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환우의 암 추적기

2008년 가을, 일산 가족병원 건강 검진 
식도 끝과 위 입구에 지름 2.5㎝ 원형의 혹 발견, 조직검사 암세포 없음. 
일산병원에서 2번의 재검사, CT, 내시경 조직검사 했으나 가족병원과 같은 결과, 
조직검사 암세포 없음. 

병원 전원, 암센터 재검사 결과 동일. 
다만 초음파 내시경에서 혹에서 신생 혈관 여러 개 발견 → 암 의심

초음파 내시경 전문의 최일주 교수 소견 : 대장 내시경 이상 없음, CT상 모두 이
상 없음. 

류근원 교수의 수술 권장 → 수술 거부, 조직검사 암세포 없음. 
신촌 세브란스에서 2번의 재검사 → CT와 내시경, 암센터와 결과 동일. 

6개월 위궤양 치료 후 다시 검사 → 결과 동일, 조직검사 암세포 없음
노성훈 박사의 소견상 암 의심

일산 가족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4년간 계속 꾸준히 추적
검사를 함. 

2009년도 이상 없음. 
2010년도 이상 없음. 
2011년도 이상 없음. 
2012년도 가을 들어 몇 번 가벼운 복부 통증 
2013년도 초부터 중간중간에 심한 위궤양과 속 쓰림, 가끔 통증 발생. 
2013년도 8월 가족병원에서 내시경과 조직검사 이상 없음. 
다만 혹 주변에 심한 궤양 발생. 중간중간 통증 발생. 9월에 통증 심해짐
 
2013년도 9월 가족병원, 암센터에서 정밀검사 다시 받길 강력 권함. 
일산 암센터 PET, CT 검사,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 → 암세포 발견. 
CT에서 간암 발견. 

주치의 류근원 → 원발 암은 위암으로 결론, 수술 불가. 
1차 일산 암센터에서 수술포기 5년간 생존, 재검에서 원격 간 전이 확인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항암으로 생명 연장 중

2008년에 수술을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득보다 실이 많았을까?

당시 위 전절제를 해야 했고, 
암이 아닌 단순 혹이라도 제거 과정에서 위를 많이 다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식도 끝에 생긴 혹의 위치상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신생 혈관의 존재로 온몸에 암세포가 포진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만 잃어버리고 수술 후유증과 소화기 계통의 불규칙한 반응과 섭생에 
커다란 문제 발생으로 투병조차 못 할 상태였으리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위만 드러내고 전이된 암이 없었다면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혹에 이미 신생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다. 
이미 운명의 동전은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미련은 없다. 
소신에 의한 판단을 했고 더는 생각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길고도 긴 싸움의 여정이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다. 

그래도 왔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겠지. 

원발 암 소멸, 간의 30% 암세포 축소. 
생명이 걸린 목숨을 건 투쟁이고 치열한 투병의 연속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의 생명 연장이란 마지막 선물을 만들기 위해 
간절히 기원할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마음을 다잡자. 

▪ ▪ ▪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길고 긴 싸움이
2015.12.7. 오후 5시 30분에 마감되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