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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슈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전재관

매년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이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9년
6명의 암전문가들(David Kayat, Peter Harper, James F. Holland, Gabriel N. Horobagyi, Lawrence
H. Einhorn, Sandra Swain)이 모여 암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에 중요한 보건·의학적 문제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국가 생산성에 대한 암의 영향을 다루는 새로운 선언문을
준비하였다. 20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새천년 암 퇴치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Cancer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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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Cancer for the New Millenium)에서 ‘암 퇴치를 위한 파리 선언문(the Charter of Paris Against

Cancer)’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전 세계 암 퇴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암 연구에 대한 지원, 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으로 고통 받는 모든 환자들의 존엄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고 선언문이 발표된 2월 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2월 4일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과 코이치로 마츠우라(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관에서 2월 4일을 ‘세계 암의 날’로 받아들이고 기념하여 선언문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국제암연맹(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 UICC)에서 암에 대한 공포, 무지, 자만심에 대항하는 국제사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 암의 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선언문 발표 이후로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 암 관련 연구의 도약,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 대중의 암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2019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암을 인류를 위협하는 10대 질환 중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이에 국제암연맹은 제20회 ‘세계 암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을 예방 가능한 암 사망을 줄이고 모든 암 환자들의 암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자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료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 개정된 「암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인 ‘암 예방의 날’이
있다. 우리나라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국민의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 의미를 두어 3월 21일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개발된 10가지 수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연, 균형 잡힌 식사, 음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하여 암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 수칙 개정을 통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하였고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매년 3월 21일에 서울과 12개 지역암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및 다양한
암 예방 관련 캠페인을 통하여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암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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