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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

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변의 유무를 반

장암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 대장에서 주로 발

각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질환이

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변을 직접 채

생하고 병기도 낮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특징이

다. 이에 정부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만

취해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검사의

있다.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분변잠혈검사(대변

효용성이 더 큰 만큼 불편도 감수하라는 게 전문

중간 대장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내시경검사 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

가들의 권고다.

병변을 못 보고 놓친 경우, 용종이 완전히 제거

중이다.

문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은 사

되지 않고 불완전 절제된 경우, 맹장까지의 내시

만약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

람 중에서도 2천명당 1명꼴로 '중간 대장암'이

경 진입 실패 또는 장 정결 불량에 따른 검사 오

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한다.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간 대장암은 정상적인 대

류가 발생한 경우, 암이 새로 생겨 빨리 자란 경

대장암 국가검진은 그동안 분변잠혈검사에 5

장내시경 검사 기간(6개월∼5년)에 발생하는 암

우 등이 꼽힌다.

천원, 추가 대장내시경 검사에 10만원 등 총비

을 일컫는다.

경희대 암병원 이창균 교수는 양질의 대장내시

용에서 일부(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런 중간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1.8

경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전 식사를 조절하고,

2018년부터는 모두 무료로 바뀌었다.

배 높은 편이다. 또 65세 미만보다 66∼74세

대장정결제를 잘 복용해 깨끗한 상태에서 검사

하지만 이런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8배, 75세 이상 3.1배 등으로 고령일수록 발

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대장

대장암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 10명

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내시경 질 관리가 이뤄져야 중간 대장암 발생률

중 4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다만, 중간 대장암은 국가 암 검진 중 발견된 대

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암병원 연구팀이 2005∼2010년 사이

“국가검진
꼭 받으세요”
글 김길원 의학담당 전문기자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천570만4천684명을 대
상으로 대장암 검진 실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
를 보면, 조사 기간에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40.4%(633만7천86명)
에 불과했다.
특히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53만4천
661명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는
28.8%(15만3천678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10명
중 7명은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지지 않아 대장
암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면 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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