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암 치료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릅니다. 피부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치료는 피부암의 유형, 
그 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 가지 유형의 치료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보다 많은 
유형의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담담 진료팀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술

수술은 피부암을 치료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수술은 암이 있는지, 그 
암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그 암이 
퍼졌는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암을 절제하기 위해 
그리고 암이 절제된 부위를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수술의 종류는 피부암의 
유형, 그 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암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통증, 감염, 및 수술 
부위에 흉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사선 요법

방사선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는 암 
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 (x-선과 같은) 
고 에너지 광선을 사용합니다. 방사선은 
단지 피부에만 있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진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의 피부 변화와 탈모입니다. 피부는 
붉게 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얇게 
벗겨지거나, 어둡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피로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면역 요법

면역 요법은 면역 시스템이 암을 찾아내어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요법제는 팔에 있는 정맥에 놓는 주사로, 
또는 경구로 복용하는 알약이나 캡슐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면역 요법의 부작용은 피부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의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피로감을 들거나, 복통이 있거나, 또는 
열, 오한 또는 발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보통 경미하지만 심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 요법

표적 요법은 정상 세포에 해를 덜 
일으키면서 암 세포를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표적 요법제 약은 암 세포가 
성장하거나, 분열하거나, 또는 스스로 
복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표적 요법제 
약은 알약이나 캡슐로 경구로 투여되거나 
팔에 있는 정맥에 놓는 주사로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표적 요법은 사용된 약에 따라 상이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일부 요법은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발진, 건조, 및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일광화상을 입을 공산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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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또는 국부 치료 

일부 암을 치료하는 데 냉동 요법, 광선 
요법, 또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부 화학 요법제 
또는 다른 약을 피부에 바로 문질러 
바름으로써 사용합니다. 국소 치료는 기저 
및 편평 세포 피부암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각 치료는 상이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에 대해 담담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화학 요법

화학 요법은 암과 싸우는 데 약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학 
요법제는 팔에 있는 정맥에 놓은 
주사로 투여됩니다. 또는, 화학 요법제를 
알약이나 캡슐로 경구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화학 요법제를 
피부에 문질러 바를 수도 있습니다. 
화학 요법제가 알약으로 또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경우, 그 화학 요법제는 신체의 
대다수 부위로 이동하여 퍼진 암을 
치료합니다. 화학 요법제를 피부에 바르는 
경우, 그 화학 요법제는 그 약을 문질러 
바르는 부위에 잔류하여 그 부위에 있는 
암을 치료합니다. 

화학 요법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심한 
피로감이 드는 것이거나 복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학 요법은 그로 인해 감염이 
더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약 또는 
새로운 치료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은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할지의 여부는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등록하면, 귀하는 
언제든지 임상시험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치료는 피부암이 있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진료팀에게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를 
물어보십시오. 치료하는 동안에 그리고 치료 
후에 귀하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귀하는 귀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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