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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현재 1,550만명의암생존자가미국에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는전체인구의 4.8%에해당하는숫자이다.

암생존자는 2026년까지 31%가증가하여그수가 2,030만명에이를
것으로예상된다.  이는향후 10년간 400만명이상의생존자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2040년까지는암생존자가 2,610만명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 2016년에비해거의 1,100만명이증가한숫자이다.

현재암생존자중에서가장많은것은여성유방암(23%, 360만)이며
다음으로전립선암(21%, 330만), 직장암 (9%, 150만), 부인과암 (8%, 
130마) 흑색종(8%, 120만) 등이다.

생존자현황



향후 10년간, 암진단을받은후 5년이상생존한사람은약 35% 증가하여
1400만명에이르게될것이다.

2016년현재, 전체암생존자의 67%는암진단을받은후생존기간이 5년이상이며
전체의 44%는생존기간이 10년이상, 또 17%는 20년이상생존하고있다.

암생존자의 62%는 65세이상이다.
2040년이되면미국에있는 73%의암생존자가 65세또는그이상일것으로
예상된다.1

암의현실과수치



미국암생존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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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IOM(의학연구소)은일반
생존자치료와양질의생존자
치료에는격차가있음을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각개인은암진단을받은때부터
개개인의생활의균형을통해
벌써부터암진단자로간주된다.”





암생존자개념에대한가장역사적인개관은, 암진단을받은사람들에대한치료에
있어두가지경로즉암을치유할수있는사람들을위한경로와이와는별도로
치유할수없는사람들을위한경로가있다는지배적인입장에반기를든핏주뮬란
박사 (~1985) 가처음으로이용어를사용함에기인한것이다.

단기적생존 – 암진단을받은후모든역량을생존치료에집중되는기간

연장생존 – 생존치료가완료된후역량이치료의예후를관리하는데집중되는
기간

영구생존 – 재발의가능성이낮아보이더라도암생존자가치료의장기적인효과를
계속해서관리하는기간

기간별생존



암치료를성공적으로받은사람은단순히정상의영역으로돌아오는것이
아니다. 오히려정상과암사이의애매모호한상태에서살게되는것이다.



16세기후반 – 타인의죽음과연관된생존자를나타내는언급이나타남

1594년 – 셰익스피어는자신의시 “The Rape of Lucrece”에서당시생존자또는
누군가가죽은자의권리나유산을얻게되는법룰적용도를반영하여 “그대의
생존한남편”이라는표현을하였다

1800년대후반 – 사회다윈주의의부상에따른결과로허버트스펜서는
자연선택설과적자생존설을표현하였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1968년 – 윌리암 니덜랜드는 헨리 크리스탈의 대량 정신적 외상 ‘생존자’ 증후군과
강간 피해자, 암환자, 참전군인, 홀로코스트와 자연재해로부터의 ‘생존자’라는
표현을사용하였다.

1970년 – ‘생존자’는 아무 탈 없이 생존의 아픔을 가질 수 있거나 언제라도 회복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브루노
베델하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에서 무작위로 결정되었을 경우 왠지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듯한 행동을
묘사한것을심하게비난했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1982년 – 비영리기관“the Susan G. Komen for the Cure”; ‘치유를 위한 코멘
레이스’는 유방암과 싸우기 위한 전세계 비영리 기금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다.
1986년 – 뮬란은 다른 20개 조직의 대표자들과 함께, 암으로 인한 피해자에서
암 생존자로 초점을 전환하기 위한 단체인 ＇전국 암 생존 연합(the National
Co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 (NCCS))’을설립하였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1986년 – 제 1회전국암생존자의날

1995년 – 베티 페랠은 암 생존자들의 치료에 따르는 고통, 재발의 두려움과 임신
문제등과관련하여삶의질을높이기위한연구와실험을하였다.

1997년 – 랜스 암스트롱 재단 설립; LIVESTRONG.org 는 결속의 힘과 지식의 힘,
그리고마음가짐이모든것을좌우한다는믿음에기초를두고있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1996년 –NCI 는 암 생존자 오피스를 설립하고 생존자의 관점을, 생존경험의 영향을
받는 가족, 친구와간병인까지확대하였다. 연합이발간한“수준높은암치료를위해
꼭 필요한 것들: 접근,, 지지, 실행, 그리고 책임”은 환자/생존자 입장에서 암 치료를
검토한최초의보고서이다.

암 생존자 오피스는 암 생존자와 암 생존 단계의 개념 차이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지, 교육, 임상시험, 연구 때문에 생존 단계 중 나중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1998년 – 의대학생을위한 ASCO 의생존에대한핵심교과과정은생존의
역학관계, 위험에대한평가, 지연효과의치료와사회심리적인요인들, 그리고
예방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1년 – 유펜 아브람슨 암센터에 최초의 소아과 외래환자 생존클리닉이
만들어졌다.

2004년 – 대통령 직속 암 패널은 “암 이후의 삶: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장기적으로나 나중에 있을 암의 효과 또는 치료가 끝난 후 수년
이후에생길수있는치료를인정한보고서를만들었다.

2005년 – ASCO 와 NCCS 는 고급암관리연합(the Cancer Quality Alliance)를
만들었다.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2008년 – ONS 는 특뱔히 생존, 삶의 질, 그리고 재활과 관련한 그룹에 285명의
회원이있다.

2009년 – 카이저 재단과 미국 암협회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생존을 위한 지출 : 암 환자들 건강보험체계의 헛점으로 인한
곤란한상황에직면”

2009년 – 전국암정책포럼 – 종양학종사자를통한양질의암치료보장: 21세기의
지속적인치료

2011년 – 종양학 간호사와 환자의 길라잡이(Academy of Oncology Nurse and
Patient Navigators) 설립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2013년 3월 14일, 생존을위한 NCCN 가이드라인수립

2014년 – 아동 종양학 집단 –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암 생존자에
대한장기적인후속조치가이드라인수립

2016년 1월 – 1,550만명의암생존자가있을것으로추정

역사속의 “생존자” 개념



미국의간병인

 무보수

 일반적으로 45세이상의여성

 보통은가족구성원

 간병인의스트레스는수많은책임, 육체노동, 긴장되는시간그리고기복이심한
환경등에서나오는부산물이다. 그리고많은간병인들은지속적으로그들보다
먼저타인들을돌봐야하기때문에, 이것에대해고심하지않는다면 그
스트레스는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다.

 따라서자신을챙기는것은사치가아니라필수이다.



 불안감, 우울증, 과민반응
 피곤하고지쳐있는느낌
 불면증
 신경과민
 건강에새로운문제또는악화
 집중력저하
 분노의증가
 음주, 흡연또는과식
 책임소홀
 여가활동의감소

 도움을받을수있음에도휴식을
가지지못함

 돌보는대상에게점점더초조해지고
짜증이심해짐

 무기력감과절망감
 항상감기를달고산다
 항상지쳐있고, 자거나휴식을가진

후에도계속지쳐있다.

간병인스트레스의징후와증상



자신감을얻는방법찾기

무기력감은신체적,정신적탈진과우울증의가장큰요인이다. 

그리고이는간병인으로서쉽게빠지기쉬운덫이다, 특히예상치않았거나더
나아지는것에대해전혀도움이되지않는역할에걸려버린느낌일때. 그러나어떠한
상황에도당신은무기력하지않다.

특별히이것은마음먹기나름이다. 당신이항상여분의시간, 돈또는당신이원하는
육체적도움을얻을수는없지만당신은항상행복과희망을가질수있다.



1. 자신을챙기기 – 숙면, 잘먹기, 운동, 인간관계
2. 자신이통제할수있는것에중점
3. 조그마한승리라도축하
4. 도움을구하라
5. 누군가도움을주려고하면거절하지말라
6. 후원단체가입
7. 집밖으로나가라
8. 당신에게즐거움을줄수있는것에우선순위를두고그것들을하라
9. 당신이돌보는사람이할수만있다면아주많은감사의표현을할것이라는

것을기억하라
10. 당신의노력에박수를보내라



• 의료취약인구에서의생존자부족
• 임상시험과연구에참여하는생존자와환자의부족
• 정부기금의부족과현행건강관리체계를획기적으로고치기위해해야할

것들
• 성소수자커뮤니티 – 알려진차별과낙인
• 기본적인예방치료조치의개선
• 모든단계의환자지원
• 통증관리, 말기와 EOL(End-Of-Life) 케어에대한접근
• “최고의사례”가없음

암전문가들이당면한과제



따라서종양학과의료진이반드시해야할일은?

• 문화적으로능숙한치료를습득하고실행 – 의료진과그들의환자, 환자가족간의
신념이나가치의차이를타협하기위해필요한지식, 기술, 태도

• 종교적인것을포함한문화적신념과관습을이해하고실질적으로다룸
• 다른사회에서환자와환자가족들의과거의료경험과의료관리패턴에 대해

알고있어야함
• 신뢰구축을위해질병과건강에대한다른문화적견해를존중하고포용한다





종합암센터

.  

https://www.wsj.com/articles/cancers-super-survivors-how-immunotherapy-
is-transforming-oncology-1417714379

Cancer Super Survivors
How the Promise of Immunotherapy is Transforming Oncology 



Here’s one of our super survivors!

•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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