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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풍경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여 // 진청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 단꿈에 마음은
침식되어 // 깨지 않을 긴 잠에 든다.” (가수 김윤아의 <불안은 영혼을 잠
식한다> 중에서)

신앙(종교)과 의료(의학)의 근저에는 대중의 두려움이 있다. 다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는 믿음(복종)을, 후자는 근거(과학)를 지향한다. 죽음은
운명이며 원초적 두려움이다. 종교와 의학은 끊임없이 죽음을 이야기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인 사망원인 1순위는 ‘암’이다. 인구의 고령
화로 10명 중 3-4명은 일생 동안 암에 걸린다. 암환자 백만 명 시대에 대형
병원은 암센터를 짓는 붐이 일었다. 말기 암은 곧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암 검진도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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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숨겨진 암을 꼭 찾아야 할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암 검진은 무슨 의미가
있나? 암 검진은 제 역할을 하는 걸까?
검진에서 암이 있다고 의심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암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좀 어려운 말로 ‘양성예측도’라 부른다. 국가암검진의
측도는 채 5%를 넘지 못했다(위암 3.3%, 간암 5.7%, 대장암 1.7%,
0.6%, 자궁경부암 1.3%). 암이 의심된다고 들어서 몸 고생, 맘 고생
데, 100명 중 95명 정도는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한 것이다.

얼마나
양성예
유방암
많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갑상선암은 빨리 찾아내서 수술을 해야 할까?
부검을 시행한 기존 연구로 짐작하건대, 성인의 1/3 정도는 갑상선암이 있
을 수 있다. 대부분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무덤까지 비밀에 부쳐질 것이
다. 그렇게 많은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격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
구하고 사망률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과잉 진단>이라는 책
의 저자이자 미국 다트머트의대 교수인 길버트 웰치는 과잉진단 자체가 일
종의 ‘유행병(an epidemic of diagnosis)’이라고 일갈한다. 암을 진단하고
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연한 제사 지내고 어물값
에 졸리는 격이다.

검진에서 실제 암 환자를 얼마나 찾아내는지를 ‘민감도’라 하는데, 국가
암검진의 민감도는 대략 50%였다(위암 45.3%, 간암 41.3%, 대장암 59.3%,
유방암 34.8%, 자궁경부암 77.1%). 암 환자의 반은 암 검진에서 암이 없다
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4년 11월호에 한국의 갑상선암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미증유의 갑상
선암 ‘유행(epidemic)’이 한국에서 일어났으며, 무분별한 갑상선초음파
검사(과잉진단)가 ‘유행병’의 원인이라는 진단이었다. 한국에서는 3-5
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유방초음파검사
를 받다가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다. 검사법도 간편해서 1분이면 검사를 마
칠 수 있다.
1999년 국가암검진사업이 도입된 이래로 여성의 갑상선암 진단은 10배 늘
었고(인구 10만 명당 1999년 11.9명, 2011년 113.8명),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되었다. 4만 명 이상이 갑상선암을 진단 받았고, 대부분 갑상선절제술
을 받았다. 2/3는 갑상선을 전부 잘라냈고, 1/3은 일부를 잘라냈다. 갑상선
을 제거하면 평생 갑상선약을 복용해야 한다. 수술 후 2%는 목소리 변화(
후두신경 손상)가 생기고, 11%는 부갑상선 손상으로 손발저림, 근육경련을
경험한다. 수술을 받다가 천 명 중 두 명이 죽을 수 있다. 다른 암들과 달리
고령인구가 아닌 생산가능 인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점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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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의 약성과 독성은 용량이 결정한다. 암의 조기발견은 여러모로 유
익하지만, 모든 암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암 검진을 받아야 할 이유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도 현재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다만 어린
아이에게 약을 처방할 때처럼,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때처럼,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길버트 웰치의 지적처럼 검진은 ‘유
행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사는(국가는) 검진을 권하기 전에 득과 실
을 잘 설명해야 한다. 검진은 무해하지 않다. ‘primum non nocere (first
do no harm)’

노동과건강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