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g cancer fact sheet
안내서
폐암
폐암이란 무엇입니까?
폐암은 비정상적 세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쪽이나 양쪽 폐에서 성장할 때 발생합니다.
폐는 신체 호흡계의 일부입니다. 폐는 기관지라고 불리는 일련의 공기통로 및 폐포라고 불리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달린 세기관지로 구성됩니다.

폐종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폐암에는 몇가지 종류들이 있으며, 종양이 시작된 폐세포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

•

소세포폐암 (폐암의 약 25%)은 일반적으로 기관지 중앙 표면을 덮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합니다.
비소세포폐암 (폐암의 60% 이상)은 소세포폐암보다 천천히 성장하고 전이되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유형의 폐암은 기관지와 작은 공기통로들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을
주로 감염시킵니다.
기타 유형들이 폐암의 약 25%를 차지합니다.5

폐암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폐암은 항상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다른 질환을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2,3
폐암의 일반적인 증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기침할 때 폐에서 나오는 가래에 묻어나오는 피 - 객혈이라고 함 2–4
기침이 새로 발생, 혹은 변화
흉부 및/혹은 어깨 통증이나 불편함 2–4
호흡 곤란
쉰 목소리
원인 미상의 체중 감소/식욕 부진 2–4
사라지지 않는 흉부 감염 2

상기 증상들의 원인은 폐암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의 위험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위험요인이란 폐암과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 증대와 관련된 요인을 말합니다.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그중 어떤 요인들은 조절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한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폐암에 걸리지 않고, 반대로
알려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가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위험요인이 그 질병이 진전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질병이 발생될 위험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예:1-5
•
•
•
•

흡연
간접 흡연, 라돈 노출, 석면 및 디젤 분진에 대한 직업적 노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폐암에 대한 가족 병력
이전에 앓았던 폐섬유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결핵 등과 같은 폐질환

폐암은 어떻게 진단되나요?
폐암 증상들을 조사하고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검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신체 검사 2,3
흉부 엑스레이 2–4
객담 표본 검사 2–4
흉부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스캔 혹은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 폐와 주변 장기 촬영 4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 내부 검사 4
현미경 검사를 위한 폐 조직 표본 채취 (생체검사)4

치료 옵션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팀 (다학제적 협력 진료팀)이 암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케어를
제공합니다.
폐암을 위한 치료는 폐암의 단계와 유형, 증상의 심각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치료에는 폐의 환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혹은 표적 요법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2–4
다양한 유형의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새로운 폐암 치료법을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제공처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는 종종 압도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심란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 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의료 전문가 혹은 전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tate and Territory Cancer Councils 에서 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호주 어디에서나 전화 13 11 20 번을 통해 시내전화 요금으로 Cancer Council Helpline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공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Cancer Australia 웹사이트
http://www.canceraustralia.gov.au 혹은 Australian Lung Foundation
www.lungfoundation.com.au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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