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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푼

1. 제 목

원자력병원에 내원한 암환자의 통계학적 연구

II. 연구의 몹척 및 중요성

의학 및 보건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통안 암의 진단 및 치료방법운 다소 향상

되었지만， 아직 근본척인 문제 죽， 정확한 암의 원인이나 기전 동은 아직 만촉할

만한 해탑율 얻지 못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암은 선진 여러냐라에서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여며 암발

생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 및 얼본의 경우 1980년부터는 사망순위카 제1위률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년대에 제9위이었댄 것이 1970년대 어후부터

1 ，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암발생에 관한 자료의 신빙도를 높이고 국제척얀 비교가

가능하도록 암의 분류를 표준화하였고， 일정한 암풍혹보고양식을개발하여 암동록

제의 도입을 원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암으로 인한 정확한 암륙

수사방율이나 발생율 둥 암발생에 관한 역학적 륙성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

이다. 다만 관심있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조사결과률 발표하고 있으며， 1981년도부

터 보건사회부에서 주요 종합병원율 대상으로 암동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자료는 모집단을 알 수 없는 환자만의 분석으로 이용에 많은 제한율 받

지만， 진단이 정확학고 환자의 임상결과룹 상셰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율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틀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한다면 암

환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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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였헌 모든 암환자를 총괄하여， 앞으로 암연구

룹 위한 자료를 채계척으로 정 리하고， 암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치료효과를 명가하

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ill. 연구내용 빛 범위

본 연구논 원자력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의 통계학적 분석의 일환으로 당

병원이 개원된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기 조사보고하였으며， 그 여후 1984년부

터 1993년까지 의무기록에 악생종양으로 진단이 붙은 환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자료조사방법은 WHO에서 표준화하여 발표한 병원단위의 암동록보고양식， 21년

0963-1983)간 당병원에서 조사한 압환자조사카드， 1984년이후 암환자의무기록부

동을 참고로 하여 75개항북으로 구성된 양식에 의하여 악성종양의 진단이 붙은 의

무기록율 일관성 있게 재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얼반사항(생， 연령， 주소 둥).

연도멸， 부위별 진단내역(진료기왕력， 진단부위， 전반방법， 진행정도， 초직학적

유형 몽) , 치료방법， 추척내역(생존， 사망) 동 이었다. 악성종양의 부위별， 조직

형별 진단분류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ICD-O

WHO , 1976)에 의했다.

악성종양의 진단은 최종진단(Final diagnosis)뿐 만 아니라， 임상의의 입상소

견(Impression)만으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도 포함시켰다. 그러고 타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 의무거록에 기록된 내용도 최대한 조사， 정리하였다.

N.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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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결과

1. 1984년 l월1 일부터 1993년 12월31 일(1 0년간)까지 당병원에 내원한 신환자

379 ， 582명 중 악성종양환자는 14.1%인 53 ， 566명이 었으며 , 그 충 남자가 48. 7%

(26 ， 076명) 그러고 여자가 51.3%(27 ， 490명)이었다.

2. 본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올이 34.6% 그러

고 경기도 빛 인천져역이 24.7'16로 대부분율 차지하고 있었다.

3. 악성종양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50-59세군이 35. Q%,

60-69써군이 27.5% 그리고 40-49세군이 18. 3%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에서

는 50-59세군이 28.4%, 40-49세군이 24. 6% 그러고 60-69세군이 19.1% 순이었다.

4. 악성종양환자의 부위별 상대빈도률 보면， 남자는 위 (33. 2%)， 간(1 5.1%) ， 혜

(14.9%) , 식도(5.3%) ， 후두(3.3%) 동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자궁

경부(37.8%) ， 위(16.5%) ， 유방04. 8%)， 갑상선(4. 3%)， 혜 (3.8%) 동의 순으로 높았

다.

5. 악성종양의 조직학적 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은 67.0%이었으며， 그 다음이 임

상검사에 의한 비율로 20. 2%이었다.

6. 악성종양의 가장 많은 조직학척 유형은 남자에서는 Adenocarcinoma(44.6%)

이었으며 • 여자에서는 Squamous cell carcinOI떼 46.0%)이 었다. 상대빈도가 높은

부위의 초적학척 유형율 보면， 남자의 경우 소화기계통의 암은 Adenocarcinoma가

72.9%, 기관지계통의 암 그러고 구강 및 인두계롱의 암은 Squamous εell

carcinoma로 각각 58.4% 및 78.6%이었다. 여자의 경우 버뇨생식기계롱의 암은

Squamous cell carcinoma가 85.4%, 유방암은 Infiltrating duct carcinoma가

86.1%, 소화기계통의 암은 Adenocarcinoma가 80. 7%이 었다.

7. 치료받지 전 악성종양환자의 진행정도별 분포는 Carcinoma-in-situ(상피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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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3.7%, 임파절전이가 없는 국한성 질환이 58.7%, 주변임파절전이가 18.4% 그

러고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가 11.1%이었다.

8. 진단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본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 충 수축을

받은 환자는 27.5%,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22.5%, 화학요법율 받은 환자는

30.1%이었다.

9. 의무기록에서 사망이 확인된 악성종양환자는 1 ， 944명언 3. 6%이었다.

나. 활용에 대한 건의

본분석자료률토대로，

1. 각종 암에 대한 역학적 륙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2. 암환자의 효율척 관리를 위한 추척조사 연구(암환자의 생존율조사)

3. 각종 암발생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

4. 암발생의 원인적 연관성을 구명하기 위한 자료

풍으로 활용할 수 있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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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I머ect Title

Statistical study on 때lcer patients of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IT. Objective and hnportance of the Project

Cancer is regarded universally as a dreaded disease and an important

heal th problem. Al though there may be some improvements in methods of

diagnosis and treatment , their achievements are slow and hesitant.

According to the many statistical surveys , cancer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death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nd the incidence of cancer

appears to be on the increase. The statistics of the Uni 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1980 ’ s indicated that cancer was the primary cause of

death, while in Korea it became the most frequent cause of death from 1970,

which was 9th in 1950 ’ s.

The programme of standardization of cancer registries has been develop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VH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ICD-O) published by 째o in 1976 permits the coding of

all neoplasms by topography , histology(morpholo앓) and behavior in order to

ful f iI the need to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cancer

research and the elabo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 satandard format for

hospital based cancer registries was also designed and recommended to use.

In Korea there is still no valid epidemiological data of mort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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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bidity based on population. Only some articles on the frequency of cancer

patients published by several general hospitals are available. Since “Korea

Cancer Contr‘ 01 Workshop" was held in 1978, 하mual report of the result on

“ Cancer Registry Programme" registered by 66 general hospi ta1s has been

published fr‘。m 1981.

Hospital data have various limitations because out of all cancer

patients in the population only some will be registered by selection factors

for admission to the hospital : but they can provide valuable sources of

highly technical and specific information on canc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cl inical and epidemiological data of cancer patients

systemically admitted to the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purpose of central izing all cancer

patients ~dmitted to this hospital , collecting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data systemically for future cancer researches and carrying out follow-up

studies for efficient care of cancer patients and for the evaluation of

treatments.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tatistical data from the year of 1963 since the opening of the

hospital to 1983 have been published in 1984. This study was carried on the

basis of medical record from 1984 to 1993.

The cancer registration format made up of 75 columns was drawn up to fit

the hospital situation on the basis of the Standardized Cancer Reg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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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by 짜10 뻐d ·‘Registration Card for Cancer Patients" made by 1982.

The card included information on general characteristics(age, sex, address ,

mari 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 occupation) , diagnosis(si te, previous

history, extent of disease, most valid bases of diagnosis , morphology etc. ),

methods of treatment, follow-up of patients(alive and dead) etc.

The International Classi fication of Di seases for Oncology(ICD-O \1뻐0 ，

1976) was used for the classification of anatomical sites and histological

types of mal ignant neoplasms. Dupl icate registrations were el iminated by

cross-checking the hospital record number at the time of data processing.

All the data were computerized after coding and analyzed.

N.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1984-1993) were obtained as follows;

1) η1e total number of malignant neoplasms included in this study 53, 566

cases(14.1%) among 379, 582 new patients visited this hospital for 10 years.

On sex, females with 51.3% were more than males with 48.7%.

2) On area, the cancer patients for Seoul Special City, and Gyounggi-do

province and Inchon-city was 34.6% and 24.7%, respectively.

3) The higest proportion of cancer patients by age was 35.0% in males

and 28.4% in females , repectively for 50-59 age group.

4) η1e most frequent primary site among males was found to be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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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33. 2%, followed by liver(15.1%) , lung(14.9%) , esophagus(5.3%) and

larynx(3. 3%). In females , the first order was uterine cervix with 37. 8%,

followed by stomach(16.5%) , breast(14.8%) , rectum(4.3%) and lung(3. 8%).

5) π1e pro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diagnosed by histol 。양 made up

67.0% , whereas 20. 2% was diagnosed by clinical investigation such as X-ray ,

endoscopy , cr , MRI , I ‘ adioisotope etc.

6) The most common type of morphology of mal ignant neoplasms was

adenocarcinoma(44.6%) in males and squamous cell carcinoma(46.0%) in

females. The most frequent histological types of the selected male malignant

neoplasms were adenocarcinoma(72.9%) in digestive organs, squ때ous cell

carcinoma(58.4%) in respiratory system 없d squamous cell carcinoma(78.6%) in

lip, oral cavity & pharynx. In females , the most common histological types

were sq뻐mous cell carcinoma(85.4%) in geni tourinary org회lS ， infi Itrating

duct carcinoma(86.1%) in breast and adenocarcinoma(80.7%) in digestive

。rgans.

7) Among the cancer patients initially diagnosed in any hospi tal , the

pro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by the extent of diseases was 3.7% for

patients with carcinoma-in-situ, 58.7% for patients with localized spread ,

18.4% for patients with regional spread and 11.1% for patients with distant

spread.

8) Among the cancer patients initially treated in thi s hospi tal , the

pro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by the method of treatment was 27.5% for

surgery. 22.5% for radiotherapy and 30.1% for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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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proportion of cancer patients traced to death was only 3. 6% (1 , 944

cases). Among them , 72.5% percent survived for less than 1 year.

2. Proposal for applicatio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pr‘。posed :

1) to investigat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equency 킹ld

distribution about cancer

2) to carry out follow-up studies of cancer patients.

3) to study the natural history of all kinds of cancer.

4) to study on risk factors and etiology of cancer peculiar to Korean

liv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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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의학 및 보건학 기술의 발전으로 그똥안 암의 진단 및 치료방법은 다소 향상되

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 즉， 정확한 암의 원인이나 기전 동은 아직 만축할 만

한 해맙올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암의 진단， 치료， 관리 및 암발생

에 관한 역학적 연구률 수행하기 위하여 암환자의 이환자료， 사망자료퉁 암에 관

한 전반척인 기초자료의 정리는 필수척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암은 선진 여러나라에서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이며 암발생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1980년부터는 사망순위가 제1위를 되

어 있으며， 1 ， 2)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년대에 제9위이었먼3) 것이 1970년대부터

1 ，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Ii)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발생에 관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농하도록 압의 분류를 표준화하였고， 일정한 암풍룩보고양식을 개발하여 암동록

제의 도입율 척극 원장하고 있다 5-7)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압으로 인한 정확

한 암특수사망율이나 발생율 동 암발생에 관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다만 관심있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초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8-i6)

1981년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11) 66개 주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암봉룩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집단이지만 김뻐)이 발표한 6개 시법지역의 의료보험가입

자(직장의료보험언구 제외)를 대상으로 l 년간(1986년) 악성종양의 유병률조사률

하였다.

병원자료는 모집단을 알 수 없는 환자만의 분석으로 이용에 많은 제한율 받지

만， 진단이 정확하고 환자의 임상결과률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툴만이라도 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한다면 암환자관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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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될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행하고 시칸경과

에 따른 자체내의 환자관리상태률 파악하여 보다 나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다론

의료시설에서 발표된 자료률과의 비교나 종합검사를 시도하므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환자의 조가발견과 정확한 진단으로 성공척인 치료를 시

도하고， 동시에 각종 압발생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 암환자의 생존율조사i 압발생

분포의 원인적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한 환자-대조군연구(Case-control study) 둥

율 통하여 암환자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병원자료를 채정리하는데 필요한 양식올 작성하여 원자혁병원이 개

원한 이래 본 병원을 방문하였먼 암환자률에 대한 자료를 일관성있게 수집， 분석

함으로써 병원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고， 암환자의 효율적 판리와 치료효과를 명가

하고， 그러고 앞으로의 암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1963년 원자

력병원이 개원한 후 1983년까지의 결과는 제1， 2 빛 3보19-21)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원 후 1963년부터 1983년까지의 21년간 분석결과와 1984

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의 결과를 상호 비요하였다.

”a



제 2 장 본 론

쩨 1 철 연구내용 몇 방법

본 연구는 원자려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의 통계학적 분석의 일환으로 당

병원이 깨원된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기 조사보고낀)하였으며， 그 아후 1984년

부터 1994년까지 1-fl원한 신환자 379.582명 중 악성종양으로 진단이 붙은 53， 566명

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방법은 WHO에서 표준화하여 발표한 병원단위의 암동롭보고양식， 6) 21

년0963-1983 )간 초사한 암환자조사카드， 1984년이후 암환자의무기록부 둥율 참고

로 하여 75캐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을 작성하여 악성종양의 진단이 붙은 외무기록

을 일관성 있게 재정리하였다. (별첨) 조사내용은 일반사항(성， 연영， 주소 동)，

연도별， 부위별 진단내역(진료기왕력， 진단부위， 진단방법， 진행정도， 조직학적

유형 동) , 치료밥볍. 추적내역(생존， 사망) 둥 이었다. 그러고 악성종양의 부위

멸， 조직형별 진단분류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 (ICD-O WHO, 1976 )5)에 의했다.

악생종양의 진단운 최종진단 (Final diagnosis) 뿐 만 아니라， 임상의의 임상소

견(Impression) 만으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도 포함시켰다. 그러고 타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 외무기록에 기록된 내용율 최대한 조사， 정리하였다. 그러나 다

음의 경우에는 악성종양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1. 진단명이 RIO 또는 불분명한 경우.

2. 외무기록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반받은 질병병만 기록되어 있고 본원에서는

진단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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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는 내원하칙 않고 보호자에 의해 진단명만 겨록된 경우.

4. 충북된 악성종양환자의 경우(이충동록).

그리고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여 전산처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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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연구철과 빛 고찰

1. 악성종양의 상대빈도

가. 년도별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조사대상자 379 ， 582명 중 악성종양환자는 14.1%

인 53 ， 566명아었다(표 1). 총 신환자에 대한 악성종양환자의 비율은 1984년도애

11. 0%에서 1993년도에 22.0%로 매년 증가하였다.

년도별 악성종양환자의 절대수는 당 병원이 개원된 1963년부터 1978년까지 매

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윷 보였고 1983년이후부터

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율 보였다(그럼 1). 또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악성종양환자

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증가하였다(그림

2).

1980년 초까지 악성종양환자의 절대수가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총

신환자에 대한 악성종양환자의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본 병원이 방사선의학연구소

로 출발한 초기에는 다른 병원에서 암울 진단받고 방사선치료를묵적으로 이송된

환자틀이 총 환자수의 70%룰 념고 있었으나， 1970년말부터 악성종양환자를치료혈

수 있는 시설율 갖춘 병원이 점차 증가하였고 또한， 얼반인틀이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여 뚜렷한 중상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놀아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1985년 이후부터 악성종양환자가 증가한 것은

1984년 10월 신축병원이전으로병상규모가 140여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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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의 지역별 분포률 보면 서울이 34. 6%, 인천 및

경기도지역아 24.7%, 광주 및 전라남도지역이 9.21%의 순이었으며， 대부분 서울

및 경기도지역에서 내원하고 있었다{표 2). 그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0%이내

의 비슷한 분포률 보였다.

다. 생별

악성종양환자 53 ， 566명 중 남자는 48.7% 그리고 여자는 51. 3%이었으며， 남여비

는 여자릅 100으로 보았옳 떼 남자가 94.9로 여자가 많았다(표 1). 그러나 년도별

로 불 때 남자가 계숙 증가하는 경향율 보였오며， 1990년도 이후부터는 여자보다

높았다-

다른 종합병원단위자료의 낭여비릅 보면 여자률 100으로 보았융 때 김동식 풍

이9) 61. 4(1959-1973 ), 조규혁 동이10) 112.1 (1971-1980) , 이상국 퉁이 100.8(1968

-1977)11) .그러고 90.9 (1978-1986)12) ’ 보건사회부 암동록보고자료에서는171 121. 1

(1990.7.-1991.6. )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이 되었먼 병원

에서 진반을 밭은 전체 악성종양환자중에서 자궁암환자가차지하는 비율(본 조사

결과 31.4%, 김동식 퉁9) 34. 5%, 조규혁 동10) 18.5 %, 이%댁 풍])찌 15.1% 및

11. 7%, 보건사회부 암동롭자료I7) 9.8%)에 주로 영향율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 병원의 의료진 구성이나 차료시설이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병원에서도 자궁암환자의 비율이 매년 감소(1984-1993 : 19.4%)추세룰 보이고 있

었다.

라. 부위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WHO, 1976)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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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악성종양의 상대빈도(1984-1993)률 보면， 남자의 경우 소화기계통(T-code

150-159)이 61.1%, 호흡기계통(160-165)이 20.7%, 구순， 구강 및 인두(140-149 )가

5.6% 동의 순으로， 여자의 경우 버뇨생식기계통 079-189 )이 37.1%, 소화기계통

(150-159)이 29. 2%, 유방(1 74) 이 15.4% 퉁의 순으로 놀았다(그럽 3).

야를 초발부위별로 보면， 남자는 위가 33.2%(8， 664명) , 간이 15.1%(3 ， 935명)，

혜가 14.9%(3 ， 873명) , 식도가 5. 3%(1 ， 377명) , 후두가 3.3%(852명)， 직장이 3.1%

(819명) 동의 순이었으며(표 3) , 여자는 자궁경부가 37. 8%(10.400명) , 위가 16.5%

(4 ， 548명)~ 유방이 14.8%(4 ， 066명) , 갑상선이 4.3%(1 ， 192 명)， 폐가 3. 8%(1 , 054

명)， 깐이 3.4%(927명) 둥외 순이었다(표 4). 기 조사자료(1963-1983)와 비교하여

불 때 납차에서는 1위에서 3위까지 순위변동이 없었으나， 식도， 직장， 대장은 증

가 하였다. 여자에서는 위가 유방보다 빈도가 높았으며， 혜는 계숙 증가하였다.

년도별로 볼 때 남자의 경우 내원한 위， 혜， 간 그러고 식도암환자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그 이외 암은 별 차이톨 보이지 않았다(그럼 4). 암환자가 차지하

는 비울을 보면， 위암은 1986년도까지는 매년 계숙 중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간암은 1984년부터 그리고 폐암은 1980년도부터

증가하논 경향율 보이고 있었고， 그 이외의 암은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5). 여자암환자에 대한 절대수는 자궁경부암은 개원이후 매년 계속 증가하다가

1978년도부터 갑소하여 별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990'건부터 감소하으나， 위， 유

방， 갑상선 및 폐암은 매년 증가하였다(그림 6). 여자암환자비율을 보면， ~l-궁경

부암은 매년 감소하였으며， 유방， 위， 갑상선 및 폐압은 매년 증가하였다〈그림

7). 그러나 다른 부위에 대한 악성종양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륜 종합병원단위에서의 초발부위별 상대반도를 보면， 남자의 경우 위압이，

여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이 가장 빈도가 놓았다 (9-12， 15.16) 각 부위멸 상대빈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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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면， 종합병원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병원의 특성이나 의료시설이 상

이합에 기인해서언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틀면， 서울대병원자료는 백혈병의

비옳어 Et병원에 비해 아주 높은 반면， 위압은 전남대병원이， 자궁암응 연세의료

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빈도의 백분율운 진단된 전체 압에 대한 비율이

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건사회부 암풍록보고자료(1991. 7. -1992.

6. )17)에서도 본 병원의 자료와 갈이 남자에서는 위， 간， 폐 그리고 여자에서는 자

궁경부， 위， 유방 동의 순야었다. 강화군에서 김 퉁22)이 1982년부터 1984년에 걸

쳐 연구한 암풍룩사업에 판한 l차보고에서 쩨시한 자료 및 유 통껍)의 1986년도 의

료보험관리공단자료에서도 남녀 모두 동일한 순이었다. 이틀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악성종양와 초발부위별 유명울은 남자의 경우 위암이， 어자의 경

우 자궁정부암이 가장 높윤 것으로 추륙해 불 수 있다.

일본의 암발생율자료(1 984 ， 1989)와2)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자료가 일부

병원자료라는 문제점이 있어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위암， 혜암은 우리나라가

낮으나， 자궁암 벚 간암은 현저히 높은 비율율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위암발생은

상재지역인 일본동 대부붙 선진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품저장기술의 개선에 의한 식생활의 변화 륙허 발암억제작용으로 보이는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가， 신선한 과일이나 녹색야채의 소비증가와 적극적인 겸전사

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감 .25)

자궁암 역시 1950년대 이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얼본둥 선진 여러나라에서

감소추세블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주택의 위생시설향상， 만혼경향， 가족계획의

실천， 영양상태의 향상과 접진사업율 통한 조가발견악 효과 동으로 보고있다 24-26)

간암의 경우 B형간염바이러스와 원발성 간암과의 원인적 연관성이 거의 확정된

사설에 버추어 보면깐) 8-9%의 HBsAg보유율을 감안할 때 원발성 간암이 높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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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 또한 간홉충중이 답도암울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의 간홉

충감염율이 높은 것율 계산에 넣으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경향울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논 홉연， 산업화에 따룬 대기오염 그러고 직업성 폭로 둥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율 보이고 있으며， 본 자료

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마. 연령별

악성종양환자의 명균연령을 보면 남자에서는 54.2세， 여자에서는 50.2세이었

다. 악성종양의 연령별 분포률 보면， 남녀 모두 50-59세군에서 각각 35. ()% 그러고

28.4%로 가장 많았다(그림 8, 9). 이눈 보건사회부 암동록보고자료에서도남여 모

두 본 병원자료와 같은 연령군에서 높은 반도률 보였다 17)

발생빈도가 높윤 악성종양의 초발부위별 연령분포률 보면， 남자의 겸우 위，

간， 후두 및 식도는 50-59세군에서， 폐는 60-69세군에서 가장 반도가 옳았으며(그

림 8) , 여자의 경우 유방운 40-49세군에서， 자궁경부， 위 및 갑상선은 50-59세군

에서 그러고 폐는 60-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그럽 9). 동 겨간의 보

건사회부 암동록보고자료에서는17) 남자의 경우 식도에서 60세군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에서는 남여 모두 본 병원자료와 같은 년령군에서 높은 빈도률 보였다.

그러나 모집단의 구성비율(년령별， 생별 풍)없이 어느 년형군에서 가장 높은

발생비율을 나타냈다고 발할 수는 없으나， 1985년도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와 비교

해 불 때 년령이 중가할수록 악성종양환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율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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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악성종양환자의 전단근거률 보면， 병려조직학척 검사에 의한 진단비옳은 67.0

%, X-ray , 방사선동위원소， 내시겸， 컴퓨터촬영 (MRI ， cr 둥) 등의 입상검사(여하

“임상검사”라 함)에 의한 진단비율윤 20.2%, 세포진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운 6.7%,

검사없어 임상의의 임상소견반으로 진단훤 비옳은 5. 6% 그러고 수술육안척소견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럽 10). 이률 기 조사자료(1963-1983)와 비교하여 볼

때 조직학적 및 세포진에 의한 검사비율은 증가한 반면， 엄상소견 및 임상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은 감소하였다.

년도별로 볼 때 조직학적 검사 및 세포진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은 1980년까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981년이후 증가양상율 보인 반면， 임상소천 빛 임상

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은 1980년까지 증가양상윷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었다(그립 11 ).

조직학.척 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의 증가는 부위별 상대빈도가 높은 위， 간， 펴l

퉁이 1970년대말까지 임상검사로 최종 진단되는 비율이 놀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조직학척 검사애 의한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성총

양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얻지 위해서는 생검 및 륙히 부검사례가

증가해야 할 것이다.

악성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조직학적 검사비율

은 64.0%이었고， 그 중 Adenocarcinoma 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를 기관별로 보

면， 구순， 구강 및 인두는 Squamous cell carcinoma가 78.6%, 소화기계풍은

Adenocarcinoma가 72.9% 그러고 호홉기계몽은 Squamous cell carcinoma가 58.4%로

가장 많았다(표 5) .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서는 조직학적 검사 비율이 77.7%로 남

자 보다 더 높았으며， Squamous cell carcinoma가 46.0%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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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소화기계몽은 Adenocarcinoma가 80.8%, 호홉기계통은 Adenocarcinoma가 41. 5

%, 유방은 lnfi 1trating duct carcinoma가 86.1%, 비뇨생식기계통은 Squamous

cell carcinoma가 85.4%로 가장 많았다(표 6).

당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운 환자의 92. 8%가 조직학척 및 세포함척 진단을 받았

다. 이를 부위별로 보면， 자궁경부가 99. 2%, 캅상선이 99.0%, 후두가 98.3%, 유방

이 96. 2%, 식도가 95.7% 동의 순으로 대부분 90"，6이상이었으며， 간은 38.9%로 가장

낮았다(그림 12).

3. 악성종양의 진행정도

악성종양의 진행정도는 조직검사에 의한 상피내암을 제외하고는 치료전 의사와

입상소견융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진행정도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항만으

로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륙히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주변임파절천이 여부를 판단하기논 어려웠으나， 의무기록부에 기룩된 내용율 최대

한 정리하여 진행정도를 파악하였다.

치료받기 전 악성종양환자의 진행정도률 보면 상피내암(Carcinoma-in-situ) 이

3.7%, 임파절전이가 없는 국한성 질환이 58.7%, 주변임파절전이가 18.4% 그리고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가 1 1. 1%아었다(그럼 13). 기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상

피내암， 주변엄따절천이 및 원격전이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국한성 질환의 비율

은 감소하였다. 년도멸로 볼 때 상피내암， 주변엄따절전이 그러고 원격전이룡 가

진 환자의 버옳은 1980년도부터 종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국한성인 환자

의 비율은 1985년이후 감소하고 있었다(그럼 14). 상피내암환자의 증가는 악성종

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한

성 질환 빛 주변임파절전이환자의 경우는 근래에 수술적 치료의 비율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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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cr, MRI 퉁 진단장비의 발탈로 불 수 있다. 원격전이된 환자의 비옳이 증가

하고 있는 것은 1987년 7월부터 당 병원이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가

1 ， 2차병원을 경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원 시의 71 간이 오래되고， 또한 암이 진행

된 예의 경우 더 천문적인 병원으로 갈 것율 핀유받아 당 병원에 내원하였을 것으

로 생각된다.

4. 악성종양외 치료방법

악성종양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를 본 병원에서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올

보면，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가 27.5%,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가 21. 2%, 화학

요법율 받은 경우가 30.1%이었다(그립 15 ). 이를 기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수술척 치료 및 화학요법 바옳은 증가하였으나， 방사선처료 비율운 감소하였다.

년도에 따른 악성종양환자의 치료유형율 보면， 수술적 치료 빛 화학요법은

1984년야후 계숙 증가하였으며， 방사선치료는 1963년 캐원이후부터 1970년까지 높

용 비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은 벼

율도 1963년이후 1983년까지 계숙 증가하다가 1984년이후 점차 감소하였다(그림

16). 1988년 본 병원자료와 일본국립암센타병원자료와의 2) 부위별 치료유형을 비

교해 보면， 본 병원이 일반척으로 수술적 치료는 낮은 반면 방사선치료는 놀았다.

한편， 내원한 환자 충 치료를 받지 않았댄 환자 비율은 46. 8%이었다. 그러나， 이

틀이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분석은 어려웠으나， 악성종양환자의 발견

측시 적합한 치료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의 확립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주지시

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생빈도가 높은 악성종양환자의 치료유형을 보면， 수술적 처료를 받은 경우

위암이 63.1%, 폐암이 12.9%, 유암이 89.9%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44.3%이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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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치료률 받은 경우는 폐암이 54. 2%, 유암이 54. 8% 그러고 자궁경부암이 67. 3%

이었다. 화학요법울 받은 경우 위암이 66.4%, 폐암이 70.6%, 유암이 84.1%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32.4%이었다(그림 17). 기 조사자료와 비교시 수술 및 화학요법율

받은 경우는 증가하였으나， 방사션치료률 받은 경우는 감소하였다.

5. 추적조사

의무기록에서 사망까지 확인할 수 있었린 예는 3. &6인 1.944명이었으며. 그 중

72.5%(1 ， 409명)가 진단 후 1년미만의 기갇동안 생존하였다(표 7). 이러한 상태에

서 악성종양환자의 생존율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악성종양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치료효과률 명가하는 데 있어서 추척초사는 필수척이므로 앞으로 척극척

인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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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Relative Fr형uency of Malignant Neoplasms by Year

Year All new Patients wi남1 maliαlant neoplasms

。bserved patients Total Male Female Ratio·

1963- ‘ 93 690 ,609 <100.0) 102 ,655 <14.9) 45 ,539( 6.6) 57 ,116( 8.3) 79.7

1963-'69 16 ,815 <100.0) 5 ,964(35.5) 2 ,279 <13.6) 3 ,685(21. 9) 61. 8
1970-’ 74 39 ,715 <100.0) 9 ,780(24.6) 3 ,72:2( 9.4) 6 ,058 <15.2) 61. 4

1975‘’ 79 115 ,923 (100.0) 17,974 <15.5) 7 ,200( 6.2) 10 ,774( 9.3) 66.8

1980-’ 84 171 ,830 <100.0) 19 ,019 <11. 1) 7 ,760( 4.5) 11 ,259 ( 6.6) 68.9

1985-’ 89 216 ,803 <100.0) 25 ,749 (11. 9) 12 ,076( 5.6) 13 ,673( 6.3) 88.3

1990-’ 93 129 ,521 <100. 0) 24 ,169 <18.7) 12 ,502( 9.7) 11 ,667( 9.0) 107.2

1984-'93 379 ,582<100.0) 53 ,566<14.1) 26 ,076( 6.9) 27 ,490( 7.2) 94.9

1984 33 ,258 <100.이 3 ， 648<11.이 1 ,498( 4.5) 2 ,150( 6.5) 69.7

1985 41 ,643 <100.0) 4 ,139( 9.9) 1 ,807( 4.3) 2 ,332( 5.6) 77.5

1986 44 ,352<100.0) 4 ,783 (10.8) 2 ,202( 5.0) 2 ,581< 5.8) 85.3

1987 44 ,958 (100.0) 5 ,360<11. 9) 2 ,540( 5.6) 2 ,820( 6.3) 90.1

1988 43 ,941(100.0) 5 ,594 <12.7) 2 ,669( 6. 1) 2 ,925( 6.6) 91. 2

1989 41 ， 909 <100. 이 5.873<14.0) 2 ,858( 6.8) 3 ,015( 7.2) 94.8

1990 37 ,927 (100.0) 5 ,967 <15.7) 3 ,004( 7.9) 2 ,963( 7.8) 101. 4

1991 32 ,671 (100. 0) 6 ,003 <18.4) . 3 ,147( 9.6) 2 ,856( 8.8) 110.2

1992 30 ,398<100.0) 5.956<19.6) 3 ,113 <10.2) 2 ，없3( 9.4) 109.5

1993 28 ,525 <100.0) 6 ，짜3(22.이 3 ，강8 <11. 5) 3 ,005 (10.5) 109.3

J ) : T。ta1 patients with cancer/All new pati양lts

Males per 100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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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ve Frequency of Malignant Neoplasms
by Geographical Area

Areas 1963-’ 93 1963- ’ 83 1984- ’ 93

All areas 100.0 100_0 100.0
(102 ,655) (49 ,089) (53 ,566)

Seoul Special City 41. 3 48.0 34.6

Gyounggi-do &
Inchon City 22.1 19.5 24.7

G뼈아W디In-d。 4.1 4.0 4.2

앉llmg허'1eongbuk-d。 3.7 3.4 4.1

αmngcheongnam년。

& Daejeon City 7.9 7.7 8.1

Jeonlah냈-do 3.0 2.2 :3.8

Jeonlanam-do &
Kwangju City 6.6 3.9 9‘ 2

Gyoungs않앵'buk-do

& Taegu City 6.6 7.2 5‘ 9

Gyoungsangnam-do
& Pusan city 3.2 3.0 3.5

Jeju-녕0 0.7 0.6 0.8

Not specified 0.8 0.5 1. 1

) : NUl뼈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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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der and Relative IT쩍uency of Leading Primary Cancer Sitea (Male)

1963-’ 93 1963-'83 1984-’ 93
Order

Sites No.{x) Sites No. (x) Sites No.(%)

1 Stomach 13 ,652(30.0} Stomach 4 ,988(25.6} Stomach 8,664(33.2)

2 Liver 6 ,484 <14.2} Liver 2,54903.1) Liver 3,935 (15.1)

3 Lung 5 ,698<12. S} Lung 1 ,825C 9.4) Lung 3,873(14.9)

4 Esophaqus 2 ,25H 4.9) larynx 1,163( 6.0) EsophaQUs 1 ,377( 5.3)

5 Laηnx 2,015( 4.4) Lymph n여es 890( 4‘ 6) 싫rynx 85Z( 3.3)

6 Rectum 1 ,516( 3.4) Esophagus 874( 4‘ 5) Rectum 819( 3‘1)

7 Lymph n여es 1 ,504( 3.3) Rectum 697( 3.6) Lymph nodes 614{ 2‘ 4)

8 Nasal cavity 833( 1. 9) Nasal cavity 687( 3.5) Colon 505( 1. 9)

9 Skin SU( 1.8) Skin 55H 2.8) Pancr‘eas 48δ( 1. 9)

10 Bladder 805( 1.7) Tongue 399( 2. 1) Bladder 439( 1. 7)

Total cases 45 ,539 19 ,463 26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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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5. Relative Frequency of Male Malignant Neoplasms by Morpho1여Y

No ‘ 。f patients
'-α화e Site Morphol。양 No. x

Total Histology

40-199 All sites 26 ,076 16 ,679( 64.0) Aden'∞arc뇨loma 7 ,446 44.6

140-149 Lip , oral cavity 1,613 1 ,426( 88.4) Squamous cell carcinoma 1 ,122 78.6
&pharynx

150-159 Digestive organs 16 ,173 8 ,919( 55.1) Adenocarc뇨lOI뼈 6 ,503 72.9
&peritoneum

160-165 Respiratory system 5 ,005 3 ,687( 73.7) Squamous cell carcinoma 2 ,155 58.4
&뇨ltra납loracic organs

169 Hematopoietic B4 68( 81.0) Leukemias 45 66.2
&RE sYstem

170 Bone , j。뇨lts & 234 182( 77.8) Osteosarcoma 71 39.0
articular cartilage

171 Connective , subcutaneous 157 146( 93.0) Myosarcoma 31 21. 2
&。당ler soft tissues

173 Sk뇨1 330 302( 91.5) Squal1ll이JS cell carcinoma 123 40.7

175 Male breast 8 S( 62.5) Infiltrating duct carcinoma 4 80.0

179-189 Genitourinary organs 881 혀4( 74.2) Transitional cell care뇨loma 278 42.~

190 Eye &Jacrimal gland 28 19( 67.9) RetinoblastoI뼈 4 21.1

191-192 Nervous system 201 120( 59.7) Gliomas 86 71. ~

193-194 짧ldocr뇨le glands 280 240( 85.7} Papillary carcinoma 174 72.~

196 Lymph n어es 614 527( 85.8) Malignant lymphomas 391 74. :

199 Unknown primary site 468 않4( 82.1) Adenocarcinoma 160 41.'

Number of patients wi하1 histology/fotal nu빠~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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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6. Relative Frequ앙ley of Female Malignant Neoplasms by Morphology

f patients
-code Site Morphology No. x

Total Histology

40-199 All sites 27 ,490 21 ,368( 77.7) Squamous cell carcinoma 9 ,832 46.0

140-149 Lip , oral cavity 491 430( 87.6) Squamα18 ce끄 carcinoma 235 54.7
& pharynx

150-159 Digestive organs 7,556 4,527( 59.9) Adenocarc뇨loma 3 ,656 80.8
& peritoneum

160‘-165 Respiratory system 1 ,273 855( 67.2) Adenocarcinoma 355 41.~

& intrathoracic organs

169 Hematopoietic 52 42( 80.8} Leukemias 30 71. 4
& RR system

170 Bone , joints & 145 10S( 72.4) Osteosarcoma 39 37. j
artiα파ar cartilage

171 Connective , subcutaneous 127 111 ( 87.4) Lipos값α)IDa 24 21. ‘
& 。납ler soft tissues

173 Sk뇨1 272 249(91.5) Squamous cell carcinoma 77 30. (

174 Female breast 4 ,066 2,969( 73.0) Infiltrating duct carcinoma 2 ,557 86 ‘

179‘ 189 Genitourinary organs 11 ,490 10 ,385( 90.4) squ없DOUS Ce끄 혀rc뇨lOJDa 8.870 85.

190 Eye & lacrimal gland 18 34( 77.8) Malign하lt melanoma 5 35.·

191-192 Nervous system 145 85( 57.3) Gliomas 60 70.'

193-194 많。cr뇨le g1없1ds 1 ,208 1,050( 86.9) Papillary carcinoma 833 79.

196 Lymph n빼es 297 264( 88.9) Malignant lymphomas 173 65.

199 Unknown primary site 350 262( 74.9) Adenocarcinoma 108 41.

Nt끄빠er of patients with histologyJTotal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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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uration of Survival 뇨1 Dead Cases Confirmed by Medical Re∞rd

Year Total -6 7-12 2 3 4 5 6 S:
nUlφer‘ mon단1S mon야1S years years years years years

1963-’ 93 2 ,744(2.7) 1 ,295 637 506 131 67 34 74
1963-'69 213(3.6) 80 57 48 g 9 2 9
1970-'79 513 (1 .8) 211 124 109 28 19 6 16
1980-’ 83 74(0.4) 42 9 16 5 1 1
1984-’ 93 1.944(3.6) 962 447 333 90 39 25 48

1984 9(0.3) 2 2 2 3
1985 29(0.7) 6 5 3 1 2 4 8

1986 139(2.9) 61 21 25 10 8 9 5

1987 292(5.4) 135 59 54 22 12 7 3
1988 경3(6.0) 159 76 62 16 10 2 8

1989 246(4.2) 116 63 49 12 3 3
1990 323(5.4) 148 97 56 13 1 1 7
1991 250(4.2) 136 54 43 8 1 1 7
1992 194(3.3) 113 40 34 4 2 1
1993 129(2.1) 86 30 ? 2 4

Percent of total stud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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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샤향

제 1 철 컬 롤

1. 1984년 1월1 얼부터 1993년 12월31 얼(10년간)까지 당명원에 내원한 산환자

379 ， 582명 충 악생종양환자는 14.1%인 53， 566명이 었으며 , 그 중 남자가 48.7%

(26 ， 076명〉 그리고 여자가 51. 3%(27 ， 490명)이었다.

2. 본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율이 34.6% 그러

고 경기도 및 인천지역이 24. 7%로 대부분율 화지하고 있었다.

3. 악성종양환자의 연령별 분포률 보면， 남자의 경우 50-59세군이 35.0%,

60-69세군이 27.5% 그리고 40-49세군이 18.3% 순으로 비율이 놓았으며， 여자에서

는 50-59세군이 28.4%, 40-49세군야 24. 6% 그리고 60-69세군이 19.1% 순이었다.

4. 악생종양환자의 부위별 상대반도률 보면， 남자눈 위 (33. 2%)， 간(1 5.1%) , 혜

(14.9% ), 식도(5.3%)， 후두(3.3%) 풍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자궁

경부(37. 8%) , 위(16.5%) ， 유방04.8%) ， 갑상선(4. 3%)， 폐 (3.8%) 퉁의 순으로 옳았

다.

5. 악성종양의 조직학적 검사에 의한 진단비윷은 67. 0%이었으며， 그 다음이 암

상검사에 의한 비율로 20. 2%이었다.

6. 악성종양의 가장 많은 조직학적 유형은 남자에서는 Adenocarcinoma(44. 6%}

이었으며， 여자에서는 Squamous cell carcinoma(46.0%)이었다. 상돼빈도가 높은

부위의 조직학척 유형율 보면， 남자의 경우 소화기계통의 암은 Adenocarcinoma가

72.9%, 기관지계동의 암 그리고 구강 빛 언두계롱의 암은 Squamous cell

carcino따a로 각각 58.4% 및 78.6%이었다. 여자의 경우 비뇨생식기계롱의 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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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mous cell carcinoma가 85.4%, 유방암은 Infiltrating duct carcinoma가

86.1%, 소화기계통의 압은 Adenocarcinoma가 80.7%이 었다.

7. 치료받기 전 악성종양환자의 진행정도별 분포는 Carcinoma-in-situ{ 상피내

암)이 3.7%, 입파철전이가 없는 국한성 질환이 58.7%, 주변임따절전이가 18.4% 그

리고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까 1 1. 1%이었다.

8. 진단 또는 치료률 받기 위하여 본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는 27.5%,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22. 5%,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30.1%이었다.

9. 의무기롭에서 사망아 확인된 악성종양환자는 1 ， 944명인 3.6%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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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건의샤항

병원자료는 모집단율 알 수 없어 환자분석일 수 밖에 없다는 재한점이 있으

나 진단이 정확하고 환자의 임상결과률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율 방문한 환자툴만이라도 일관성있게 조사 분석한다면 암환

자관리에 큰 도옴이 될 것이다.

이 러한 분석자료룰 토대로，

1. 각종압에 대한 역학척 륙성율 파악하가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암환자의 효율적 관리률 위하여 진단시 진행정도， 치료방법둥에 따른 암환

자에 대한추적조사

3. 각종 암발생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

4. 압발생의 원인적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한 자료

동에 활용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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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진 단 영 조 직 형
료

71 진단근겨
1.엄상만 2. 엄상검사 3. 수술육안소견 4. 특수생화학. 면역학검사

5. 세포진. 혈액화 6. 전이조직진 7. 원벌부위조칙진 8. 부검 9. 불명

빵
진행정도

1. in situ 2. 국한 3. 직접확대 4. 주변엄파절전이 5. (3 + 4)
6. 원격전이 8. 해당없음 9. 불명

력

치료방볍
1. 없음 2. 수술 3. 방사선 4. 화학요법 5. 연역요법 6. 훌온요법
7. 기타 9. 불명

진 료 과 진료기왕력 내원이유 암발견의 단서

1.없음 1. 겹친 1.자각충상 없용

진단시년령
2. 진단만 받았음 2. 진단 2. 자각충상 었음

3. 진단과 치료를 3. 얼차척 치료

진 반았음 4. 보충척 치료
초진년월얼 5. 이차척 치료

6. 기타

암초딸년월얼 9. 불명 9. 불명 9. 불명

단
(진단방법)

최종진단근거
1.엄상만 1. 내시갱검사 1. 전이조직진

(조직진-) 2. 엄상검사 2. 진단척수슐 2. 웬발￥위조칙친
1. 검사없이 엄상만 3. (l + 2) 3.(1+2) 3. (l + 2)

내 2. 임상검사 4. RI. X-ray 4‘세포진‘혈액학 4. 기타
3. 수슐육안소견 5. ( 1 + 4 ) 5. (l + 4) 5. (1 +4)
4. 륙수생화학.연역검사 6. (2 + 4) 6. (2 + 4) 6.(2+4)
(조칙진+) 7. ( 1 + 2 + 4 ) 7. (! + 2 + 4) 7. (l + 2 + 4)
5. 세포진，혈액학

8. 해당없음 8. 해냥없음 8. 해당없용

~ 6. 전이조직진
9. 불명 9. 불명 9. 불명

7. 원딸부위조직친

8. 부검

9. 불명

왜



진행정도

(치료전) (육안척병기) (조직학척병기) (악성엄파종) (백혈병)

1. in situ 1. 0 기 La 1. 0 가 La 1. 1 가 1. Active
2. 국한 2. 1기 2.b 2. 1기 2.b 2. 2 기 2. In remIssion
3. 직접확대 3.2 기 3.e 3. 2 가 3.e 3. 3 기 3. 자료없음

진 4. 주변임파절천여 4.3 기 4.3 기 4. 4 기
5. (3 + 4 ) 5.4 기 5.4 가 5. 자료없음

6. 훤격전이

7‘

단
8. 해당없음

9. 불명 g 불명 9. 불명 9. 불명 9. 불명 9. 불명 9. 불명

(전이부위) (수술/부검후) (부정결과)
진단확정년월얼 l

내
O. 없음 1. 10 situ 1.부검없음

1.임따켈 2. 국한 2. 종양없음
진 단2. 뼈 3. 직접확대 3. 원발부위청정

3. 간 4. 주변엄파절전이 4. 조직형정정

‘역
4. 폐，늑막 5.(3+4) 5. 진단확진

5. 뇌 6. 원격전이 6. 부검에서암발견 중 복 암 명 |
6. 난소 7. 7. 진단확인불능

7. 피부 8. 해당없음 8. 부검결과불명

8. 기타{ 9. 불명 9. 부검실시불명 조 직
9. 불영

l 차 2 차 3 차 4 차

T/L- 수술년월일

술 수술방법
치

적
병행절제

장 기

치 기 관
엄파철

료
료

절제정도 1.없음 2. 부분철제 3. 완전절제 4. 가타 9. 불명

수술완성도 1. 고식척 2. 비근치적절제 3. 곤치적절제 4. 기타 9. 폴명

내

1 차 2 차 3 차 4 차

화
치료년월일

역 학

치료기간(일)

요

법
치 효 제

치료목척 1. 고식적 2. 비근치척치료 3. 곤치척치료 4. 기타 9.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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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2 차 3 차 4 차

조사년훨얼

방

조사기간(얼)

사
조사부위

~J
Cobalt

선 ?f;. Photon

사 Neutron
.li

치
선 RadJUm

량
Cesium

내 료

Iridium

조사목적 1. 고식척 2. 버근치적치료 3. 근치척치료 4. 기타 9. 불명

역

1 차 2 차 3 차 4 차

치료종류

기

치료년월일

치료기칸(얼)

타

:'.1 료 제

치료목적 1.고식적 2. 비큰치척치료 3‘ 근치척치료 4. 기타 9. 불역

치료년표 |
I ‘ 수술 2. 방사선요법 3. 화학요법 4. 연역요법 5. 흘몬요법 6. 기타 9. 불명

추척결과(년) l 2 3 4 5 6 7 8 9 10
추

척

、1.생혼. 채발없음 2. 생존， 국한종양있음 3‘ 생존， 칙접확대있음

조
4. 생존， 현격전이있음 5. 생혼. 충복암있음 6. 생촌， 상세한기록없음

7. 추적조사 못했음 8. 사망 9. 생사불명

사

사망년월얼 | 생존월수 개월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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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l!l .::i!‘

업
입원년현씬

퇴

익!웬지깐(띤)
원

되원시 상태 1.웬철환없음 2. 경혜， 개선 3. 불변 4. 진행 5. 기타 6. 샤망 9. 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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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00단어 내외 ) I
본 연구과제는 1984년 1월l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원자력병원에 내원한

신환자 379.582명중 악성종양환자는 14.1%인 53.566명이었으며， 그충 남자가 48.7
%(26， 076명) 그러고 여자가 51. 3%(27, 490명)이었다. 악성종양환자의 연형별 분포

를 보면， 남자의 경우 50-59세군이 35.0%, 60-69세군이 27.5% 그러고 40-49세군이

18.3%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50-59세군이 28.4%, 40-49세군이 24.6
%그러고 60-69세군이 19.1% 순이었다.

악성종양환자의 부위별 상대빈도룰 보면， 남자는 위 (33.2%) ， 간05.1% )， 혜

(1 4.9%). 식도(5. 3%)， 후두(3.3%) 풍의 순으로 빈도가 놀았으며， 여자에서는 자궁

경부(37. 8%)， 위 06.5%)， 유방04. 8%)， 갑상선(4.3%) ， 혜 (3. 8%) 동의 순으로 높았

다. 악성종양의 조직학적 검사에 의한 진단비율운 67. 0%이었으며， 그 다음이 임상

검사에 의한 비율로 20. 2%이었다.

치료받기 전 악성종양환자의 진행정도별 분포는 Carcinoma-in‘situ(상피내암)

이 3.7%, 임파절전이가 없는 국한성 질환이 58. 7%, 주변임파철전이가 18.4% 그러

고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가 1 1. 1%이었다.

진단 또는 치료률 받기 위하여 본 병원에 내원한 악성종양환자 중 수술을 받

은 환자는 27.5%,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22.5% ,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30.1
%이었다.

의무기록에서 사망까지 확인된 악성종양환자는 1 ， 944명인 3.6%이었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 I 악성종양 암 상대빈도， 역학 암동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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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stract 빼ut 300 Words) I
The total number of malignant neoplasms included in this study 53 , 566

cases(14.I%) among 379, 582 patients from 1984 to 1993. On sex, females with
51.3% were much more than males with 48.7%. 까1e higest proportion of cancer
patients by age was 35.0% in males and 28.4% in females , rePeCtively for
50-59 age group.

The most frequent primary site among males was found to be stomach with
33.2%, followed by liver(15.1%) , lung(14.9%) , esophagus(5.3%) and larynx
(3.3%). In females , the first order was uterine cervix with 37.8%, followed
by stomach(16. 5%), breast(14.8%) , thyroid gland(4. 3%) and loog(3. 8%). The
pro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diagnoesd by histology made up 67. Q%,
whereas 20.2% was diagnosed by clinical investigation(X-ray , CT , MRI etc.)

Among the cancer patients initially diagnosed In this hospital ’ the
pro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by the exent of disease was 3. 7% fOI‘
patient with carcinoma-in-situ, 58.7% for patients with localized involve-
ment ’ 18.4% for patients with regional involvement and 11.1% for patients
with distant involvement.

Among the cancer patients initially treatment in this hospital , the pro-
portion of malignant neoplasms by the method of treatment was 27. 5% for sur-
gery. 22.5% for radiotherapy and 30‘ 1% for chemotherapy.

The proportion of cancer patients traced to death was only to 3. 6%, 1, 944
cases. Among them, 72.5% survived for less than 1 years.

S빠
frequency, epidemiol0양， cance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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