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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림프부종이란 단백질이 풍부한 체액이 간질(interstitium)에 축적되어 지방층이 두

꺼워지고 섬유화와 연부조직 염증이 생기는 만성적, 진행성 질환이다[1]. 림프부종은 

주로 상지나 하지에 발생하지만 성기, 얼굴, 등을 비롯해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

할 수 있고, 선천성 림프부종의 경우 일부에서는 림프류(lymphocele)나 유미흉(chy-

lothorax)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2,3]. 

선천성 림프부종은 10만 명당 1.2명에서 발생하고 주로 20세 이전에 발견된다. 선

천성 림부부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변이는 지금까지 20개 이상 발견되었

는데, 그중 FLT4 (VEGFR3), CCBE1, FOXC2가 대표적인 변이 유전자이다. 2차성 림

프부종의 99% 이상이 감염이나 종양절제술 후에 발생한다[1,2,4]. 두경부종양 수술 

후 4%, 유방암 수술 후 20%, 산부인과 수술 후 20%, 흑색종 수술 후 16%, 비뇨기 수

술 후 10%에서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부종이 발생하면 침범한 부위의 둘레와 무게가 증가하여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기 

어려워진다. 늘어난 무게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일부 환자들은 

부종이 발생한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8]. 또한 림프부종으로 인해 생긴 외모의 변형으

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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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림프 시스템은 분자량이 큰 물질과 면역 세포, 지방 유미미립

(lipid chylomicrons)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간질과 림프절 이

전 부위(prelymphatic part)에 고여 있는 분자량이 큰 물질과 림

프액은 모세혈관과 간질의 압력 차, 간질과 혈장의 삼투압 차이로 

어느 한쪽으로 흐르게 되는데[9], 림프부종 환자에서는 이러한 균

형이 무너지게 되어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간질에 

림프액이 고이게 된다. 림프액은 조직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

방층에 대부분 고이게 되어 질병이 진행할수록 지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10-13].  

림프부종의 증상 

발과 발가락의 부종으로 인해 두 번째 발가락 발등의 피부를 손

가락으로 잡아 들었을 때 피부를 들어 올릴 수 없다면 Kapo-

si-Stemmer sign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림프부종의 특이적인 

증상이다[14]. 

부종은 초기에는 오목부종(pitting edema)를 보이다 부종이 진

행하면 오목부종은 사라진다. 치료 없이 병변이 진행하게 되면 피

부는 검고 두꺼워지고, 결국엔 유두종대 혹은 사마귀 모양 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 변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감염

으로 인해 부종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림프부종의 비수술적 치료 

단순한 부종 방지 스타킹을 신는 것보다는 비탄력성 붕대를 사

용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붕대

를 감는 것만으로도 부피가 30%에서 39%까지 감소하고, 림프 마

사지를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7% 감소된다[16,17]. 비탄력 붕대 

압박, 피부 보습과 위생 관리, 림프 마사지, 적절한 운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 달 안에 부종이 있는 다리의 부피가 59.1%에

서 62.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이러한 결과

는 모두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이고, 

2020년 암 생존자를 위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압박 치료와 적절한 운동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20]. 림프부종이 의심되는 사람에서 초기에 적

절한 압박치료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부종의 진행을 막을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21,22].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압박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다.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기능적 수술과 

절제술로 나눌 수 있다. 림프부종의 기능적 수술은 림프 시스템의 

역할을 증대시켜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수술을 말한다. 기능적 수

술에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과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이 있다. 10년

간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 1,800개의 사지를 검사한 한 연

구는 67%의 환자에서 둘레가 감소했다고 하였고[23], 다른 연구도 

54.9%의 환자에서 수술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24]. 그러

나 아직까지 전향적 무작위 배정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절제술은 림프관 정맥 문

합술이나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을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 후에 효

과가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성형외과 의

사들이 림프부종 수술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고 있기에 10

년 안에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림프부종의 진단과 수술 전 검사 

1. 림프관 섬광조영술(lymphoscintigraphy) 

림프관 섬광조영술은 민감도(96%)와 특이도(100%)가 높아 림프부

종의 확진 방법으로 사용된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99mTc-sul-

fur colloid 같은 추적 단백질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단

백질이 림프 시스템에 흡수되면 감마 카메라를 이용해 방출되는 신호

를 감지하게 된다. 측정하는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일

반적으로 주입 직후나, 주입 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에 촬영할 수 있

다. 이 검사를 통해 추적 단백질이 피하지방층에 고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림프절에 흡수되는 것, 곁가지를 통해 림프액이 근위부로 이

동하는 것도 알 수 있다(Fig. 1).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할 경우 곁가

지를 통한 흐름이나 확장된 림프관의 존재 유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림프관이나 림프절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림프

절에 추적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으면 림프절 상태를 알 수 없다

[25,26]. 

2. 자기공명영상 림프관 조영술(magnetic resonance 

lymphagiography) 

자기공명영상 림프관 조영술은 림프관 섬광조영술과 비슷하게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피하에 6–10 nm보다 크고 100 nm보다 작

은 상자성(paramagnetic) 물질을 넣고 이 물질이 림프관을 통해 

주행하여 림프절에 흡수되는 것을 관찰하는 검사이다[27-29]. 영

상은 주입 후 30분에서 1시간 후 한 번 촬영할 수도 있고, 8–10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측정할 수도 있다[28]. 여러 차례 촬영할 경우

에 정맥과 림프관을 구분하기가 더 용이하다. 자기공명영상 림프

관 조영술을 사용하면 림프액이 피하지방층이나 피부에 고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층의 두께 및 림프액의 축

적 정도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림프액이 흐르는, 즉 기

능을 하는 림프관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Fig. 2). 이 검사

의 단점은 아직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높고,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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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판독 초기에 림프관

과 정맥의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공명영상 림프

관 조영술에서 관찰되는 림프관은 모두 기능을 하고 림프액이 흐

르는 림프관이기 때문에, 수술 전 이 검사에서 림프관이 보인다면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수술에 사용할 림프관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다[11,26,28-30]. 

3. 인도시아닌그린(indocyanine green, ICG) 림프 조영술 

ICG 림프 조영술은 인도시아닌그린 용액을 손가락, 혹은 발가락 

사이 피하에 주사한 뒤, 림프관, 곁가지 림프관을 통해 근위부로 

흐르는 림프액을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적외

선 카메라가 필요하지만, 외래나 수술실에서 간단히, 반복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1-33].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피부 

표면보다 1.5–2 cm 깊은 곳에 존재하는 림프관을 찾을 수가 없고, 

지방층이나 진피에 림프액이 고이면 그 아래에 있는 림프관을 찾

을 수 없다[31] (Fig. 3). 

4. Duplex 초음파 

8–15 MHz의 Duplex 초음파를 이용하여 림프 정맥 문합술에 사

용하는 림프관과 정맥을 찾을 수 있다. 림프액이 흐르고 있는 림프

관도 찾을 수 있고, 림프관의 경화 정도나 림프관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 일부 논문에서는 70 MHz 장비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림프관을 찾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34] (Fig. 4). 수술 

전이나 수술 중에도 비침습적으로 림프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34,35]. 

림프부종의 병기 

여러 학회 혹은 의료기관들이 림프부종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Fig. 1. Lymphoscintigraphy of left leg lymphedema. Dermal 
backflow is shown in the entire left leg.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Fig. 2. Magnetic resonance lymphoscintigraphy of the upper 
arm with lymphedema. Dermal backflow and the tortuous 
lymphatic vessel (arrows) were found in the fat layer.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Fig. 3. Indocyanine green lymphography of hand dorsum. There 
is a dermal backflow.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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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uplex color Doppler visualizes cutaneous vein (red arrow) 
and lymphatic vessel located in deeper layer (green arrow).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Table 1. Lymphedema staging according to the 2013 Consensus 
docu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Stage Evidence
0 No edema, but evidence of a risk condition for evolution
I Edema regressing with treatments with positive pitting test
II Edema partially regressing with treatments with negative pitting test
III Elephantiasis with cutaneous complications and recurrent infections

B DA

C

E

Fig. 5. Sixty four-years-old female suffered from the left leg for 15 years after ovarian cancer surgery. (A) The patient showed severe 
swelling of the thigh even after compressive decongestive therapy. (B) Magnetic resonance lymphangiography showed a good functioning 
lymphatic vessel at the lower leg. (C, D) Three lymphovenous anastomoses were done, and there was good lymphatic flow in indocyanine 
green lymphangiography intraoperatively by an embedded infrared camera in microscopy. (E) Reduction of thigh circumference was 
maintained after 6 months of lymphovenous shunting surgery.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혹은 자기공명영상이나 림프관 섬광조영술을 기반으로 림프부종 

병기 분류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11,36-39], 일반적으로는 

림프부종 임상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병기를 나누는 국제림프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Lymphology, ISL)의 staging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Table 1). 

림프부종의 수술 

1. 림프관 정맥 문합술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림프부종이 발생한 부위의 림프관과 림프

관 주변의 정맥을 미세수술로 연결하는 수술로, 림프액이 림프관

에서 정맥으로 흐르게 하는 우회 수술이라 볼 수 있다(Fig. 5). 림

프의 압력으로 우회로를 통해 림프가 배액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 림프관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ICG 림프 조영술

이나 자기공명명상에서 조영이 증가된 림프관이 있다면 그 림프관

들을 사용하여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ICG 림프 조

영술이나 자기공명영상에서 림프관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합술 이

후에 배액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혈전으로 문합 부위가 막

혔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림프액의 흐름은 주변 근육의 수

축과 림프관 안의 평활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40]. 

하지만 림프부종 환자에서는 림프관 내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림

프관 내경이 확장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화증이 발생하면서 평활

근의 기능이 소실되고 자체 펌프 기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정맥 문합술에서는 역류가 없고 압력이 낮은 정맥을 찾아 문

합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압박과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여러 논문에서 림프 문합술을 통해 림프부종을 줄였다는 보

고가 발표되었고, 부종의 감소뿐만 아니라 피부 두께와 림프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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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밀도 감소를 보였다[41]. 

수술을 부종이 있는 부위보다 먼 곳에 dye (blue dye나 fluo-

rescent dye)나 ICG를 주입한다면 림프관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

다. 피부 진피 아래까지 절개하고 지방층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맥

을 볼 수 있다. 1 mm 전후의 정맥이라면 문합술에 사용하기 적합

하다. 적당한 정맥을 찾았다면 원위부로 충분히 박리하여, 이보다 

깊은 층에 존재하는 림프관을 찾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mm보다 큰 정맥이라면 원위부로 더 박리하여 정맥에서 분지되는 

작은 가지를 찾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더 깊이 

지방층을 박리하면 얕은 근막 바로 아래로 지름이 큰 림프관을 찾

을 수 있다. 이 림프관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 사용되는 깊은 림

프관이다(Fig. 6). 문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림프

관과 정맥을 단단(end-to-end)연결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림프관 

본연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림프관의 옆구리에 정맥의 원위부를 

연결하는 끝옆(side-to-end) 연결을 주로 시행한다. 12배 이상의 

배율이 있는 현미경이 필요하고, 20배 이상이라면 작은 림프관 봉

합도 보다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 봉합을 위해 11-0, 12-0 봉

합사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2-0 봉합사가 아직 수입되거

나 생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림프관이 워낙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구멍을 낼 때 림프관 외막을 충분히 제거한 후 펜으로 염

색을 시행하면 봉합 시 봉합해야 하는 구멍의 경계를 보다 쉽게 찾

을 수 있다. 구멍을 내는 방법도 다양한데,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

에 미세 가위로도 원하는 크기의 구멍을 전층으로 만드는 것이 쉽

지 않아 저자들은 11번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세로 틈새를 만들고 

이를 벌려 적절한 크기의 구멍을 만든다. 적절한 봉합이 완료되었

다면 림프액이 정맥으로 흘러 정맥이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7). 적외선 카메라와 ICG를 사용한다면 정맥이 근위부

로 조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Fig. 5D). 0.3 mm보다 작은 림

프관은 봉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림프액의 흐름이 적고 압력도 

낮아,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작은 정맥이 없

는 경우에는 측측(side-to-side) 연결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한 

명의 환자 혹은 한 개의 사지에서 몇 개의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없다[42,43]. 그렇지

만 지방 흡입이나 절제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빨

라 최근에는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하

는 수술법이다. 

2.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과 피판술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은 림프절과 주변 조직을 일부 채취하여 

림프부종이 있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림프절 이식술의 효

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식된 림프

절에서 정맥으로 우회가 일어난다는 것이다[44,45]. 다른 가설은 

Fig. 6. Two lymphatic vessels were found in the fat layer after 
making a skin incision. Fluorescent dye was injected before 
making a skin incision. These deep lymphatic vessels were sized 
0.3 mm and 0.5 mm.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Fig. 7. Three lymphovenous shunting were done through a 1-cm 
skin incision on the ankle. Veins (red arrows) showed a clear lumen 
after shunting due to good lymphatic flow to the proximal vein 
from lymphatic vessels (green arrows).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Fig. 8. One vascular lymph node and skin flap, including lymphatic 
vessel in the deep fat layer, was harvested from the groin.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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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된 림프절 주변에서 신행혈관 촉진인자(vascular endotheli-

al growth factor, VEGF)의 도움으로 림프관이 새롭게 자라 나와 

림프액이 배액된다는 논리이다[46]. 림프절을 채취하는 부위나 림

프절을 이식하는 부위에 대한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47].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에 사용되는 림프절은 턱밑, 쇄골 위, 서혜부, 외측 

흉부, 대망, 공장간 림프절 등이 있다. 혈관화된 림프절만 이식할 

수도 있고, 주변 림프 혈관을 포함하는 지방 조직을 함께 이식하기

도 한다(Fig. 8). 또한 최근에는 림프 혈관을 포함하는 지방 조직을 

림프절 이식술 없이 이식하기도 한다[48]. 

혈관화 없는 림프절 이식술과 혈관화 림프절 이식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다[44,45,47,49-56]. 하지만 아쉽게도 2017년 발표된 

문헌고찰에서도 둘 중 어느 수술이 림프관 생성과 림프절 생존 면

에서 뛰어난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54,56]. 이와 관련해서 아직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3. 절제술 

지방 흡입술 

림프부종이 진행하였거나, 림프 혈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수술들 이후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지방 흡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림프부종에서 림프액의 저류가 대부분 근막보다 얕은 

층인 지방층에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술을 이용하면 림프액이 고

일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생성되는 림프액의 양도 줄일 수 있다

[57]. 지방 흡입술 후에 최소 6–12개월간 압박붕대 치료가 필수적

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압박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이를 잘 견

디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58]. 4개의 연구 105명의 환자에서 지방흡입을 시행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부종으로 늘어난 지방의 96.6%를 제거하였고, 수술 후

에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였다. 그 중 3개의 논문에서는 수

술 후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개선되고 우울증, 불안이 

감소하였다[59]. 

조직 절제술 

수술적 절제는 1912년 처음 Charles procedure로 소개된 수

술방법으로,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수술적 절제는 림프부

종이 말기로 진행하여 섬유화와 경화가 심해지고, 봉와직염이 자

주 생기고, 외형의 변형이 심하고, 거동이 불가능할 때, 혹은 육종

으로의 변이를 배제할 수 없을 때 시행하게 된다. 수술을 하게 되

면 림프관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 단점이 있고, 비후성 반흔이 생기

거나 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한 말초 부위 즉 손이나 발의 부종이 심

해지는 경우가 있다. 피부와 지방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분의 

피부와 피부 밑 지방만을 제거한 후 남은 피부와 연결된 천공지를 

살려 피판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하면 피부 이식으로 인한 흉

터는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60].  

4. 여러 수술 방법의 병용 

림프 정맥 문합술과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을 함께 시행하거나 

림프절 이식술을 지방 흡입술과 함께 시행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

다[60]. 실제로 림프 정맥 문합술 이후에 16%에서 지방 흡입술이 

필요했고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 후에도 31.6%에서 추가적인 수술

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수술을 한 번에 시행하여 

수술 효과를 높이고 수술 회수를 줄이기도 한다[59]. 

언제 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

다. 일본의 의사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체계화된 압박 치료 

없이 초기에 환자들을 수술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63,64]. 한편으로 수십 년 동안 압박 치료를 시

행한 연구에서는 초기 질환에서 압박 치료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SL 병기 stage I과 같은 질환 초기에는 압박 

치료를 하고 호전이 없는 환자들에서 수술을 추천하고 있다

[1,18,21,63-65]. 최근에는 ISL 병기 II–III처럼 병기가 진행한 환

자들에서도 림프관 정맥 문합술 혹은 림프절 이식술을 시행하면 

부종이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66,67]. 환자를 직접 진료하

는 의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려

는 경향이 있다. 림프부종의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 전문가들

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학제 치료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성형외과가 팀을 이

루어 다학제 진료를 시행한다면,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후 관리까

지 보다 더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처음 림프부종 영상검사

를 시행하다보면 자기공명영상 림프관조영술에서 림프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림프관 섬광조영술에서 수술에 도움이 되는 

시간대의 영상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각 

수술에 필요한 적절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나가고, 수술 전후의 압

박 치료도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한다면, 

수술 결과도 더 좋아지고 환자의 신뢰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림프부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늘

어나고 있다. 림프부종이 한번 발생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

료도 쉽지 않다.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숙지하

여 환자의 병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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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 수술 전 평가 및 수술의 개요

서현석, 박창식, 홍준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암 수술 후에 많은 환자들이 림프부종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의 저하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과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과 같은 미세수술을 활용한 림프부종의 치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미세수술을 이용한 림프부종의 치료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검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합리적인 림프부종 치료 알고리즘을 

확립할 수 있다.

색인단어: 림프부종, 림프정맥문합술, 림프절이식술, 자기공명 림프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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