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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는 위암을 전리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서도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암을 규정하고 있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암을 모두 이르는 것이다.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점막의 선세포에

서 발생한 것이다. 위암에는 위선암 외에도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위의 신경 및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육종,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암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4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224,177건의 암이 발생했는

데, 그중 위암은 남녀를 합쳐서 30,847건, 전체 암 발생의 13.8%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조

발생률은 61.3건이었다. 남녀 성비는 2.1:1로 남자에게 더 많이 생겼다. 발생 건수로 보면 남자가 20,839

건으로 남성 암 중 1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10,008건으로 여성의 암 중 4위였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

별로 보면 6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3%, 50대가 23.4%의 순이었다.1)

  위암은 식생활, 위암 관련 질병, 그리고 가족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가족력에 관련해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에 염

증을 일으켜 위축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의 다단계 전암병변으로 진행하면서 유전자의 변이를 가

져온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2.8~6.0배 증가시킨다. 관련 질병으로는 만성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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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성 위염으로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6배 증가한다.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빈도는 연간 

0~1.8%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위의 정상적인 샘구조가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장상피화생은 위세포

가 소장세포로 대치되는 것이며, 이 질환이 있으면 위암의 발생 위험도는 10~20배, 위암으로의 진행률

은 0~10%로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 이형성증은 세포의 모양과 크기 변화, 핵의 크기 증가, 정상적인 샘

구조가 변형된 것이다.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등급 이형성증의 위암 발생률은 

33~85%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선종성 용종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악성화 가능성이 있

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위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짠 음

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로 증가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병 위험도가 3배 높다.2)

연구문헌 검토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암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다.

  방사선 피폭과 위암에 관한 역학 조사는 ①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② 원자력 시설 등

의 방사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③ 방사선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④ 

고선량 배경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로 대별된다.

위험 요인

1)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수명 조사, Life Span Study: LSS)의 최신 보고서3)는 대상자 86,611명에 대해 

1950년부터 2003년까지 추적한 결과 위암의 1Gy 당 초과비교위험도(ERR/Gy)는 0.28/Gy (95%CI: 0.14-

0.42), 초과절대위험도(EAR)는 4.1/104인 년/Gy (95%CI: 2.1-6.7)이었다. 그러나 위암에 대해 피폭 선량으

로 구분한 위험도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모든 고형암에 대해 전 선량역에서 볼 경우 초과비교위험도

(ERR)에 관해서 직선적인 선량 반응 관계가 있었다. 모든 고형암에 대해 ERR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이 관찰되는 최저 선량 범위는 0-0.2Gy이었다. 역치의 최고 추정치는 0Gy(문턱 값 없음)에서 95% 위쪽 

신뢰 한계는 0.15Gy이었다.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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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의 대상 집단 중 105,427명을 1958년부터 1998년까지 추적한 연구4)에서 30세

에서 피폭한 사람의 70세에서의 위암 발생의 초과비교위험도(ERR)는 0.34/Gy(90%CI: 0.22-0.47)에서 초

과절대위험도(EAR)는 9.5/10,000인년/Gy(90%CI: 6.1-14)이었다<표1>.

  기저조사에서 현저한 코호트 효과가 보여 초과비교위험도(ERR)에서 볼 경우, 피폭 시 연령의 영향

은 거의 없었다. 또 초과비교위험도(ERR)에 관해서 0-2Gy(DS02)의 범위에서 직선적인 선량 반응 관

계 (p<0.001)가 인정되었다. 역치모델을 가정할 경우 90% 위쪽 신뢰 한계는 0.085Gy이었다. 그러나 

피폭 선량으로 구분한 위험도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원폭생존자 연구에서 위암은 피폭량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단위 Gy당 초과

비교위험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았다. 여자는 Gy당 0.2, 남자는 0.65이었다. 피폭 시 연령이 어릴 

경우에 초과비교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이 경향은 유의하지는 않았다. 위암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서 피폭량이 낮을 때에는 저분화형 선암보다는 고분화형 선암의 발생이 높았다. 고선량 피폭군에서는 

고분화형 선암보다 저분화형 선암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의 대상 집단 중 0-20mSv(DS86)에 피폭된 사람들을 1950년부터 1990년

까지 추적한 결과5)에서 위암에 대해서는 비선형적인 이상성(二相性) 모델에 적합하며, ERR/10mSv

는 0.46 (95%CI: 0.11-0.94)이었다. 이상성 모델로 한 경우 0-20mSv의 범위에서도 ERR는 0보다 유의

하게 커지고, 이상성 모델에 의해 최소 잠복기의 최고 추정치는 11.89년이었다.

  히로시마 대학 원폭 방사선 의과학연구소의 대상집단 35,123명을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추적한 

역학조사6)에서 피폭선량 구분별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피폭 선량이 2.0-2.99Gy군에서 위암 사망의 

구분 관찰 사례수 예측 사례수
평균피폭 
선량(Sv)

관찰인년
ERR/Sv
(90% CI)

EAR/104/Sv
(90% CI)

남성 1,084 N.A. 0.22 436,180 0.21(1.01-0.34) 9.4(4.4-16)
여성 1,011 N.A. 0.21 729,608 0.47(0.29-0.68) 9.7(6.4-14)
양성(피폭시 연령)

20세 이하 435 N.A. 0.22 586,255 0.44(0.22-0.83) 9.9(4.5-18)
20-39세 809 N.A. 0.21 378,204 0.34(0.22-0.47) 9.5(6.1-14)
40세 이상 851 N.A. 0.20 201,330 0.25(0.12-0.44) 9.2(4.2-16)
전체 2,095 N.A. 0.21 1,165,787 0.34(0.22-0.47) 9.5(6.1-14)

<표1> 원폭생존자에서 위암의 발생률

출처 : Preston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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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위험도(RR)가 1보다 유의하게 컸다. 그러나 관찰기간 내에서 비교위험도(RR)의 시간적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 대상 집단 중 나가사키 종양 등록 17,936명을 1959년부터 1978년까지 추

적한 역학조사7)에서는 선량 구분별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피폭선량이 100rad(1 Gy)이상의 군에서 

위암 발생의 비교위험도(RR)가 1.45 (90%CI:1.11-1.89)로 유의한 상승이 보였다. 부검 혹은 외과적으

로 확인된 증례에 한정했을 경우, 비교위험도(RR)는 1.30 (90%CI: 0.93-1.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1975년부터 1978년의 기간동안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 대상 집단 중 79,586명을 1950년부터 1977년까지 추적한 역학조사8)에서 

선량 구분별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피폭 선량이 200rad (2 Gy)이상의 군에서 위암 발생의 비교위험

도(RR)가 1.6(p<0.001)이었다. 위험의 상승은 피폭시 연령이 30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인정되었다. 

위암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안팎이었다.

  대조군과 저선량 군에서는 분화형 암이 많고 고선량 군에서는 미분화형 암이 많았다.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 대상집단 중 1961년부터 1974년 사이에 부검된 4,694를 대상으로 한 역

학 조사9)의 전 부검 예에서 차지하는 위암의 비율은 고선량 군에서 높은 경향이 보였다. 또 고선량 

군에서는 침윤, 전이도가 높은 경향이 인정되었다.

  나가사키의 피폭자에 대해 전 부검 예에서 차지하는 위암의 비율이 피폭 선량 200rad이상으로 유

의하게 증가했다(p<0.05). tubular medullary type에 관해 침윤, 전이도가 높은 것의 비율이 피폭 선

량 100rad이상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원폭생존자 장기추적연구 대상집단 중 79,560명을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추적한 역학 조사10)

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서 200rad이상으로 위암의 표준화 사망비(SMR)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나가사키에서는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서 피폭 선량이 

100-199rad의 군에서 피폭 10년 이후, 200rad이상의 군에서 피폭 15년 이후 위암의 사망률이 증가

하는 경향이 인정되었다.

2) 방사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원자력 발전소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 관한 문헌 11편의 메타 분석11)에서 위암의 표준

화 사망비(SMR)는 0.85 (95%CI: 0.78-0.92)로 유의한 증가는 인정되지 않았다.

  캐나다 원자력 산업, 공업, 의료 등에서의 방사선 작업자 191,333명을 1969년부터 1988년까지 추적

한 역학 조사12)에서 위암의 표준화 발생비(SIR)는 0.73 (90%CI:0.61-0.86)으로 유의한 증가는 인정되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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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99.4%는 피폭 선량이 200mSv미만이었다. 피폭량이 낮은 원자력산업 종

사자, 방사선기사 및 라돈에 노출되는 광부 등에서는 위암의 위험도가 높지 않았다.

  직업적 방사선 피폭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특히 15개국과 영국 및 캐나다에서 방사선 피폭과 양 반

응 관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13) 영국의 NRRW자료를 이용한 연구14)에서도 양 

반응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표2>.

  일본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인의 발병률보다 높지 않았다. 그러나 양 

반응 관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5) 미국 원자력 발전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과비교위험

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16)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암에 대하여 피

폭선량 반응관계에 대한 근거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저선량 때문이며 통계적 검정력이 제

한적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의료용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70년 이전에 종사한 근

로자(평균누적피폭량은 0.55Gy로 추정되었음)들에서 초과 위암 발생은 없었고 1970-80년에 종사한 근

로자(평균누적피폭선량은 0.08Gy)들에서는 위암이 초과 발생하였다.17) 미국의 방사선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인에 비하여 위암의 발생과 사망률이 높지 않았다.18, 19)

3)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자궁경부암 환자 180,240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20)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군의 위암의 O/E(관

찰수/기대수)는 1.0으로 위암과 방사선 피폭과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잠복 기간을 1년 미만, 5년마

다 나눠 비교위험도(RR)를 구한 결과 일정한 경향은 인정되지 않았다 (p=0.394).

  인공기흉 때 X선 투시를 받은 환자 1,047예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21)에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4예 

관찰되어 대조군(1예)에 비해 높았지만, 증례 수가 적고 비교 위험도(RR)는 2.3 (95%CI: 0.3-67)으로 통계

연구
관찰 

사례수
예측 

사례수
평균피폭 
선량(Sv)

관찰인년
ERR/Sv
(90% CI)

EAR/104/Sv
(90% CI)

25개국 원전 종사자1) 347 N.A. 0.0194 5,192,710 0.49(<0-3.92) N.A.
영국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록 자료2) 518 N.A 0.025 2,433,573 0.339(-0.51-1.58) N.A.

<표2> 원자력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암 사망률 연구

1) Cardis 등, 2007

2) Murirhead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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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평균 102번의 투시를 받았다. 또 위벽의 평균 선량은 7rad 이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14,554예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22)에서 1935년부터 

1954년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14,554명을 대상으로 5년부터 25년간 추적했다. 

조사범위에 들어오거나 강한 산란 방사선을 받는 장기(heavily irradiated sites)의 암 사망은 200예로, 

기대치 127.27에 대해 높았다. O/E는 1.6이었다. 한편 조사받는 신체부위 외의 장기(lightly irradiated 

sites)의 암은 기대 수 52.42에 대해 60예이며, O/E는 1.1이었다. 강한 산란 방사선을 받는 장기(heavily 

irradiated sites)의 암 중에서 위암에 관해서는 1960년까지 추적한 결과 기대치 16.03에 대해 28예, 1963

년까지 추적 결과 기대치 23.62에 대해 38예로, p<0.02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자궁경부암과 호지킨스 환자 및 위궤양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하

였다. 궤양을 방사선으로 치료한 군에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경우에 Gy당 초과비교위험도는 0.06 

(95% CI 0.02-0.10)이었다.23) 그러나 1-10 Gy로 치료받은 군에서는 초과비교위험도가 다소 높아서 0.2 

(95% CI 0.0-0.73)이었다.

  그러나 이 산출 값은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암으로 사망한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1,941명 중에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47건, 1-10Gy로 치료 받은 환자 309명중에 11명이 위암으로 사망

하였다). 한편, 이들 치료대상자들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스웨덴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방사성 동위원소인 요오드 131로 치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양 반응 관계를 보이면서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위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였다.24)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0.25Sv이었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하여 라듐 224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5, 26)와 Thorotrast에 노

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7, 28)에서 위암의 증가된 위험도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었다. 지하광산

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11개 코호트연구에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누적피폭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지는 않았다.29) 라돈에 대한 위의 피폭선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광산의 다른 환경요인이나 흡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고 하였다.

  라돈, 우라늄 등 음용수로 인하여 노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위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30)에

서 위암 발생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4) 고선량 배경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중국 Yangjiang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31)에서 대상자 159,254명을 1979년부터 1995년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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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추적하여 피폭 선량에 의한 저, 중, 고인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위암의 비교위험도(RR)

는 각각 0.99, 0.96, 0.76으로 모두 1.0 이하이었다. 전체로 본 경우에는 위암의 비교위험도(RR)는 0.91 

(95%CI: 0.60-1.38)이었다. 평균 피폭 선량은 6.4 mSv/년이었다.

  카자흐스탄의 Semipalatinsk지역에서 핵무기실험으로 인한 낙진에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에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32) 평균피폭선량은 0.634 Sv이었고 1 Sv 당 초과비교위험도는 0.95 (90%CI 0.17-

3.49)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편견(ecological bias)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암 발생에 대한 피폭 선량

  위암 발병 또는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최소 피폭 선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헌 중에

서 언급된 것은 최소 피폭 선량이 가장 낮았던 경우가 100rad(1Sv에 상당하는 선량)이상의 피폭군에서 

위암의 위험에 대한 유의한 증가가 인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서는 1 Gy보다 낮은 피폭 

선량에 의한 위암의 위험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는 차이가 있어도 우연히 생기는 격차에 가려져 있어 검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

을 것이므로 반드시“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다.

  LSS의 분석4)에서는 초과비교위험도(ERR)에 관해서 0-2Gy(DS02)의 범위에서 직선적인 선량 반응 관

계(p<0.001)가 인정되고 있지만, 피폭 선량으로 구분한 위험도의 분석은 하지 않았고, 또 0-20 mSv의 선

량 지역에서 위암에 관해 비선형적인 이상성 모델이 적합하며, 0-20 mSv의 범위에서도 초과비교위험도

(ERR)는 0보다 유의하게 클 것이라는 연구5)도 있지만 저 선량에 한정된 해석은 교란 인자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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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예측 

사례수
평균피폭 
선량(Sv)

관찰인년
ERR/Sv
(90% CI)

EAR/104/Sv
(90% CI)

Yangjiang 지역주민1) 70 76.9 0.0064 1,231,708 - 0.27
(- 1.37-2.69) N.A.

Semipalatinsk 지역주민2) 150 N.A 0.634 284,260 0.95
(0.17-3.49) N.A.

<표3> 높은 방사선 노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암 사망률

1) Tao et al, 2000

2) Bau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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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예를 들어 원거리 원폭 피해자들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지

적되고 있다.33)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이외의 역학 조사에서는 위암의 발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최소 피폭 선량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것에서 더 작은 영향을 알아보려면, 위

암에 한정된 해석의 결과와 통계적 검출력이 높은 모든 고형암에 관한 해석에 착안해 위험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는 피폭 선량을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암 발생의 잠복기

  피폭 이후 위암 발병까지의 기간(잠복기)에 대해서는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에서 피폭 선량이 100-199 

rad의 군에서 10년 후, 200 rad이상의 군에서 15년 이후 위암의 사망률의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10) 또 LSS

대상 집단의 일부 데이터의 1977년까지 추적 조사에 따르면 위암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안팎이었다.8)

모든 고형 암에 관한 문헌 검토

  방사선 피폭과 전 고형암의 관련에 대해서는 원자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나 UNSCEAR등의 여러 지식에 근거하여 방사선 방호에 관한 권고를 실시하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 위

원회(ICRP)가 계통적인 리뷰를 실시하고 있다. UNSCEAR 및 ICRP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년마

다 보고서를 수렴했으며 그 보고 내용이 전 고형암의 정보로서 가장 중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식품 중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에 관련된 식품 건강 영향 

평가(헤세이 23년 10월. 이하“식품 안전 위원회 평가 결과”라고 한다.)에서 역학 조사 계통적인 리뷰가 

이루어져 있어 그 결과도 참고로 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 고형암에 대한 유의한 리스크 증가가 인정되는 최소 피폭 선량

  UNSCEAR은 2006년 및 2010년 보고서를 수렴했으며 2006년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발표된 2010년 

보고서에서는 고형암에 대해“100에서 200 mGy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험 증가가 관찰된

다.”라고 말했다.

  100 mSv미만의 피폭에 의한 암의 위험성 증가에 대해서는 ICRP가 2007년 권고에서“암 위험의 추정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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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용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은 대략 100 mSv까지 선량 범위에서의 암의 리스크를 직접 밝힐 수 없다

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위원회 평가 결과는 다수의 역학 조사를 검토한 뒤“식품안전위원회가 검토한 범위에서

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발견되는 것은 통상의 일반 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을 제외한 생애에서의 누

적 실효 선량으로서 대략 100 mSv이상으로 판단했다.”“100 mSv미만의 선량의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역학 연구에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하기는 어

려웠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저선량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을 역학 조사에서 검증할 수 없을 가

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고 추가 누적 선량으로 100 mSv미만의 건강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현재 얻

을 수 있는 지식으로는 어려웠다.”로 알려졌다.

2) 방사선 유발 암의 최소 잠복기

  ICRP의 1990년 권고(publication.60)에서는“인간에서는 방사선 피폭과 암의 인지 사이의 기간은 많은 

세월에 걸쳐 이어진다. 이 기간을 잠복기로 불린다. 잠복기의 중앙값은 유발 백혈병의 경우 약 8년 유방

암과 폐암 같은 많은 유발 고형암의 경우는 그 2배에서 3배인 것 같다. 최소 잠복기는 피폭 후에 특정의 

방사선 유발 암의 발생을 알고 있거나 일어났다고 믿는 최단 기간이다. 이 최소 잠복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약 2년이며 다른 암에 대해서는 5~1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상기의 문헌 검토 등의 결과에 따르면 위암과 방사선 피폭에 관한 현 시점의 의학적 지식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암에 관한 개별의 문헌 중 발병 또는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최소 피폭 선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 중 가장 낮은 최소 피폭 선량을 보인 문헌에서는 1 Gy이상의 피폭 군에서 리

스크의 유의한 증가가 인정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 문헌에서는 위암에 관해서는 1 Gy미만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통계적인 검출력을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전혀 

차이가 없다”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암을 포함한 전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문헌 검토에서는, 피폭 선량이 100~200 mSv이상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리스크의 상승은 인정되지만 100 mSv미만에서 건강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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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 있다.

  위암에 관한 개별 문헌에서는 피폭으로부터 10년 이후 사망 위험의 증가가 인정되고 있다. 통계적 검

출력이 높은 전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문헌 검토에서는 전 고형암의 최소 잠복기는 5~10년 정도다.

  위암에는 방사선 피폭 이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흡연 및 높은 염분 식품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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