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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존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뿐만 아니라, 양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되어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KCCR)에 등록된 환자들이다. 미국 자료와의 직접 비교를 위해서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 (The Central Brain Tumor Registry of the 

United States, CBTRUS)의 분류와 정의를 이용하여 우리 환자들을 

분류하였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통해서 한국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령별 발병률 (Age-specific incidence rates), 연령표준화 발병률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es, ASRs), 남녀 발병률 비율 (male-to-female 

gender incidence rate ratios),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Annual 

percent change, APC)와 5 년 상대생존율 (Relative survival rates, RSRs)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초록의 모든 수치는 인구 

10 만명 당 연령 표준화 발병률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총 115,050 례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이 진단되었으며, 전체 종양의 발병률은 인구 10 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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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로, 미국의 23.41 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은 미국 대 한국이 7.08 명 대 4.27 명으로 한국에서 현저히 낮았다. 가장 

흔한 종양군은 수막부위 종양으로 양국 (한국: 미국; 8.32 명: 8.83 명)에서 

같았으나, 두 번째로 흔한 종양군은 한국에서는 안장부위 종양 (4.53 명)이었고, 

미국에서는 신경상피종양군 (연령표준화 발병률, 6.56)이었다.  한국의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86.4%이었고,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44.1%였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미국 (35.8%)의 경우보다 높았다.   

 

결론: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가장 주요한 역학적 특성은, 한국에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생존 예후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양국에서 모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역학, 중추신경계 종양, 교모세포종, 발병률, 생존율 

학 번:  2012-30509 

 

  



v 

 

목차 

 

서론  ……………………………………………………………………………  1 

연구재료 및 방법   ……………………………………………………………  4 

연구결과  ………………………………………………………………………    7 

고찰  ……………………………………………………………………………   38 

결론  ……………………………………………………………………………   45 

참고문헌   ……………………………………………………………………   46 

Abstract     ……………………………………………………………………  49 

 

표 목차 

[표 1] ……………………………………………………………………………  9 

[표 2] …………………………………………………………………………… 16 

[표 3] …………………………………………………………………………… 21 

[표 4] …………………………………………………………………………… 24 

[표 5] …………………………………………………………………………… 30 

[표 6] …………………………………………………………………………… 33 

 

그림 목차 

[그림 1] ………………………………………………………………………… 11 

[그림 2] ………………………………………………………………………… 12 

[그림 3] ………………………………………………………………………… 19 

[그림 4] ………………………………………………………………………… 20 

[그림 5] ………………………………………………………………………… 25 

[그림 6] ………………………………………………………………………… 28 

 



 

 1   

 

서론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primary central nervous system tumor)은 

위치적으로 뇌와 척수의 종양 뿐만 아니라 수막, 뇌하수체, 송과체, 신경들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은 조직형태학, 

유전학, 종양생물학 측면에서 양성과 악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이질적인 

질환군이며, 국제종양학질병분류 제 3 판 (ICD-O-3)에 따르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은 100 개 이상의 아형을 포함한다.1 

최근 Robles 등이 시행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발성 뇌종양 

발병률은 연간 인구 100,000 명 당 10.8 례라고 보고하였고,2 Ferlay 등은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종양 발병률을 인구 100,000 명 당 3.4 례라고 보고하였다.3 

이같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은 드물다고 알려져 왔지만, 높은 이환율 

(morbidity) 및 사망률 (mortality)과 관련이 있다. 비록 최근에 빠른 진단, 

표준화된 치료, 그리고 신경외과적 수술 기법의 발전 등으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예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암 관련 사망률 10 위 안에 포함된다. 또한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이라도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위치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하여 국가 단위의 암등록 체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역학 자료를 수집, 공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양성의 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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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여 인종별, 

대륙별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중앙암등록본부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KCCR)를 통해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등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는 보건복지부 사업인 중앙암등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0 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중앙암등록사업은 병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암등록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9 년 이후 전국 단위의 국가 

암등록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악성종양에 한정하여 암 등록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양성종양, 경계성종양에 대하여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추신경계 종양에 있어서도 2005 년부터 대한뇌종양학회의 

뇌종양등록위원회와 협력 하에 비악성종양에 대하여도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 단위의 암 등록 

기관이다. 2005 년도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관한 첫 번째 역학 연구가 

2010 년에 출판된 이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의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역학 연구가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다.4-6 

한국보다 먼저 암등록사업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중앙뇌종양등록체계 (The 

Central Brain Tumor Registry of the United States, CBTRU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등록 기관이 있다. 미국의 암등록 

기관을 설립한 멤버들은 the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암 환자와 암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SEE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에서는 처음에는 국제종양학질병분류 제 2 판 (I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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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따라서 악성종양에 한해서 등록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양성 종양에 대한 

등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00 년대 초반부터는 모든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2004 년부터는 비악성종양 (non-

malignant tumors)에 대한 자료도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뿐만이 아니라, 양성 종양에 대한 발병률과 생존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7, 8 

이번 연구에서는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한국에서 진단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국가단위 발병률과 생존율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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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의 출처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 암 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중앙암등록본부는 한국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98%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인구 기반의 국가 암 등록 기관이고, 악성 종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2005 년부터는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9   

이번 연구에서는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한국에서 악성 및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된 사례들을 포함하였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등록을 시작한 이후 처음 2 년 이내에 보고된 

진단례들은 제외하였다. 초기 자료를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2005 년부터 

2006 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들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고 비뚤림 (reporting bias)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이 된 10 년의 기간 동안, 총 115,050 명의 환자가 국제종양학질병분류 

제 3 판 (ICD-O-3)에 따라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이 

환자들은 뇌종양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분류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뇌 (ICD-O-3: C71.0–

C71.9); 수막 (C70.0–C70.9);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 (C72.0–

C72.9); 뇌하수체와 송과체 (C75.1–C75.3); 그리고 비강의 후각과 관련된 부위 

(C30.0). 조직학적 분류는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 (CBTRUS)에서 분류한 

체계대로 시행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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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분석은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 식별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망진단서로만 식별된 경우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진단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112,133 건이 생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의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환자들에 대한 수동적 

추적을 시행하였다.10  

 

2. 통계분석 

연령별 발병률 (Age-specific incidence rates), 연령표준화 발병률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es, ASRs), 그리고 남녀 발병률 비율 (Male-to-

female gender incidence rate ratios)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s)으로 계산하였다.  

연령별 발병률은 연구 대상 기간의 총 환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 연령대 

[아동 (0~14 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 (15~39 세), 성인 (40~64 세), 노인 

(65 세 이상), 성인 및 노인 (40 세 이상)]에 따라 계산하고 인구 10 만 명당 

환자수로 계산하였다.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가장 최근의 CBTRUS 보고서인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 미국 자료와 직접 비교를 위해서 2000 년의 미국 

표준 인구로 보정하여 계산하였다.7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Annual percent change, APC)는 

‘(exp(b)-1) × 100’의 공식에 따라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b 는 달력 연도의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에서 자연 로그 회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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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이다.8 남녀 발병률 비율은 남성 환자의 연령표준화 발병률을 여성 환자의 

연령표준화 발병률로 나눈 것이다.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종양의 위치, 조직학적 

진단, 그리고 연령대별로 시행하였다.   

상대생존율 (Relative survival rates, RSRs)은 일반 인구의 예상 생존율 

대비 암환자의 관찰 생존율의 비율로 계산했는데, 통계청이 제공한 표준생존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10 상대생존율은  Ederer II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 연구윤리 준수 

이번 연구는 1964 년 헬싱키 세계 의학 협회 선언에 명시된 윤리적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대중에 공개된 자료 (publicly available data)를 

이용한 연구로 별도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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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전반적 발병률 

한국에서는 2007 년과 2016 년 사이에 115,050 명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되어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되었다. 이 중에서 21,411 건이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18.6%)이었다. 참고로 2012 년도의 한국 인구는 

5020 만명이었다.10 진단 당시 연령의 중앙값은 55 세이었다. 전체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인구 10 만명당 22.01 명이었다 (95% 신뢰구간, 21.88–22.14). 전체 

남녀 발병률 비율은 0:66:1 이었고, 악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1.27:1 로 

남자의 발병률이 높았고,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에는 0.56:1 로 여자에서 

발병률이 더 높았다. 각각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연령표준화 발병률, 진단 당시 

연령의 중앙값, 그리고 남녀 발병률 비율은 표 1 에 요약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에 진단된 115,050 례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에서 

조직학적 확진율은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서는 72.8%였고, 양성의 

경우는 43.8%였다. 전체적으로 약 49.2%에서 조직학적 확진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조직군별 발병 비율은 그림 1 에 표시하였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전체 연령군별 연령표준화 발병률의 차이는 그림 2 에 표시하였다.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전체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미국의 경우 [인구 

10 만명당 23.41 명 (95% 신뢰구간, 23.34–23.49)]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한국의 연령표준화 발병률이 미국의 

경우보다 낮았다 (인구 10 만명당 4.27 명 대 7.08 명). 조직학적 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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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비율은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낮았고 (72.8% 대 84.4%),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였다 (43.8% 대 44.1%).           



 

 

 

표 1. 한국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역학적 자료.   

조직학적 분류 (Histological group) 
10 년간 총 환자수 

(%) 

진단당시의 

연령의 중앙값 

연령 표준화 발병률 (95% 

신뢰구간)a) 

남녀비: 

남/녀 

신경상피세포의 종양 (Tumors of neuroepithelial tissue) 16,012 (13.9) 49.0  3.17 (3.12-3.22) 1.23* 

  털모양별아교세포종 (Pilocytic astrocytoma) 702 (0.6) 16.0  0.16 (0.15-0.17) 0.90  

  광범위별아교세포종 (Diffuse astrocytoma) 1,193 (1.0) 44.0  0.23 (0.22-0.24) 1.35* 

  역형성별아교세포종 (Anaplastic astrocytoma) 979 (0.9) 50.0  0.19 (0.18-0.20) 1.5* 

  특이 변형 별아교세포종(Unique astrocytoma variants) 390 (0.3) 43.5  0.08 (0.07-0.09) 1.23* 

  교모세포종 (Glioblastoma) 5,796 (5.0) 60.0  1.11 (1.08-1.14) 1.36* 

  희소돌기아교세포종 (Oligodendroglioma) 756 (0.7) 45.0  0.14 (0.13-0.15) 1.07  

  역형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Anaplastic oligodendroglioma) 580 (0.5) 50.0  0.11 (0.10-0.11) 1.21* 

  희소돌기-별아교세포성 종양 (Oligoastrocytic tumors) 349 (0.3) 43.0  0.06 (0.06-0.07) 1.08  

  뇌실막 종양 (Ependymal tumors) 1,259 (1.1) 43.0  0.24 (0.23-0.26) 1.07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Glioma malignant, NOS) 1,599 (1.4) 47.0  0.33 (0.31-0.34) 1.15* 

  맥락총 종양 (Choroid plexus tumors) 237 (0.2) 34.0  0.05 (0.04-0.06) 1.01  

  기타의 신경상피세포 종양 (Other neuroepithelial tumors) 33 (0.0) 46.0  0.01 (0.00-0.01) 0.75  

신경세포 종양 및 신경세포-신경아교세포 혼합 종양(Neuronal and mixed 

neuronal-glial tumors) 
1,147 (1.0) 31.0  0.23 (0.22-0.25) 1.11  

  송과체 부위 종양 (Tumors of the pineal region) 211 (0.2) 42.0  0.04 (0.04-0.05) 1.00  

  배아 종양 (Embryonal tumors) 781 (0.7) 9.0  0.19 (0.18-0.21) 1.24* 

뇌 및 척수 신경의 종양(Tumors of Cranial and Spinal Nerves) 13,109 (11.4) 53.0  2.43 (2.39-2.47)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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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초종양 (Nerve sheath tumors) 13,101 (11.4) 53.0  2.43 (2.39-2.47) 0.89* 

수막부위 종양 (Tumors of Meninges) 43,572 (37.9) 60.0  8.32 (8.24-8.40) 0.36* 

  수막종 (Meningioma) 41,438 (36.0) 61.0  7.92 (7.84-8.00) 0.34* 

  중간엽 종양 (Mesenchymal tumors) 725 (0.6) 46.0  0.14 (0.13-0.15) 0.97  

  원발성 멜라닌세포성 종양 (Primary melanocytic lesions) 58 (0.1) 52.0  0.01 (0.01-0.01) 1.41  

  기타 수막과 연관된 종양(Other neoplasms related to the meninges) 1,351 (1.2) 48.0  0.25 (0.24-0.26) 1.27* 

림프종 및 조혈세포성 종양 (Lymphomas and Hematopoietic Neoplasms) 2,033 (1.8) 62.0  0.40 (0.38-0.41) 1.41* 

  림프종 (Lymphoma) 1,942 (1.7) 63.0  0.38 (0.36-0.39) 1.4* 

  기타 조혈세포성 종양 (Other hematopoietic neoplasm) 91 (0.1) 17.0  0.02 (0.02-0.03) 1.54* 

종자세포종양 및 낭종 (Germ cell tumors and cysts) 1,083 (0.9) 17.0  0.24 (0.22-0.25) 2.52* 

  종자세포종양, 낭종 및 이소성 병변 (germ cell tumors, cysts and heterotopias) 1,083 (0.9) 17.0  0.24 (0.22-0.25) 2.52* 

안장부위 종양 (Tumors of sellar region) 24,250 (21.1) 48.0  4.53 (4.47-4.59) 0.71* 

  뇌하수체 종양 (Tumors of the pituitary) 22,751 (19.8) 48.0  4.24 (4.18-4.29) 0.70* 

  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1,499 (1.3) 44.0  0.29 (0.28-0.31) 0.95  

미분류 종양 (Unclassified Tumors) 14,991 (13.0) 55.0  2.93 (2.88-2.98) 0.86* 

  혈관종 (Hemangioma) 3,418 (3.0) 47.0  0.64 (0.62-0.66) 0.94  

  명시되지 않은 신생물 (Neoplasm, unspecified) 11,458 (10.0) 57.0  2.26 (2.22-2.30) 0.83* 

  기타 (All other) 115 (0.1) 66.0  0.02 (0.02-0.03) 
 

전체 (Total) 115,050 (100.0) 55.0  22.01 (21.88-22.14) 0.66* 

* 남녀 발병률에 있어서 남녀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a)연령 표준화 발병률은 미국 자료와의 직접 비교를 위해 미국의 2000 년의 표준 인구를 기준으로 교정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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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미국에서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조직군별 발병 비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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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 미국의 연령군에 따른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 비교. 

한국은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미국은 2012-2016 년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 자료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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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분포 

전체 115,050 례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연령 표준화 발병률, 22.01)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군은 수막부위 종양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 

37.9%; 연령 표준화 발병률, 8.32)이었고, 안장부위 종양 (21.1%; 연령 표준화 

발병률, 4.53)과 신경상피종양 (13.9%; 연령 표준화 발병률, 3.17)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 세부 진단으로는 수막종 (36.0%; 연령 표준화 발병률, 7.92)이 

가장 많이 보고된 진단명이었고, 뇌하수체종양 (19.8%; 연령 표준화 발병률, 

4.24), 신경초종양 (11.4%; 연령 표준화 발병률, 2.43), 교모세포종 (5.0%; 

연령 표준화 발병률, 1.11) 순이었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n=21,411; 

연령 표준화 발병률, 4.27) 중에서는 신경상피종양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66.6%; 연령 표준화 발병률, 2.82)이 가장 흔한 조직군이었고, 림프종과 

조혈신생물 (9.5%; 연령 표준화 발병률, 0.40), 종자세포종양 (3.9%; 연령 

표준화 발병률, 0.19)이 뒤를 이었다. 수막부위 종양과 안장부위 종양은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서 이들 종양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수막부위 종양의 약 2%만이 악성 조직학적 소견을 보였고, 안장부위 종양은 단 

0.2%만 악성 조직학적 소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흔한 종양군은 

수막부위 종양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38.8%; 연령 표준화 발병률, 

8.83)으로 한국의 경우와 같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경상피종양 (27.7%; 

연령 표준화 발병률, 6.56)이 안장부위 종양 (17.5%; 연령 표준화 발병률, 

4.27)보다 더 발병률이 높았다 (그림 1).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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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세포종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 14.6%; 연령 표준화 발병률, 

3.22)이 수막종 (37.6%; 연령표준화 발병률, 8.56)과 뇌하수체종양 (16.8%; 

연령 표준화 발병률, 4.08)에 이어서 세번째로 흔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이었다.  

한국 통계에서 신경상피종양의 92%는 신경교종 (glioma)이었다. 신경교종 

중에서 교모세포종이 가장 흔하여, 39% (연령표준화 발병률, 1.11)를 

차지했으며, 명시되지 않은 악성신경교종 (unspecified malignant glioma)이 

연령표준화 발병률 0.33 으로 그 다음으로 흔하였다. 이외에 뇌실막종양 

(연령표준화 발병률, 0.24), 광범위별아교세포종 (연령 표준화 발병률, 0.23), 

역형성별아교세포종 (연령표준화 발병률, 0.19)이 그 뒤를 이었다. 신경교종의 

91%가 악성 종양이었다. 신경상피종양의 발병률은 미국에서 한국보다 2 배 

높았다 (연령표준화 발병률: 6.56 대 3.17). 특히 교모세포종의 발병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3 배 정도 높았다 (연령표준화 발병률: 3.22 대 1.11). 

임상적으로 중요한 4 가지의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 즉 청신경초종, 뇌하수체 

선종, 세계보건기구 분류 I 등급와 II 등급 수막종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에 나타내었다. 진단당시 환자 연령의 중앙값은 뇌하수체 선종이 

49 세로 가장 낮았고, 세계보건기구 분류 I 등급 뇌수막종이 61 세로 가장 높았다.  

세계보건기구 분류 I 등급 뇌수막종은 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남: 여 

발병률 비율, <0.5). 또한, 연령별 발병률은 4 개의 양성 종양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분류 I 등급 뇌수막종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병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 발병률 증가의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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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 가지의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은 한국과 미국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 임상적으로 중요한 4 가지의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 

 

 

 

 

전정신경초종 

(Vestibular schwannoma) 

뇌하수체 선종 

(Pituitary adenoma) 

세계보건기구 분류 등급 I 

등급 뇌수막종 

(WHO Gr I Meningioma) 

세계보건기구 분류 등급 

II 등급 뇌수막종  

(WHO Gr II Meningioma) 

2007-2016 년간 총 진단례 (명) 12,491 21,472 39,363 1,591 

진단 당시 연령의 중앙값 (세) 54 49 61 58 

남자 (명) 5,603 8,634 8,350 616 

여자 (명) 6,888 12,838 31,013 975 

전체 연령표준화 발병률(95% 신뢰구간) 2.31 (2.26-2.35) 4.00 (3.94-4.05) 7.52 (7.45-7.60) 0.30 (0.29-0.32) 

0-14 세  연령표준화 발병률(95% 신뢰구간) 0.10 (0.08-0.13) 0.30 (0.26-0.34) 0.07 (0.05-0.09) 0.02 (0.01-0.03) 

15-39 세 연령표준화 발병률(95% 신뢰구간) 1.19 (1.14-1.24) 3.51 (3.43-3.60) 1.20 (1.15-1.25) 0.11 (0.09-0.12) 

40-64 세 연령표준화 발병률(95% 신뢰구간) 4.04 (3.95-4.13) 5.88 (5.77-5.99) 11.38 (11.22-11.53) 0.46 (0.43-0.49) 

65 세 이상 연령표준화 발병률(95% 신뢰구간) 4.99 (4.81-5.18) 7.11 (6.89-7.33) 28.68 (28.24-29.12) 0.94 (0.86-1.0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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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에 따른 종양의 분포 

수막부위 (34.3%)가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가장 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대뇌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뇌실 및 기타 뇌 부위)가 23.4%로 두 

번째로 흔한 위치였고, 안장부위 (22.2%), 뇌신경 (7.7%), 척수와 말초 

(6.2%)가 뒤를 이었다. 수막부위 종양과 안장부위 종양은 양성 종양의 비율이 

높았고 (악성 대 양성 비율, <0.02:1), 반면에 대뇌, 뇌간, 그리고 송과체 종양의 

경우에는 악성 종양의 비율이 높았다. (악성 대 양성 비율, >1:1). 수막부위 종양 

(남녀 발병률 비율, 0:36:1)과 안장부위 종양의 경우 (남녀 발병률 비율, 

0.71:1)에는 여자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에 따른 종양 

분포는 그림 3 과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에서 보고한 자료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수막부위에서 자란 종양이 가장 흔하였고 (37.7%), 이어서 대뇌 (29.2%)와 

안장부위 종양 (18%)이 그 뒤를 이었다.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종양의 분포와 발병률 

연령과 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연령별 발병률은 표 3 에 나타내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연령별 발병률의 비교는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은 65 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 표준화 

발병률, 59.91). 0 세에서 14 세 사이의 소아에서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악성 대 양성 비율, >1:1).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이 더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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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 이상의 성인과 노인에서는,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에는 양국 간에 

발병률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발병률이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88 대 6.28). 



 

   

 

그림 3.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위치에 따른 악성 진단례와 양성 진단례의 분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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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위치와 성별에 따른 진단례. 

 

 

 

 

 



 

  

표 3. 연령과 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령별 발병률 

조직학적 분류 (Histological group) 
10 년간 총 

환자수 (명) 
소아 (0-14 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15-39 세) 
성인(40-64 세) 노인(65 세 이상) 

신경상피세포의 종양 (Tumors of neuroepithelial tissue) 16,012 2.45 (2.34-2.56) 2.05 (1.98-2.11) 3.68 (3.59-3.77) 6.33 (6.12-6.53) 

  털모양별아교세포종 (Pilocytic astrocytoma) 702 0.40 (0.35-0.44) 0.16 (0.14-0.18) 0.05 (0.04-0.05) 0.03 (0.01-0.04) 

  광범위별아교세포종 (Diffuse astrocytoma) 1,193 0.13 (0.10-0.15) 0.21 (0.19-0.23) 0.28 (0.26-0.30) 0.34 (0.29-0.39) 

  역형성별아교세포종 (Anaplastic astrocytoma) 979 0.07 (0.05-0.09) 0.13 (0.12-0.15) 0.26 (0.23-0.28) 0.37 (0.32-0.42) 

  특이 변형 별아교세포종(Unique astrocytoma variants) 390 0.08 (0.06-0.10) 0.06 (0.05-0.08) 0.08 (0.06-0.09) 0.13 (0.10-0.16) 

  교모세포종 (Glioblastoma) 5,796 0.12 (0.10-0.15) 0.34 (0.32-0.37) 1.58 (1.52-1.64) 3.82 (3.66-3.98) 

  희소돌기아교세포종 (Oligodendroglioma) 756 0.03 (0.01-0.04) 0.14 (0.12-0.15) 0.22 (0.20-0.25) 0.13 (0.10-0.16) 

  역형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 (Anaplastic  

oligodendroglioma) 
580 0.01 (0.00-0.01) 0.07 (0.06-0.09) 0.19 (0.17-0.21) 0.16 (0.13-0.20) 

  희소돌기-별아교세포성 종양 (Oligoastrocytic tumors) 349 0.01 (0.00-0.01) 0.08 (0.06-0.09) 0.10 (0.08-0.11) 0.04 (0.03-0.06) 

  뇌실막 종양 (Ependymal tumors) 1,259 0.19 (0.16-0.22) 0.22 (0.19-0.24) 0.31 (0.29-0.34) 0.25 (0.21-0.30)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Glioma malignant, NOS) 1,599 0.32 (0.28-0.36) 0.20 (0.18-0.22) 0.29 (0.27-0.32) 0.76 (0.69-0.83) 

  맥락총 종양 (Choroid plexus tumors) 237 0.09 (0.07-0.11) 0.03 (0.03-0.04) 0.04 (0.03-0.05) 0.06 (0.04-0.08) 

  기타의 신경상피세포 종양 (Other neuroepithelial tumors) 33 0.01 (0.00-0.02) 0.00 (0.00-0.00) 0.01 (0.00-0.01) 0.01 (0.00-0.01) 

  신경세포 종양 및 신경세포-신경아교세포 혼합 

종양(Neuronal and mixed neuronal-glial tumors) 
1,147 0.28 (0.24-0.31) 0.28 (0.25-0.30) 0.19 (0.17-0.21) 0.13 (0.10-0.16) 

  송과체 부위 종양 (Tumors of the pineal region) 211 0.04 (0.03-0.06) 0.03 (0.03-0.04) 0.05 (0.04-0.06) 0.05 (0.03-0.06) 

  배아 종양 (Embryonal tumors) 781 0.69 (0.63-0.75) 0.08 (0.06-0.09) 0.04 (0.03-0.05) 0.04 (0.03-0.06) 

뇌 및 척수 신경의 종양 (Tumors of Cranial and Spinal 

Nerves) 
13,109 0.25 (0.21-0.28) 1.31 (1.25-1.36) 4.17 (4.07-4.26) 5.12 (4.93-5.30) 

  신경초종양 (Nerve sheath tumors) 13,101 0.25 (0.21-0.28) 1.31 (1.25-1.36) 4.16 (4.07-4.26) 5.12 (4.93-5.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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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부위 종양 (Tumors of Meninges) 43,572 0.18 (0.15-0.21) 1.68 (1.62-1.74) 12.55 (12.4-12.7) 30.60 (30.2-31.1) 

  수막종 (Meningioma) 41,438 0.11 (0.08-0.13) 1.33 (1.28-1.38) 11.95 (11.8-12.1) 30.00 (29.6-30.5) 

  중간엽 종양 (Mesenchymal tumors) 725 0.05 (0.03-0.07) 0.11 (0.10-0.13) 0.20 (0.18-0.22) 0.19 (0.15-0.22) 

  원발성 멜라닌세포성 종양 (Primary melanocytic lesions) 58 0.01 (0.00-0.01) 0.01 (0.00-0.01) 0.02 (0.01-0.02) 0.02 (0.01-0.03) 

  기타 수막과 연관된 종양(Other neoplasms related to the 

meninges) 
1,351 0.02 (0.01-0.04) 0.23 (0.21-0.25) 0.38 (0.35-0.40) 0.40 (0.35-0.45) 

림프종 및 조혈세포성 종양 (Lymphomas and 

Hematopoietic Neoplasms) 
2,033 0.07 (0.05-0.09) 0.09 (0.07-0.10) 0.53 (0.49-0.56) 1.50 (1.40-1.60) 

  림프종 (Lymphoma) 1,942 0.02 (0.01-0.03) 0.07 (0.06-0.08) 0.52 (0.49-0.55) 1.49 (1.39-1.59) 

  기타 조혈세포성 종양 (Other hematopoietic neopla 는) 
91 0.05 (0.04-0.07) 0.02 (0.01-0.02) 0.01 (0.00-0.01) 0.01 (0.00-0.01) 

종자세포종양 및 낭종 (Germ cell tumors and cysts) 1,083 0.50 (0.45-0.55) 0.30 (0.28-0.33) 0.06 (0.05-0.07) 0.04 (0.02-0.05) 

  종자세포종양, 낭종 및 이소성 병변 (germ cell tumors, 

cysts and heterotopias) 
1,083 0.50 (0.45-0.55) 0.30 (0.28-0.33) 0.06 (0.05-0.07) 0.04 (0.02-0.05) 

안장부위 종양 (Tumors of sellar region) 24,250 0.57 (0.52-0.63) 4.09 (4.00-4.19) 6.51 (6.39-6.63) 7.71 (7.49-7.94) 

  뇌하수체 종양 (Tumors of the pituitary) 22,751 0.31 (0.27-0.35) 3.87 (3.78-3.96) 6.15 (6.03-6.26) 7.33 (7.11-7.55) 

  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1,499 0.27 (0.23-0.30) 0.22 (0.20-0.24) 0.36 (0.34-0.39) 0.39 (0.33-0.44) 

미분류 종양 (Unclassified Tumors) 14,991 1.01 (0.94-1.08) 1.55 (1.50-1.61) 3.52 (3.44-3.61) 8.61 (8.37-8.85) 

  혈관종 (Hemangioma) 3,418 0.26 (0.23-0.30) 0.52 (0.49-0.55) 0.98 (0.93-1.02) 0.83 (0.75-0.90) 

  명시되지 않은 신생물 (Neoplasm, unspecified) 11,458 0.74 (0.68-0.80) 1.03 (0.98-1.08) 2.53 (2.45-2.60) 7.67 (7.45-7.90) 

  기타 (All other) 115 0.01 (0.00-0.02) 0.00 (0.00-0.01) 0.02 (0.01-0.03) 0.11 (0.08-0.14) 

전체 (Total) 115,050 5.04 (4.88-5.20) 11.07 (10.9-11.2) 31.02 (30.8-31.3) 59.91 (59.3-60.6)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21,411 2.76 (2.64-2.87) 2.29 (2.22-2.36) 4.68 (4.58-4.78) 11.40 (11.1-11.7)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93,639 2.29 (2.18-2.39) 8.78 (8.64-8.91) 26.34 (26.1-26.57) 48.51 (47.94-49.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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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연령군별 가장 흔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을 표 4 에 

나타내었다. 미국에서 0~14 세 소아에서 가장 흔한 종양은 털모양별아교세포종 

(연령표준화 발병률, 1.02)이었고, 두번째로 흔한 종양은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연령표준화 발병률, 0.80)이었다.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배아종양 

(연령표준화 발병률, 0.69)이 가장 흔했고, 종자세포종양 (연령표준화 발병률, 

0.5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0~14 세 소아의 종자세포종양의 발병률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표준화 발병률: 0.50 

(95% 신뢰구간, 0.45–0.55) 대 0.22 (95% 신뢰구간, 0.20–0.24)]. 

15 세에서 39 세 사이의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는 뇌하수체 종양이 가장 

많았고, 수막종과 신경초종양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양국 간에 차이가 없었다.  

40 세 이상의 성인 및 노인에서는 교모세포종의 발병률이 한국에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연령표준화 발병률: 2.12 (95% 신뢰구간, 2.06–2.18) 대 6.95 

(95% 신뢰구간, 6.89–7.01)]. 

한국에서 남녀 발병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악성 혈관종이었으나 (남녀 

발병률 비율, 3.38),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남녀 간의 

발병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종양들 중에서 악성 

종자세포종은 남자에서 가장 높았고 (남녀 발병률 비율, 3.02), 반면에 양성 

수막종에서는 여자에서 더욱 흔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발병률 

비율, 0.33). 두 나라 사이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남녀 발병률 비율의 비교는 

그림 5 에 표시하였다.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남녀 발병률 비율은 일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간에 비슷하였다.   

 



 

 

 

표 4. 한국과 미국의 연령군에 따른 가장 흔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순위 

소아 (0-14 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 (15-39 세) 

 

성인 및 노인 (40 세 이상) 

조직학적 진단 비율 (95% 신뢰구간) a) 

 

조직학적 진단 비율 (95% 신뢰구간) 

 

조직학적 진단 비율 (95% 신뢰구간)  

한국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2007-2016 년) 

1 배아 종양 0.69 (0.63-0.75) 

 

뇌하수체 종양 3.87 (3.78-3.96) 

 

수막종 16.3 (16.1-16.4) 

2 종자세포종양, 낭종 및 이소성 병변 0.50 (0.45-0.55) 

 

수막종 1.33 (1.28-1.38) 

 

뇌하수체 종양 6.43 (6.33-6.53) 

3 털모양별아교세포종 0.40 (0.35-0.44) 

 

신경초종양 1.31 (1.25-1.36) 

 

신경초종양 4.39 (4.31-4.47) 

4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0.32 (0.28-0.36) 

 

혈관종 0.52 (0.49-0.55) 

 

교모세포종 2.12 (2.06-2.18) 

5 뇌하수체 종양 0.31 (0.27-0.35) 

 

교모세포종 0.34 (0.32-0.37) 

 

혈관종 0.94 (0.90-0.98) 

미국 중앙뇌종양등록체계(CBTRUS) 자료 (2012-2016 년) 

1 털모양별아교세포종 1.02 (0.98-1.06) 

 

뇌하수체 종양 3.82 (3.76-3.87) 

 

수막종 18.3 (18.2-18.4) 

2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0.80 (0.77-0.84) 

 

수막종 1.86 (1.82-1.90) 

 

교모세포종 6.95 (6.89-7.01) 

3 배아 종양 0.75 (0.72-0.78) 

 

신경초종양 1.03 (1.00-1.06) 

 

뇌하수체 종양 6.18 (6.13-6.24) 

4 

신경세포 종양 및 신경세포-

신경아교세포 혼합 종양 

0.42 (0.40-0.44) 

 

교모세포종 0.53 (0.51-0.55) 

 

신경초종양 3.68 (3.63-3.72) 

5 뇌하수체 종양 0.32 (0.30-0.34) 

 

털모양별아교세포종 0.44 (0.42-0.45) 

 

림프종 0.91 (0.89-0.93) 

CBTRUS, The Central Brain Tumor Registry of the United States 

a) 비율은 연령별 발병률의 비율을 의미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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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과 미국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남녀 발병률 비율의 비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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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양 발병률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발병률의 시간 경과에 따른 추이는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 각각의 연령군별 발병률에 

있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에는 전체 발병률에 있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 추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3.9%). 한국의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발병률의 10 년간 증가 추세는 미국에서의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증가 추세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2.2%)와 

비슷하였다. 반대로 미국에서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 추세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0.4%)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한국 발병률 추세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생존 예후 

생존 분석을 위해 총 11 만 5050 례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에서 11 만 

2133 례가 포함되었다.  표 5 에는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생존 결과를 

표시하였고, 표 6 에는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생존 결과를 표시하였다.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86.4%였고,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44.1%였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생존 예후가 더 좋았다 (5 년 상대생존율: 

45.8 % 대 42.6%).  5 년 상대생존율은 조직학적 진단별로 보면 

낮게는 12.1%에서 높게는 99.3%까지로 나타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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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세포종이 12.1%로 가장 낮았고, 악성 흑색소성 병변이 23.4%, 역형성 

별아교세포종이 26.2%, 림프종이 34.5%로 그 뒤를 이었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았다 (44.1% vs.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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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에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 

(Annual percent change, APC)를 연령대별로 나타냄.  

* 발병률에 대한 연간 백분율 변화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나타냄.



 

 

 

표 5.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1 년, 2 년, 5 년, 10 년 상대생존율 

   
상대생존율 (Relative survival rates) 

   
1 년 상대생존율 2 년 상대생존율 5 년 상대생존율 10 년 상대생존율 

조직군 (Histologic group) a)  성별 진단례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종자세포종양, 낭종 및 이소성 병변 (악성) 전체 737  95.4 (93.7-96.7) 92.8 (90.6-94.5) 89.4 (86.8-91.5) 86.8 (83.6-89.5) 

 
남자 573  95.7 (93.7-97.1) 92.4 (89.9-94.4) 89.2 (86.2-91.7) 87.4 (83.7-90.3) 

 
여자 164  94.6 (89.8-97.2) 94.0 (89.0-96.7) 89.8 (83.8-93.7) 85.1 (77.1-90.5) 

뇌실막 종양 (악성) 전체 884  94.9 (93.1-96.2) 91.4 (89.2-93.2) 83.3 (80.3-85.9) 81.2 (77.3-84.6) 

 
남자 457  94.6 (92.0-96.5) 90.5 (87.2-93.0) 79.4 (74.7-83.5) 77.3 (71.6-82.2) 

 
여자 427  95.1 (92.5-96.8) 92.4 (89.3-94.6) 87.3 (83.3-90.5) 85.3 (79.9-89.6) 

신경초종양 (악성) 전체 89  91.6 (83.4-96.1) 88.7 (79.7-94.2) 81.4 (70.1-89.3) 82.1 (69.9-90.7) 

 
남자 45  93.9 (81.2-98.4) 87.6 (73.3-94.9) 78.0 (60.6-89.1) 77.8 (58.8-90.6) 

 
여자 44  89.3 (75.4-95.9) 90.1 (76.0-96.6) 85.2 (68.5-94.4) 87.1 (70.0-96.4) 

희소돌기아교세포종 전체 749  94.0 (92.0-95.5) 88.2 (85.6-90.4) 78.6 (75.0-81.8) 67.7 (62.3-72.6) 

 
남자 388  95.3 (92.5-97.1) 88.5 (84.7-91.5) 78.5 (73.3-82.9) 70.7 (63.6-76.8) 

 
여자 361  92.6 (89.3-95.0) 87.9 (83.9-91.0) 78.7 (73.4-83.1) 64.5 (56.0-72.0) 

신경세포 종양 및 신경세포-신경아교세포 혼합 

종양 (악성) 
전체 203  86.8 (81.2-90.9) 78.6 (72.0-83.8) 70.5 (62.7-77.1) 56.7 (44.7-67.4) 

 
남자 115  88.6 (81.0-93.4) 79.7 (70.7-86.4) 75.1 (64.7-83.1) 59.4 (43.1-73.2) 

 
여자 88  84.4 (74.9-90.6) 77.1 (66.5-84.8) 64.5 (52.0-74.7) 53.2 (35.4-68.6) 

수막종 (악성) 전체 461  89.2 (85.8-92.0) 79.4 (75.1-83.2) 68.9 (63.4-73.9) 52.7 (43.8-61.2) 

 
남자 190  88.8 (83.0-93.0) 77.4 (70.1-83.4) 64.4 (55.3-72.6) 43.5 (28.9-58.2) 

 
여자 271  89.5 (85.0-92.9) 80.8 (75.1-85.4) 71.7 (64.8-77.9) 59.4 (49.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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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종양 전체 345  93.4 (90.1-95.6) 82.8 (78.3-86.5) 66.3 (60.4-71.5) 45.2 (35.1-54.9) 

 
남자 180  93.3 (88.4-96.3) 82.4 (75.8-87.4) 66.2 (58.0-73.3) 46.5 (33.0-59.1) 

 
여자 165  93.5 (88.4-96.4) 83.2 (76.4-88.1) 66.3 (57.7-73.7) 44.0 (29.4-57.8) 

배아 종양 (악성) 전체 720  80.4 (77.3-83.1) 68.1 (64.5-71.4) 56.4 (52.5-60.1) 50.3 (46.1-54.5) 

 
남자 415  81.3 (77.2-84.8) 67.3 (62.5-71.7) 56.9 (51.7-61.7) 50.9 (45.4-56.2) 

 
여자 305  79.1 (74.1-83.3) 69.1 (63.5-74.0) 55.7 (49.6-61.5) 49.5 (42.6-56.1) 

광범위별아교세포종 전체 1,174  84.8 (82.6-86.8) 72.2 (69.5-74.7) 55.7 (52.5-58.8) 42.3 (38.1-46.3) 

 
남자 668  85.6 (82.6-88.1) 73.3 (69.7-76.6) 57.1 (52.8-61.2) 38.9 (32.9-44.9) 

 
여자 506  83.8 (80.3-86.8) 70.7 (66.4-74.6) 53.8 (48.8-58.5) 46.0 (40.5-51.3) 

역형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 전체 577  87.0 (83.9-89.6) 71.5 (67.5-75.2) 52.0 (47.3-56.5) 35.1 (28.4-41.8) 

 
남자 309  85.5 (81.0-89.1) 68.3 (62.5-73.4) 46.0 (39.5-52.3) 31.1 (23.0-39.6) 

 
여자 268  88.7 (84.2-92.0) 75.2 (69.4-80.1) 58.6 (51.8-64.9) 39.4 (28.8-49.9)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전체 1,568  71.3 (68.9-73.5) 59.8 (57.2-62.3) 51.0 (48.2-53.7) 46.2 (42.7-49.5) 

 
남자 820  70.0 (66.6-73.0) 58.9 (55.3-62.3) 50.4 (46.6-54.2) 43.5 (38.6-48.4) 

 
여자 748  72.7 (69.3-75.8) 60.8 (57.1-64.3) 51.6 (47.6-55.5) 49.1 (44.4-53.6) 

림프종 전체 1,895  65.5 (63.3-67.6) 51.6 (49.2-53.9) 34.5 (32.0-37.0) 22.6 (19.3-26.1) 

 
남자 1,035  64.7 (61.6-67.6) 51.9 (48.6-55.0) 34.0 (30.6-37.3) 25.4 (21.5-29.5) 

 
여자 860  66.5 (63.2-69.6) 51.2 (47.7-54.6) 35.1 (31.5-38.9) 19.6 (14.6-25.1) 

역형성별아교세포종 전체 964  71.4 (68.4-74.2) 46.8 (43.5-50.0) 26.2 (23.1-29.4) 17.5 (14.2-21.1) 

 
남자 567  70.0 (65.9-73.6) 46.2 (41.9-50.4) 26.4 (22.3-30.6) 17.5 (13.0-22.7) 

 
여자 397  73.4 (68.7-77.5) 47.6 (42.5-52.6) 26.0 (21.3-30.9) 17.5 (12.8-22.9) 

원발성 멜라닌세포성 종양 (악성) 전체 37  60.0 (42.4-73.8) 37.4 (21.9-52.9) 23.4 (10.2-39.9) 24.6 (10.7-42.0) 

 
남자 21  67.1 (42.8-83.1) 47.7 (25.3-67.3) 22.4 (6.2-45.3) 24.1 (6.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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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16  50.5 (24.8-71.8) 23.6 (6.7-46.5) 24.0 (6.8-47.2) 24.3 (6.9-47.7) 

교모세포종 전체 5,754  59.3 (58.0-60.6) 30.4 (29.2-31.7) 12.1 (11.1-13.1) 6.6 (5.6-7.7) 

 
남자 3,148  57.7 (55.9-59.4) 27.6 (26.0-29.3) 10.3 (9.1-11.6) 5.0 (3.7-6.5) 

 
여자 2,606 61.2 (59.3-63.1) 33.8 (32.0-35.7) 14.2 (12.7-15.8) 8.4 (6.8-10.2) 

전체, 악성 종양 b) 전체 20,427 72.3 (71.7-72.9) 56.9 (56.2-57.6) 44.1 (43.3-44.8) 37.1 (36.2-38.1) 

 
남자 11,041  71.4 (70.6-72.3) 55.4 (54.4-56.3) 42.6 (41.5-43.6) 35.7 (34.5-37.0) 

 
여자 9,386  73.3 (72.4-74.2) 58.8 (57.8-59.8) 45.8 (44.7-46.9) 38.8 (37.4-40.2) 

a) 5 년 상대생존율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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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1 년, 2 년, 5 년, 10 년 상대생존율 

 
  상대생존율 (Relative survival rates) 

  
1 년 상대생존율 2 년 상대생존율 5 년 상대생존율 10 년 상대생존율 

조직군 (Histologic group) a 진단례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신경상피세포의 종양   15,770  76.3 (75.6-77.0) 59.7 (58.9-60.4) 46.4 (45.6-47.3) 39.6 (38.5-40.6) 

     악성 14,042  73.6 (72.8-74.3) 55.0 (54.2-55.9) 40.5 (39.6-41.4) 33.2 (32.1-34.3) 

     양성 1,728  98.2 (97.4-98.8) 97.1 (96.1-97.8) 94.5 (93.1-95.7) 91.5 (88.8-93.7) 

  털모양별아교세포종   673  97.1 (95.5-98.2) 95.5 (93.6-96.9) 93.8 (91.5-95.6) 92.6 (89.4-94.9) 

  광범위별아교세포종   1,174  84.8 (82.6-86.8) 72.2 (69.5-74.7) 55.7 (52.5-58.8) 42.3 (38.1-46.3) 

  역형성별아교세포종   964  71.4 (68.4-74.2) 46.8 (43.5-50.0) 26.2 (23.1-29.4) 17.5 (14.2-21.1) 

  특이 변형 별아교세포종  385  78.6 (74.0-82.4) 65.0 (59.8-69.6) 52.3 (46.7-57.5) 40.4 (32.7-47.9) 

     악성 305  72.9 (67.4-77.6) 55.6 (49.6-61.1) 39.7 (33.7-45.8) 24.2 (16.3-33.0) 

     양성 80  100.1 (-)a) 100.2 (-) 98.7 (89.3-100.1) 99.0 (89.6-100.4) 

  교모세포종   5,754  59.3 (58.0-60.6) 30.4 (29.2-31.7) 12.1 (11.1-13.1) 6.6 (5.6-7.7) 

  희소돌기아교세포종   749  94.0 (92.0-95.5) 88.2 (85.6-90.4) 78.6 (75.0-81.8) 67.7 (62.3-72.6) 

  역형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  577  87.0 (83.9-89.6) 71.5 (67.5-75.2) 52.0 (47.3-56.5) 35.1 (28.4-41.8) 

  희소돌기-별아교세포성 종양   345  93.4 (90.1-95.6) 82.8 (78.3-86.5) 66.3 (60.4-71.5) 45.2 (35.1-54.9) 

  뇌실막 종양   1,221  96.0 (94.7-97.0) 93.4 (91.7-94.7) 87.2 (84.8-89.3) 85.2 (8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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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884  94.9 (93.1-96.2) 91.4 (89.2-93.2) 83.3 (80.3-85.9) 81.2 (77.3-84.6) 

     양성 337  98.9 (96.8-99.7) 98.6 (96.3-99.7) 97.9 (94.7-99.8) 96.3 (90.2-99.8)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1,568  71.3 (68.9-73.5) 59.8 (57.2-62.3) 51.0 (48.2-53.7) 46.2 (42.7-49.5) 

  맥락총 종양   228  92.5 (88.2-95.4) 89.6 (84.6-93.1) 86.6 (80.7-90.9) 83.9 (76.1-89.8) 

     악성 -  - (-) - (-) - (-) - (-) 

     양성 194  95.8 (91.7-98.0) 95.1 (90.7-97.7) 92.8 (87.2-96.4) 90.8 (82.5-96.1) 

기타의 신경상피세포 종양 -  - (-) - (-) - (-) - (-) 

     악성 -  - (-) - (-) - (-) - (-) 

     양성 -  - (-) - (-) - (-) - (-) 

신경세포 종양 및 신경세포-신경아교세포 

혼합 종양 
1,132  96.3 (95.0-97.3) 93.6 (91.9-94.9) 89.9 (87.7-91.7) 85.1 (81.3-88.2) 

     악성 203  86.8 (81.2-90.9) 78.6 (72.0-83.8) 70.5 (62.7-77.1) 56.7 (44.7-67.4) 

     양성 929  98.3 (97.2-99.0) 96.8 (95.4-97.8) 94.0 (91.9-95.5) 90.6 (86.6-93.6) 

송과체 부위 종양 206  96.5 (92.8-98.4) 91.1 (85.9-94.5) 83.6 (76.5-88.9) 81.5 (73.4-87.7) 

     악성 80  95.4 (87.6-98.5) 83.0 (72.1-90.1) 68.7 (54.6-79.4) 62.5 (46.4-75.3) 

     양성 126  97.2 (92.1-99.2) 95.9 (90.2-98.6) 91.9 (83.5-96.6) 91.8 (82.5-97.2) 

배아 종양 762  81.5 (78.5-84.1) 69.7 (66.3-72.9) 58.4 (54.6-62.0) 52.4 (48.2-56.4) 

     악성 720  80.4 (77.3-83.1) 68.1 (64.5-71.4) 56.4 (52.5-60.1) 50.3 (46.1-54.5) 

     양성 -  - (-) - (-) - (-) - (-) 

뇌 및 척수 신경의 종양 12,604  99.3 (99.1-99.5) 99.4 (99.1-99.6) 99.1 (98.7-99.6) 99.4 (98.4-100.4) 

     악성 92  92.0 (84.0-96.3) 89.3 (80.5-94.6) 80.9 (69.6-88.9) 81.6 (6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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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12,512  99.4 (99.2-99.6) 99.5 (99.2-99.7) 99.3 (98.8-99.7) 99.6 (98.5-100.5) 

신경초종양 12,596  99.3 (99.1-99.5) 99.4 (99.1-99.6) 99.1 (98.7-99.6) 99.4 (98.4-100.4) 

     악성 89  91.6 (83.4-96.1) 88.7 (79.7-94.2) 81.4 (70.1-89.3) 82.1 (69.9-90.7) 

     양성 12,507  99.4 (99.2-99.6) 99.5 (99.2-99.7) 99.3 (98.8-99.7) 99.6 (98.5-100.5) 

 기타의 뇌 및 척수 신경의 종양 -  - (-) - (-) - (-) - (-) 

     악성 -  - (-) - (-) - (-) - (-) 

     양성 -  - (-) - (-) - (-) - (-) 

수막부위 종양 42,612  97.7 (97.5-97.9) 96.9 (96.7-97.2) 95.1 (94.7-95.4) 91.9 (91.1-92.7) 

     악성 
748  88.0 (85.3-90.2) 78.7 (75.4-81.7) 68.6 (64.5-72.4) 55.1 (48.5-61.3) 

     양성 41,864  97.9 (97.7-98.0) 97.3 (97.0-97.5) 95.6 (95.2-95.9) 92.6 (91.8-93.4) 

수막종 40,596  97.8 (97.6-98.0) 97.1 (96.9-97.3) 95.3 (94.9-95.7) 92.3 (91.4-93.1) 

     악성 461  89.2 (85.8-92.0) 79.4 (75.1-83.2) 68.9 (63.4-73.9) 52.7 (43.8-61.2) 

     양성 40,135  97.9 (97.7-98.1) 97.3 (97.1-97.5) 95.6 (95.2-96.0) 92.7 (91.9-93.5) 

중간엽 종양 661  96.5 (94.6-97.7) 94.8 (92.6-96.4) 92.0 (89.1-94.4) 83.1 (75.7-89.1) 

     악성 138  87.4 (80.6-92.1) 80.2 (72.2-86.1) 72.6 (63.4-80.0) 51.0 (30.8-68.7) 

     양성 523  98.9 (97.3-99.7) 98.6 (96.8-99.7) 97.2 (94.4-99.1) 91.5 (83.7-96.9) 

원발성 멜라닌세포성 종양 51  69.1 (54.4-80.1) 48.8 (34.3-62.0) 32.0 (18.0-47.1) 33.4 (18.8-49.2) 

     악성 -  - (-) - (-) - (-) - (-) 

     양성 -  - (-) - (-) - (-) - (-) 

기타 수막과 연관된 종양 1,304  96.1 (94.8-97.1) 95.0 (93.5-96.2) 92.7 (90.7-94.4) 88.2 (8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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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112  92.6 (85.7-96.4) 87.6 (79.6-92.8) 77.4 (67.6-84.8) 74.3 (63.6-82.7) 

     양성 1,192  96.4 (95.1-97.4) 95.7 (94.2-96.8) 94.3 (92.3-95.9) 89.6 (85.1-93.2) 

림프종 및 조혈세포성 종양 1,985  66.9 (64.7-69.0) 53.6 (51.3-55.8) 37.3 (34.8-39.7) 26.3 (23.0-29.6) 

     악성 1,982  66.8 (64.7-68.9) 53.5 (51.2-55.8) 37.1 (34.7-39.6) 26.1 (22.8-29.5) 

     양성 -  - (-) - (-) - (-) - (-) 

  림프종   1,895  65.5 (63.3-67.6) 51.6 (49.2-53.9) 34.5 (32.0-37.0) 22.6 (19.3-26.1) 

  기타 조혈세포성 종양   90  95.7 (88.7-98.5) 94.7 (87.4-97.9) 92.7 (84.4-96.9) 94.3 (85.9-98.5) 

     악성 87  95.5 (88.3-98.4) 94.5 (86.9-97.8) 92.3 (83.8-96.7) 93.6 (85.0-98.0) 

     양성 
-  - (-) - (-) - (-) - (-) 

종자세포종양 및 낭종 973  96.2 (94.8-97.3) 93.8 (92.1-95.2) 90.9 (88.8-92.7) 88.7 (85.9-90.9) 

종자세포종양, 낭종 및 이소성 병변 973  96.2 (94.8-97.3) 93.8 (92.1-95.2) 90.9 (88.8-92.7) 88.7 (85.9-90.9) 

     악성 737  95.4 (93.7-96.7) 92.8 (90.6-94.5) 89.4 (86.8-91.5) 86.8 (83.6-89.5) 

     양성 236  98.6 (95.8-99.6) 97.1 (93.7-98.8) 95.7 (91.6-98.2) 94.5 (88.4-98.1) 

안장부위 종양 24,049  98.5 (98.4-98.7) 98.3 (98.1-98.5) 97.5 (97.2-97.9) 96.2 (95.5-96.9) 

     악성 -  - (-) - (-) - (-) - (-) 

     양성 24,007  98.6 (98.4-98.7) 98.3 (98.1-98.5) 97.5 (97.2-97.9) 96.2 (95.6-96.9) 

뇌하수체 종양 22,595  98.8 (98.6-98.9) 98.6 (98.4-98.8) 98.1 (97.7-98.4) 97.0 (96.3-97.7) 

     악성 -  - (-) - (-) - (-) - (-) 

     양성 22,553  98.8 (98.6-98.9) 98.6 (98.4-98.8) 98.1 (97.7-98.4) 97.1 (96.4-97.7) 

두개인두종 1,454  95.2 (94.0-96.3) 93.1 (91.6-94.4) 89.2 (87.2-91.0) 84.0 (8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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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종양 14,140  86.7 (86.1-87.3) 84.6 (84.0-85.3) 81.9 (81.2-82.7) 80.3 (79.2-81.3) 

     악성 2,784  58.0 (56.1-59.9) 52.0 (50.0-53.9) 45.8 (43.8-47.9) 42.4 (40.0-44.9) 

     양성 11,356  93.6 (93.1-94.1) 92.5 (91.9-93.0) 90.7 (90.0-91.4) 89.6 (88.4-90.6) 

혈관종 3,380  99.3 (98.9-99.6) 99.2 (98.6-99.6) 98.0 (97.1-98.8) 97.2 (95.1-98.9) 

     악성 -  - (-) - (-) - (-) - (-) 

     양성 3,367  99.5 (99.1-99.8) 99.4 (98.8-99.7) 98.2 (97.3-99.0) 97.4 (95.3-99.0) 

명시되지 않은 신생물 10,647  82.7 (81.9-83.4) 80.1 (79.2-80.9) 77.0 (76.0-77.9) 75.4 (74.1-76.6) 

     악성 2,762  58.1 (56.1-59.9) 52.0 (50.0-53.9) 45.9 (43.8-47.9) 42.4 (40.0-44.9) 

     양성 7,885  91.1 (90.5-91.8) 89.7 (89.0-90.4) 87.7 (86.8-88.6) 86.7 (85.3-88.0) 

기타 (All other) 113  84.6 (76.0-90.6) 79.5 (69.8-86.8) 77.2 (66.2-86.0) 60.4 (35.7-81.5) 

     악성 -  - (-) - (-) - (-) - (-) 

     양성 104  87.1 (78.4-92.9) 81.5 (71.5-88.9) 80.3 (68.8-89.1) 62.5 (36.5-84.2) 

Total -  - (-) - (-) - (-) - (-) 

     악성 20,427  72.3 (71.7-72.9) 56.9 (56.2-57.6) 44.1 (43.3-44.8) 37.1 (36.2-38.1) 

     양성 91,706  97.7 (97.6-97.8) 97.2 (97.1-97.4) 96.0 (95.8-96.2) 94.2 (93.7-94.6) 

a) 진단례가 충분하지 않아서 상대생존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진단례가 50 례 이하인 경우 생존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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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등록 기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암등록본부의 10 년간의 국가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악성 종양 뿐만 아니라 양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역학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국의 결과를 

미국 자료와 비교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과 생존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연령군별로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약간 더 높았다.  

교모세포종의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3 배 정도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아 종자세포종양의 발병률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한국에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이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한국과 미국에서 

비슷했다 (연령표준화 발병률: 22.01 대 23.41). 하지만,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지역별, 대륙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 인구 

10 만명당 적게는 5.9 에서 많게는 23.4 까지 보고되어 왔다.2, 11-20  이전의 

185 개국의 암등록 정보를 종합한 보고에서는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남자에서는 10 만명당 3.9 명, 여자에서는 10 만명당 3.1 명이었다.21  

이 보고서에 포함된 185 개국 중에서 개발도상국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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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별로 암등록의 정성, 정량적 정도 관리의 

차이와 대상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것은 일관된 

사실이다 (연령 표준화 발병률: 미국, 7.1; 호주, 8.8; 한국, 4.3, 대만, 3.82; 이란, 

2.7).14, 15, 22 Sant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유럽 72 개 지역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령표준화 발병률은 인구 10 만명당  5.7 에서 11.0 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7.9 로 나타났다.13 서양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은 동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이란과 서아시아 

국가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대륙간 종양 발병률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인종, 생활방식, 환경, 유전적 요인 및 인구 

구성의 불균형 등을 그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령 표준화 발병률은 4.27 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섬주민 

(연령표준화 발병률, 4.25)과 흑인 (연령표준화 발병률, 4.48)의 발병률과 

비슷하였지만, 백인 (연령표준화 발병률, 7.58)과 히스패닉 (연령표준화 발병률, 

5.27)보다는 낮았다. Ward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섬 사람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보다 

통계적으로 백인들에 더 가까웠다.23 백인은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했지만, 위암과 간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에서 백인은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보다 발병률과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는 백인에서 흡연과 

비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활습관이라는 

측면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경우도 백인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특히 백인들에 비해 한국에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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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유를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종에 기초한 유전적 취약성의 차이도 잠재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 밝혀진 바는 많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환자의 비율을 매년 평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앙암등록본부의 이전 보고서를 통해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환자의 

비율을 유추할 수 있었다. 2005 년에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환자의 비율이 58%였고, 2010 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2%, 그리고 2013 년에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학적 확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4-6. 신경교종의 조직학적 확진율은 소폭 (2005 년, 

86%; 2010 년, 84%; 2013 년, 82%) 감소한 반면 수막종의 확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2005 년, 59%; 2010 년, 46%; 2013 년, 39%).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81%가 양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서의 조직학적 확진율의 감소는 주로 양성종양에서의 조직학적 확진율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대한 수술적 

제거술에 대한 적응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져왔다. 영상의학과 

방사선수술이 발전하면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크기가 작고 비교적 

성장속도가 느린 안정적인 종양들은 수술적 제거 없이 치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뇌종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사선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2007~2016 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시행 건수는 연간 3012 건에서 4996 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10 2020 년 6 월 시점에서 한국에는 39 개의 방사선 수술 전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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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Knife® : n=21, Cyberknife® : n=9, and Novalis Tx® : n=9)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나오는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 (LINAC)는 

대부분 방사선 수술이 가능한 (radiosurgery-compatible) 장비임을 고려할 때, 

한국 대부분의 암 치료 병원에서는 방사선 수술이 가능하다. 방사선 수술 장비의 

높은 보급률과 폭넓은 보험 헤택이 한국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조직학적 확진율 저하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양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 증가는 영상의학 

기법의 발전과 선별 검사 시행 횟수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7, 19 

종양에 대한 생존 예후는 조직학적 유형, 치료 방법, 그리고 의료 접근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악성 중추신경계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44.1%로 미국에서 2001 년부터 2015 년까지의 5 년 

상대생존율인 35.8%보다 높았다. Sant 외 등이 유럽의 24 개국 72 개 지역의 

암등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악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19.9%로 나타났다.13 지역별로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15.6%로 가장 낮았고 

북유럽이 25.1 로 가장 높았다.13 대만의 경우에는 14 가지 조직학적 유형에 대한 

5 년 상대생존율은 34.3%였고, 교모세포종은 5 년 상대생존율은 9.8%였다.15 

국가단위의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생존율을 보고하지 않은 몇몇 

나라들도 교모세포종에 대하여는 생존율을 보고하여 왔다. 교모세포종에 대한 

표준 치료인 Stupp 요법이 2005 년에 도입된 이후 진단된 교모세포종에 있어서 

오스트리아는 4 년 상대생존율을 1.0%로 보고하였고, 스웨덴에서는 5 년 

상대생존율을 5.4%로 보고하였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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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보다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생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한국 의료보험 가입률이 99% (미국의 경우는 84%)에 달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6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을 진단받은 대부분의 한국 환자들은 의료비의 5%만 지불한다. 

한국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서 생존 예후가 비교적 좋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모세포종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교모세포종은 중추신경계 종양 중에서 예후가 가장 불량하기 때문에, 

교모세포종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5 년 

상대생존율은 낮아진다. 미국의 모든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에서 

교모세포종의 비율은 한국의 두 배 가까이 된다 [48.3% (5 년간 122,569 례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 5 만 9,164 례) 대 27.1% (10 년간 

21,411 례의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 5,796 례)]. 또한 한국 

교모세포종의 5 년 상대생존율은 미국 (12.1% 대 6.8%)보다 높았다. 이러한 

상대생존율의 차이는 유전적 요인, 종양 유전학, 의료 접근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의 보고는 인종에 따른 

상대생존율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Thakkar 외 등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섬 사람들이 백인이나 흑인들보다 교모세포종의 생존 

예후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7 이는 유전적 요인이 

교모세포종의 생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경우는 교모세포종과 달리 미국에서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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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생존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일차성 멜라닌세포성 병변 

(28.9% 대 23.4%), 역형성별아교세포종 (30.2% 대 26.2%), 림프종 (35.3% 

대 34.5%), 그리고 상세불명의 악성 신경교종 (54.1% 대 51.0%)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5 년 생존율이 더 높았다. 비록 교모세포종 이외에 많은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은 생존 예후를 보였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교모세포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한국에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전체 생존 예후가 좋은 것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상세 불명 종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 (10.0%, 

115,050 명 중 11,458 명)이다. 미국에서는 상세 불명 종양 비율은 단 3.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추측 가능한 원인으로는 조직학적 확진율의 차이, 양성 

종양의 비율 차이, 그리고 영상의학적 확정진단에 대한 임상의들의 부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학적 확진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았다 (49.2% vs. 

56.3%). 하지만 한국에서 상세 불명 종양의 비율이 미국보다 3 배 가까이 높은 

것을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학적 확진율만으로는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 중에서 조직학적 진단의 비율이 낮은 양성 종양이 

한국에서 미국 (81% 대 70%) 보다 상대적으로 흔했던 것도 그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임상의들이 암 등록을 할 때 조직학적 확진이 안 된 

경우에는 영상의학적 진단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세 불명의 종양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직검사 없이 진단을 확정하는 것은 사보험, 진단에 따른 

보상과 연관되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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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수집하고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온화 방사선, 

생활습관, 호르몬, 전자기파 등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종간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과 생존 예후에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를 식별하는 연구도 아울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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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높은 신뢰도와 완전성을 갖춘 한국의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에 관한 한국의 역학적 특성과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의 결과를 미국의 중앙뇌종양등록체계의 자료와 

직접 비교하였다.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가장 주요한 역학적 특성은, 

한국에서 악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생존 

예후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발병률이 양국에서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증가 폭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들에 있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미국의 통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위험 

인자의 발견, 치료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연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평가하고 향후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보험 등의 암 관련 관리 정책의 사업 계획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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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ng Woo Song 

College of Medicine, Neurosurge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and survival outcomes in patients with primary central 

nervous system tumors (PCNSTs) in Korea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data of the United Stat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2007 to 2016, patients diagnosed with 

PCNSTs and registered with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KCCR)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used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of 

the Central Brain Tumor Registry of the United States (CBTRUS) to our 

analysis for direct comparison with United States data. 

The age-specific incidence rates,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s 

(ASRs), and male-to-female gender incidence rate ratios, annual 

percent change, and 5-year relative survival rates (RSRs) were 

calculated from the data of KCCR. An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ata from CB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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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115,050 PCNSTs were identified in a population of 

50.2 million in 2012, and the ASR of all tumors was 22.01 per 100,000 

individuals, which was lower than the 23.41 in the US. However, the ASR 

of malignant PCNSTs was significantly lower in Korea (4.27) than in the 

US (7.08). The most common histologic group was meningeal tumors, 

which was the same in both countries (ASR, 8.32 in Korea and 8.83 in 

the US). In Korea, sellar region tumors (ASR, 4.53) were the second 

most common histologic group while neuroepithelial tumors (ASR, 6.56) 

were the second most common group in the US. The 5-year RSR of all 

PCNSTs was 86.4%, and that of all malignant PCNSTs was 44.1%. The 

5-year RSR of malignant PCNSTs in Korea was higher than the 35.8% 

observed in the United States.   

 

Conclusion: Low incidence of malignant PCNSTs, increasing trend of 

non-malignant PCNSTs, and better survival outcomes of malignant 

PCNSTs were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in Korea 

 

Keywords: Epidemiology, Central nervous system tumors, Glioblastoma, 

Incidence rate,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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