석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Hwang 등
47)
은 유방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

는 욕구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체

계와 정보에 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그 정

도는 서구의 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 이라고 

보고하 다.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厥陰

經의 항진이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공통 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환자들의 

욕구가 서구의 환자들에 비해 더 강하다는 것은 

국내 환자들의 호발 연령이 서구에 비해 더 낮아

지고 있는 것과 함께 厥陰經의 항진이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사회  향에 한 경락학  고찰

에 비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에서 발병 연령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厥陰經

의 항진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수축을 주 하는 厥陰經의 항진에 해당하며, 변화

가 심한 것 한 厥陰經과 련된 문제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樞折則 氣絶而喜悲).

유방암 발병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1 를 차

지하게 된 것은 경이 빨라지는 상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욱

더 빠른 변화에 응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도록 

요구하는 경향 즉, 厥陰經이 항진되는 사회  분

기가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4. 련 요인에 한 경락학  고찰

1)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노출

여성호르몬 복용  빠른 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유

방암의 발병 험이 증가된다
11,15,17,22,24,48-50)

. 경 연

령이 1년 늦어지면 유방암 발병 험이 5%
17)
, 

경이 2년 늦어지면 유방암 발병 험이 10% 낮아

지며, 15세 이후에 경을 하는 경우 12세 이 의 

경우에 비해 험도가 23%나 감소한다
51)
.

난소를 제하면 유방암의 발생 험이 크게 감

소한다는 
26)
, 유방암의 방과 치료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타목시펜(tamoxifen)이 여성호르

몬인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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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도  에스

트로겐의 수치를 낮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26)
 등은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특징 즉, 여성성

의 항진이 유방암의 발병에서 요한 비 을 차지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자는 이러한 여성성

의 항진이 경락학 인 측면에서 볼 때 厥陰經의 

항진과 陽經의 약화 즉, 완 의 불균형에 해당하

는 것
43)
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차이  에서 특징 인 한 

가지는 감정의 변화가 빠르고 심한 편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경향성 한 경락학 으로 이해하면 厥

陰經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래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樞折則 氣絶而喜悲, 膻中  臣使之官 喜樂出

焉).

내경에서 여자는 7년을 주기로, 남자는 8년을 주

기로 신체의 변화를 맞이한다고 말한 것처럼 여성

은 남성에 비해 생애 주기가 빠르다. 이것은 수축

을 주 하는 厥陰經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항진되기 쉽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수유와 출산

폐경  여성에서 수유 경험  수유 기간이 증

가하면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
17,20,24,26,50)

은 

수유 행 가 이 부 를 할하는 厥陰經의 기  

순환을 진함으로써 울체와 경직을 경감시키게 

되고 따라서 취의 발생 가능성을 하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첫 출산 연령이 늦을수록 유방암 발병의 험이 

증가하는 것
20,21,49,50)

 한 자궁을 지배하는 厥陰經

의 원활한 움직임이 유방암 발병률 하에 필수

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비만

비만 여성은 고 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15,17,24,26,50)

, 비만한 여성은 정상이나 체

에 비해 진단 당시의 진행 정도가 더 심하고
48)
, 

비만이 유방암의 이와 세포 증식을 진하는 것
53)
, 

지방 섭취가 유방암 발병과 련되어 있는 것
10,11)

 

등은 太陰經의 항진이 厥陰經의 항진을 야기하기
54)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유  요인

은 여성에게 유방암 발병 험을 증가시키는 

Cowden병에서는 갑상선의 종양, 장 의 용종, 

난소암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20)
 이와 같은 

발병 부 는 모두 足厥陰肝經이 유주하는 부 로

서 이것은 足厥陰肝經이 유방암 발병과 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5) 운동

유방암에 있어서 운동은 효과 인 보조 요법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17)
, 특히 요가와 걷기 

운동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  방사선요법을 받

는 환자에서 폐의 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 운동이 이와 같이 유방암에 도움이 되

는 것은 긴장을 풀고 이완을 유도하여 陽經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요가와 걷기 운동의 효과가 좋은 

것도 스트 칭을 통해서 심신을 이완시키는 효과

가 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 식이

육류 섭취가 유방암의 발병 험을 높이는 반

면
14,50)

, 야채와 과일 섭취가 유방암 발병 험을 낮

춘다
17,49)

는 것은 지방 섭취와 비만이 악화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과 같은 맥락으로서, 太陰經의 항진

이 厥陰經의 항진을 야기하며 陰經과 陽經의 

약화를 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침구 치료의 방향 설정

이상과 같이 유방암은 厥陰經의 항진에 의해 발

병  악화되기 쉬운 질병으로 사료되며, 특히 手

厥陰心包經과의 연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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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방암의 침구 치료를 해서는 手厥陰心包

經의 기능을 억제하고 足 陽膽經의 기능을 강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開闔樞 상의 상통

에 따라 足 陽膽經은 手 陰心經과 통하며, 厥陰

經의 항진은 陰經의 약화를 래하므로
54)
 手 陰

心經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것은 유방암이 발생하면 심장병의 험이 함

께 증가한다는 Shukla 등
56)
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유방암의 병리와 련 인자들을 경락

학 으로 고찰하고 침구 치료의 방향을 모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乳房癌의 주된 원인은 厥陰經과 陽經의 불균

형으로서 厥陰經의 항진과 련되어 있으므로 

厥陰經을 瀉하고 陽經을 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특히 乳房癌의 주요 병리 기 은 手厥陰心包經

의 항진이므로 足 陽膽經을 강화해야 할 필요

가 있다.

3. 足 陽膽經은 手 陰心經과 相通하므로 手 陰

心經을 강화하는 것 한 乳房癌 치료를 해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그 밖에 厥陰經을 억제하고 陽經을 강화할 수 

있는 弛緩性 운동  지방 식이 등이 유방암

의 방  치료를 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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