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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p between nationwide recommendations of cancer screening and the related evidences 

obtained from Koreans should be filled. Estimating of mean sojourn time (MST) in a specific cancer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intervals of subsequent screening. Author arranged the methods for 

calculating MST into 5 categories based on using parameters. Under the legal barrier for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Korean academic situation, the methods using transition rates 

or prevalence/incidence ratio would be applicable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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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 (이하 암)로서, 2위와 3위인 심장질

환과 뇌혈관질환을 합친 사망률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질병부담의 주

범에 해당한다[1]. 세계 각국에서는 암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건강한 생활습관 갖기 등의 일차예방과 함께, 5대 암을 중심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2]. 

암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암 검진사업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일반인 (normal-

risk group)이 다음 검진을 언제 해야 하는가? 라는 검진 주기 (screening interval)를 결정하는 것은 

암 사망률을 줄이려는 암검진의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사안이다[3]. 왜냐하면 검진주기의 결정은 사

업의 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 측면뿐만 아니라, 수검의 순응도 (compliance) 측면에서 결

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암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5]. 따라서 환자 중심의 사례연구보다는 진행과정을 추적하는 코호트 관찰

연구나 무작위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주기 결정의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국

가암검진 5대 대상 암들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있어 검진지침에서 제시된 

주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7월 현재 한국인을 대상으로 위암의 2년 주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는 희소하며[6,7], 

유방암의 2년 주기 제시는 한국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가진 서구 백인여성에서 얻어낸 

무작위비교임상시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암사망률을 낮추려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한 질 높은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검진 주기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도 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종설의 목적은, 암검진의 주기결정의 근거 생성을 위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정립, 제시하는 것이다.  

 

 

2. 암 검진에 관련한 개념 정리: 간격암, 평균체류기간 

 

가. 평균체류기간 (Mean Sojourn Time, MST) 

 세포분열과정에서 ‘somatic mutation’에 의하여 발생되는 암은[9], 발생에서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전체 과정과 관련하여 그림 1처럼 두 가지 시점을 정의할 수 있다 [10, 11]. 첫째 시점은 암세포 발생 

후 분화과정에서 개발된 검사방법을 동원하여 검출이 가능한 시점 (Tumor potentially detectable by 

screening test, T0)이다. 따라서 T0 이전의 기간은 검출불가능 (no detectable disease) 구간이 된다. 둘

째 시점은 암세포의 분화로 인하여 임상 증상이 나타나서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시점 (Tumor 

detectable clinically, T1)이다. 이때 [T0 – T1] 구간은 임상증상이 없지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

할 수 있는 전(前)임상구간 (Detectable Pre-clinical Phase, DPCP)이며, 이 구간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

이 바로 특정 암의 체류기간 (Sojourn Time, ST)이 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일반인에 있어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암을 발견했다면, 이 대상자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DPCP에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 

것이며, 검진일 (T2)과 T1 간의 시간 간격만큼 미리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시간 (Lead Time)라 정

의한다. 따라서 선행시간의 최대값이 ST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암의 체류기간을 알아내려면 앞서 언급한 T0 와 T1 두 가지 기준 시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둘 다 현실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이론적 개념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측정이 불가

능한 ST에 있어서, 대상자 추적관찰을 통해 암발생 여부에 따라 각각 얻어낸 체류시간의 평균값 – 즉 

평균체류기간 (Mean Sojourn Time, MST) -을 산출하게 된다 [12]. 바로 이 MST값이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통계치인 것이다 [13-15]. 

 

나. 간격암 (Interval Cancer) 

 간격암은 검진 음성으로 판정된 일반인이 검진 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진 주기 내에 해당 암 발생으

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16]. 예를 들어서 위암 검진 주기가 2년인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받

은 검진용 위내시경에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그 시점 이후 2년이 안된 구간 중에 위암으로 진단

을 받은 대상자를 말한다. 만약 2년이 넘어서서 위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간격암이 아니다.  

 이렇듯 간격암은 검진주기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게 되지만, 검사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17]. 따라서 간격암 연구를 통해 암 검진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해당 검사

의 주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 18]. 

 

3. 검진 주기 분석 방법들 

 

암검진의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들은 적용하는 산출 근거에 따라 크게 5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해당 암 세포의 배가 시간 (doubling time)를 근거  

 현재의 검진방법으로 검출이 가능한 최소 크기를 산정한 뒤, 그 크기가 해당 암세포의 분화 속도



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양의 분화 속도에 따라 검진 주기를 결정한

다는 뜻이다. 그 예 중의 하나로 간암의 배가 시간은 평균 약 120일이며, 크기가 작은 간암의 경우 

1cm에서 3cm 까지 자라는데 빠르게 자랄 때 약 5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에 따라 [19], 종양의 부피와 

배가 시간, 조기검진으로서의 경제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국가암지침은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 간

격의 검진 주기를 권하고 있다 [20, 21]. 

 또한, 특정 암에서 병리학적 유형의 역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검진주기를 판단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는 H.pylori 감염과 점막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Lauren 분류의 장형(intestinal type) 위

암인 경우 그 진행 속도가 늦다고 알려져 있어서, 위축성 위염 (atopic gastritis)과 장상피화생 점막 병

변 (intestinal metaplasia)을 갖고 있는 대상에서 위암 검진을 2년 보다 더 자주 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22]. 

 

나. 검진주기별 암 병기 및 사망률 차이에 근거   

 암의 조기검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특정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다 

[23]. 이를 위해서는 검진주기별로 무작위 배정하여 검진을 시행한 다음, 검진 당시 병기 (stage)의 차

이를 보거나, 사망통계를 활용하여 추적 확인한 사망률의 차이를 비교하여 적절한 검진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문제는 암 검진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일반인들에게 이미 확산된 상황이라면, 무작위배

정을 통한 비교연구는 의료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 발생환자를 중심으로 암 진단 전 검진주기를 후향적으로 알아내어 사망률이나 병기의 차이

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Morii 등 [24]은 2년 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위암 환자는 모두 조

기위암이었으며 5년 생존율이 96.5%로 나타나서, 2년 이상 된 군의 71.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근거로 검사주기가 2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hiratori 등 [25]은 검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경우 중 1년 반 이내에 검진 병력 (screening history)이 있는 경우 진행성 

(advanced) 위암에 비해 조기 (early) 위암의 진단율이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에 검진주기를 1년 반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남수연 등 [26]은 2년 이내에 위암검진을 받은 후 

재검하는 경우에는 96% (25/26)에서 조기위암이었던 반면, 2년 이내에 위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71% (34/48)에서만 조기위암이었다(p=0.01)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주기를 주장하였다.  

 

 다. 간격암 (interval cancer) 발생 여부를 근거  

 간격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진 간격을 알아봄으로써, 검진주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

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로써, 남지형 등 [6]은 위암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1년 주기에 비해 4-5



년 주기로 할 경우 간격암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2-3년의 주기로 할 경우는 1년 주기와 차이가 

없었다고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검진 주기를 제안하였다. 대장암에 대한 예로써, Brenner 등 [27]은 

독일의 선별대장내시경검사 (screening colonoscopy)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 대장내시경검사가 

음성이었던 533명의 연구 참가자 중 평균 11.9년의 추적검사 기간 동안 대장암이 발생한 예는 하나도 

없었으며, 진행샘종 (advanced adenomas)의 유병률도 대장내시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이상 

유의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대장내시경검

사를 시행하였을 때 대장샘종이나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검사 시기를 최소 5년 이상으

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검사 민감도와 발생률의 통계 모형에 근거 

 앞서 언급한 것에서 암 사망률, 진단시 병기, 간격암 발생률의 비교를 통해 주기를 결정하는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검진주기를 사전에 인위적으로 정한 다음, 이를 연구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어

려움에 따라, 한국 성인의 위암에 대한 검진주기 연구에서 남수연 등[26]은 2년으로, 남지형 등 [6]은 

3년 이하라는 다소 혼란스런 결론을 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한 통계모

형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MST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다.   

 MST를 직접 추정하는 시도는 1969년 Zelen & Feinleib [10]이 DPCP 개념을 제시하면서 MST 

산출식을 제시한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후 Markov Chain Monte Carlos (MCMC)란 통계법을 활용한 

다양한 모형 구축시도에 대하여는 Shen & Zelen의 논문[28]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로 언급할 것은 

1998년 Lee & Zelen [29]이 제시한 threshold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유방암에 대하여 정성화 등 

[30]과 이순영 등 [31]이 MST 산출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MST를 산

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치 - 검진의 민감도와 검진을 받지 않는 대상에서의 암발생률 -를 알아야

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는다. 국내의 두 연구 모두는 한국인이 아닌 서구인의 발생률

과 민감도를 차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 유병률과 발생률의 관계식에 근거 

 암검진에서 조기진단용 검진법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 과제에 해당한다. 민감도

는 질병을 가진 대상을 검진에서 검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민감도 [32]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완전

한 추적조사를 통해 암발생 혹은 사망이라는 결과 정보를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말

하면 암검진법의 민감도를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민감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MST를 산출할 수 있는 간편 산출방식이 다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1) 전이율 (Transition rate)을 활용하는 방법 

 2011년 Brenner 등 [14]은 제시한 전제들을 만족할 경우 유병률과 발생률 관계식을 이용하여 전

이율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가정한 전제들은 검진 참여군과 검진 불참여 군 간에 특정 암 유병률이 같

으며, 검진참여군에서의 발생률과 전이율이 관찰기간 내에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감도를 몰라

도 검진참여율, 유병률, 발생률의 3가지만으로 전이율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되는 전이율은 DPCP 에서 

임상적 진단 (clinical diagnosed) 상태로 전이하는 속도를 의미하므로, 전이율의 역수가 바로 MST가 

되는 것이다.   

 암검진은 질병발생 이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Brenner 등 [14]이 유도한 수식

의 전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대부분 수용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수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제는 전이율 유도식에서 요구하는 암발

생률은 검진 대상자에서 암진단 여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만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실

정상 전국민 암발생자를 등록하는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등록자료를 이용하면 발생률을 구할 수 있겠으

나, 개인정보보호란 법적 장벽 때문에 일반 연구자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암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위내시경은 육안으로 암이 의심이 될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서 생검 (biopsy)을 하는 검진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육안소견이 아닌 생검의 병리학적 소견

을 근거로 암발생률을 구할 수 있겠다. 반면에 유방 조기발견을 위한 유방촬영술은 촬영 후 영상의학자

의 판독소견이 있은 다음 다른 시공간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검진 자료만으로는 발생

률을 산출할 수 없겠다. 따라서 위내시경의 실행 특성을 감안해서 배종면 등 [7]은 위내시경을 통한 위

암 조기검진을 반복 시행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한 다음, 첫 검진결과를 이용하여 유병률을 

산출하고, 반복 검진의 참여율을 얻어내며, 생검 결과를 발생률 산출에 활용하여 한국 남성의 위암 

MST 산출을 시도하였다.  

 

  (2) 기존의 다른 연구의 결과를 차용하는 방법 

 2013년 Draisma & von Rosmalen [33]은 PCDP 구간내 유병률을 발생률 (I)로 나누어 준 값이 바

로 MST라는 간편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PCDP 구간내 유병률은 첫 검진시 양성검출률 (R)을 민감도 

(S)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시 말해서 I, R, S를 알면 MST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간편식에 따

라, 저자들은 발생률을 기존의 연구에서 차용하여 전립선암의 MST를 구하였다.  

 만약 검진수검자를 추적조사하는 DB를 구축해서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첫 검진시 양성 검출률을 

직접 산출할 수 있기에 국가 암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발생률 I를 구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논문에서 제

시하는 민감도를 활용해서 MST를 산출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진용 위내시경에 있어 남지형 등 

[6]의 연구에 따르면, 2004-2009년간 국립암센터 위암센터에서 위암 양성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48.9%가 과거에 위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활용하면 검진과정을 통해 양성검출자 

명수의 2.05배 (=1/0.489) 만큼이 새로이 발생되는 암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실제 암

환자 중 48.9%가 확인된 것이 검진으로 알게 된 양성검출자란 의미이므로, 48.9%의 역수인 2.05 (w)

을 곱한 것이 예상되는 발생자 명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여 배종면 등 [34]은 위암의 

MST 산출을 시도하였다.  

 

4. 결어 및 제언 

 

 현재 국가암검진 지침에 있어 관련 근거가 부족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인을 대

상으로 암조기검진의 시행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MST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껏 MST의 산

출방법을 5가지로 대분하여 산출에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MST를 보다 정확하게 직

접 산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앙암등록본부의 등록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자에서의 발생률을 산출할 수 있

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민감도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란 법적 장벽에 우선 막혀서 MST 산출 같은 공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 간편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의 MST 산출을 시도한 경험에 따라, 연구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의 MST 산출 등을 시도해 볼 것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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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 for the progression of a chronic disease, with the intervention of an early detection 

screening test. [Referred from Reference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