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 폐암이
있는 경우
If You Have Small Cell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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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에게 암이 발견된
가리켜달라고 하십시오.

곳을

이

그림에서

폐에 대하여
폐는 가슴 내부에 위치한 두 개의 스폰지와 같은
장기입니다. 오른쪽 폐에는 엽이라고 하는 3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 폐에는 두 개의 엽이
있습니다. 왼쪽 폐는 심장이 같은 쪽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폐는 공기를 몸
안으로 불러들이고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폐는 산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기관 또는 기도는 공기를 폐 속으로 내려
보냅니다.
기관은
기관지(bronchi)라고
하는
두 개의 관으로 갈라집니다. (각각은 영어로
bronchus)

폐암은 무엇인가?
암은 단지 한 가지 질병이 아닙니다. 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은 몸에서 일단의
세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라면서 시작합니다.
암세포들은 계속 자라서 정상세포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암은 몸 속 어디에서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방, 폐,
결장, 또는 심지어는 혈액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에서 시작하는 암을 폐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에 있는 암세포는 뼈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은 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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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항상 시작된 장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따라서 폐암이 뇌로 (또는 다른 부위로) 퍼졌어도 그
암은 폐암이라고 부릅니다. 뇌에서 시작한 암이 아닌
이상 뇌암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폐암에도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폐암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소세포 폐암

•

비-소세포 폐암

이들은 치료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세포
폐암만을 다룹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관해 알고자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cancer.org를
방문하십시오.

폐암의 징후
환자가 인지하는 변화를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초기 폐암 환자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적은 수의 폐암만 조기에, 즉 암이 작고 퍼지지
않았을 때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다른 이유로 시행 중이었던 검사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의 일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증상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래 문제들 중 어느 것이든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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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않는 기침

•

흔히 심호흡이나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가슴 통증

•

쉰목소리

•

체중 감소와 식욕 감퇴

•

피가 섞이거나 검붉은 색의 가래

•

숨참

•

자꾸 재발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폐의
염증

•

새로 생긴 천명 (씨근거리는 숨소리)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

나에게 폐암이 의심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 증상이 다른 원인 때문일 수는
없습니까?

•

나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암의
종류를 적어주시겠습니까?

•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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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이 퍼진 경우, 다음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뼈 통증

•

허약감 또는 팔다리 저림

•

두통, 어지러움, 또는 발작

•

누런 색 피부와 눈 (황달)

•

목이나 빗장뼈 윗부분의 피부나 림프절에 퍼진
암이 일으키는 신체 표면 가까이의 덩어리

의사는 나에게 폐암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관해 질문을 하고 검진을 할
것입니다. 징후들이 폐암을 시사하는 경우, 추가 검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흉부 X-선 검사: 이것은 환자의 폐에서 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의사가 시행하는 첫 번째
검사입니다. X-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폐암이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CT 스캔: 이것은 “캣스캔(CAT scan)”이라고도 부릅니다.
CT 스캔은 몸의 내부를 촬영하는 특수한 X-선 검사의
일종입니다. CT 스캔은 생검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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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스캔: 이 스캔을 할 때에는 정맥에 일종의 당분을
주사합니다. 그 다음 특수 카메라로 몸의 내부를
촬영합니다. 암이 있는 경우, 그 부위에서 당분이 “
문제의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검사는 의사가 암이
퍼졌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어디로 퍼졌는지를 알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생검: 생검을 하려면 의사가 폐종양의 작은 조각을
떼어냅니다. 이 조각은 검사실로 보내 그 속에 암세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

나는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가?

•

그 검사들은 누가 실시하는가?

•

그 검사들은 어디에서 받는가?

•

그 검사들에 관한 설명은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는가?

•

나는 검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가?

•

누가 검사 결과를 나에게 설명해주는가?

•

검사 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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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내시경검사: 가늘고 조명이 달린 유연한
관을 입을 통해 기관지로 들여보냅니다. 의사는 관을
통해서 종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관은 암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양의 조각이나 액체를
채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 혈액검사는 폐암을 확인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관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시행됩니다.

나의 암은 얼마나 심각한가?
폐암이 있는 경우, 의사는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병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암의 병기를 아는 것은 그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2-병기 체계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이 체계는 소세포 폐암을 제한기와
확장기로 구분합니다.
제한기는 암이 한 쪽 폐에만 존재하며 같은 쪽 가슴의
림프절에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이 다른 쪽 폐, 다른 쪽 가슴의 림프절, 또는 먼
곳의 다른 기관에도 퍼진 경우에는 확장기 암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의사들은 암이 폐 주위의 체액으로
퍼졌을 때에도 확장기라고 부릅니다.
제한기 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위해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화학치료법)을 받을 것입니다. 확장기 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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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암의 병기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

암의 병기를 알고 있습니까?

•

물어보지 않으면, 암의 병기를 어떻게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

나의 경우 그 병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암의 병기에 근거하여, 나는 얼마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한가?
소세포 폐암의 수술 치료
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수술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경우 암이 매우 작고 퍼지지 않은
경우, 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폐에 액체가 고여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체액은 가슴 속에 작은 관을 설치하여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액체를 배출시킨 다음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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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약을 투입합니다. 이 약은 공간을 밀폐시켜
액체가 다시 고이지 않게 합니다.
소세포 폐암은 대개가 방사선요법 또는 화학요법으로,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수술의 부작용
어떤 수술이든지 다소의 위험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발생되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에 대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데 고에너지 방사선(예:
X-선)을 사용합니다. 제한기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종양과 가슴 속의 림프절을 치료하는 데 화학요법과
함께 방사선요법을 가장 흔히 사용합니다. 또는
방사선요법은 암이 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뇌에
사용될 수 도 있습니다. 방사선요법은 통증, 출혈, 삼킴
곤란 또는 기타 문제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매일 적은 양을 여러
주에 걸쳐 조사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만약 의사가 치료법으로 방사선요법을 제안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방사선요법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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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이 조사된 피부 부위의 탈색

•

심한 피로감 (피로)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치료가 끝나면 호전됩니다.
일부 부작용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화학요법
화학요법은 화학치료법이라고도 하며 암을 퇴치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요법은 소세포
폐암의 가장 흔한 주 치료법입니다. 약은 정맥에
주사하거나 알약으로 복용합니다. 약물은 혈액 속에
투여되어 전신으로 퍼집니다.
화학요법은 주기적으로 또는 회수 별로 투여됩니다. 각
치료 주기에는 흔히 휴식기가 포함됩니다. 이 휴식기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대개의 경우 두 가지
화학요법제가 투여됩니다. 치료 기간은 흔히 수 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화학요법의 부작용
사람들은 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자주 걱정합니다.
화학요법은 극심한 피로감, 위의 메스꺼움 및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치료가
끝나면 해소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빠졌더라도
다시 자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화학요법 부작용들은 치료 수단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든지 있으면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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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임상시험이란 새로운 약이나 치료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시험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표준
치료 방법들과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비교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1-800-303-5691번으로
저희 임상시험 소개 서비스에 문의하여 또는 웹사이트
www.cancer.org/clinicaltrials에서 인근의 임상시험
수행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은 최신 암 치료법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임상시험은 의사에게도 더 나은 암
치료 방법을 찾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더라도,
임상시험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참여(등록) 결정은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어떻습니까?

다른

치료법들은

암에 걸리면 환자는 자신의 암과 증상들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말들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표준 의학적 치료법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비타민, 약초, 특수 식이요법 및 기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러한 치료법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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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

의사선생님께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치료법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그
치료법이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까?

•

치료에 수술이 포함됩니까? 포함된다면 어떤
수술입니까?

•

나에게 다른 치료법들도 필요합니까?

•

그 치료법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

그 치료법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혹시 나에게 적합할 수도 있는 임상시험이
있습니까?

•

친구들이
말해주는
특수
비타민이나
식이요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들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치료받을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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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수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일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타민이거나 식이요법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든지 이용해보고 싶을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남들에게서 들은
어떠한 치료법에 관해서든지 자세히 알고자 하면
저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치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끝나면 후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의 재발을
걱정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암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재발을 걱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년 동안, 환자는 암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추적관리
진료약속을 지키십시오. 암이 재발하였는지를 알기
위한 검진, 혈액검사 그리고 어쩌면 기타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치료 후 처음 1년 동안은 매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CT 스캔과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방문 주기는 매 6개월에 한 번으로 되었다가 5
년 후에는 적어도 매년 1회가 될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암 치료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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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여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즉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저희는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ancer.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무료전화 1-800-227-2345
번으로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의 무료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Lung Cancer Small Cell – Overview (소세포 폐암 –
개요) (영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Talking With Your Doctor (의사와의 상담)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After Diagnosis: A Guide for Patients and Families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Chemotherapy: What it is, How it Helps (화학요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Radiation Therapy: What it is, How it Helps
(방사선요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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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for the Person With Cancer: A Guide for
Patients and Families (암 환자를 위한 영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입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
생검: 암세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의 조각을 떼어내는 것
기관지 내시경검사: 입을 통해 폐의 기관지로
들여보내는 가늘고 조명이 달린 유연한 관의
사용. 의사는 관을 통해 관찰하면서 종양을 찾을
수도 있으며 암세포 존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여 종양의 조각이나 액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Brinchi / 각각은 Bronchus): 기도라고도
하는 기관에서 뻗어나가 폐 속에 위치한 2 개의
주 공기 통로. 기관지는 공기가 폐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관입니다.
전이: 암세포가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진 것
기관 (Trachea):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공기가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는, 기도라고도 하는 주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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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본 소책자는 소세포 폐암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암은 무엇인가?
• 이 암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 이 암은 어떻게 치료되는가?
• 치료 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 안내서에는 또는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과 암에 대하여 그리고 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정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암 정보, 답변 및 지원을 받으시려면,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American Cancer Society
(미국암협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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