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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 여러분!

저희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여러분의 부인암 진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부인암 진료권고안을 2006년 1판 

발간을 시점으로 하여 2010년 2판, 2015년 3판을 개정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표적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PARP 억제제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치료제 출현과 최근 새로이 

업데이트된 부인암 관련한 많은 유전정보들이 부인암 치료 전략에 적용되면서 부인암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수술 영역에서도 새로운 3상 무작위임상시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암진료권고안 소위원회에서는 권고안 개정 작업을 2019년 1월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하였으며, 2020년 8월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종 공청회를 거친 후, 4판 진료권고안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번 개정판 진료권고안이 임상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장으로서 이번 개정판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암 치료 영역의 새로운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진료 권고안 개정 작업은 몇 년의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설 

작업으로 수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5년만에 개정판을 준비하다 보니, 지난 5년간의 많은 변화를 진료권고안에 수용하는데 부담도 되거니와, 과거의 

기존 작업을 통해 갖추었던 자료 분석의 노하우 및 경험을 충분히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회는 부인암진료권고안 소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에 부응하는 적절한 권고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의료가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정보를 분석하여 치료 전략을 세우는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임상에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앞둔 치료제 들의 최신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더 우수하고 내실 있는 권고안이 발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부인암 환자 진료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진료권고안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암진료권고안 소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과 학회 사무국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 김 승 철



머리말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최초의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2006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첫 개정판인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2.0은 2010년 7월에 발표되었으며, 이어서 2015년 11월에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3.0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암 진료권고안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개정안 발표와 마찬가지로 5년 만에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작업을 2019년 8월에 시작하여 2020년 8월 제 35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토론을 거친 후, 세 번째 개정판인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3.0에서 요청하였던 대로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권고 등급 체계와는 달리 

가독성을 높이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분류 방법인 5

등급 근거수준과 2등급 권고수준을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와 마찬가지로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Grading System의 분류 방법인 5

등급의 근거수준과 권고수준 분류 방법으로 변경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다수의 대규모 국제공동 

임상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MEDLINE 및 EM base 등의 data base를 모두 

검색함으로써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중심 진료권고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안은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의 미흡함이 일부 남아 

있으나, 이번에 발표하는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진료권고안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자부합니다.

진료권고안의 발간 목적은 최신의 의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근거중심의 진료 지침을 제시하여 검사와 

치료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료권고안은 진료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기에 편안하도록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료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에는 각 암종별로 본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의 영문판 진료권고안을 작성하여 학회지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작업 중에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부인종양 의사를 위한 부인암 진료권고안처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권고안을 부인종양학회에서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향후 부인암예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여 반드시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인암 치료의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와 기초 연구 

결과가 너무도 자주 발표되는 반면에 진료권고안의 개정 작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료권고안 

개정 작업은 새로운 의학적 결과가 발표됨과 함께 개정 작업이 시작되고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부인암진료권고안 소위원회에서는 수시로 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권고안의 완성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진료권고안 개정 작업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김승철 회장님, 김재원 전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괄간사로 활동한 김미선교수와 자궁경부암팀장 이근호교수, 자궁체부암팀장 김대연교수, 난소암팀장 장석준교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팀장 이택상교수 및 각 암종 간사,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소위원회 

위원장 김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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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진료는 의료기관의 사정이나 의료인의 선호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시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료 선진국의 경우, 학회 또는 정부 지원 기관에 의해 표준화된 진료권고안이 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국내 현실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05년 11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내에 진료권고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부터 진료권고안 작성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0여 차례의 소위원회 모임과 2006년 9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마련을 위한 합의도출 

회의를 거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과 노력이 응집된 부인암 진료권고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부인종양 분야 진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의 진료에 관여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각각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료권고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학회와 

함께 참여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핵의학회, 

한국임상암학회와 보건복지부 지원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병기별 치료 및 재발암에서의 치료를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고찰을 시행하였고, 권고안 내용에 각각의 권고 등급과 참고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는 앞으로 진료권고안 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근거 중심으로 새로운 자료를 평가하여 가능하면 매년 진료권고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부인암 진료권고안이 부인암을 진료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권고안이 

발표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진료권고안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여 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1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강 순 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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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의 필요성과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2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치료는 그 특성상 초기 치료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학회 차원의 공식적 진료권고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혹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방법의 초기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암 관련 진료에 대한 정보가 엄청난 양으로 제공되고, 치료 

양식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전문 의사에게조차 최신 지침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규모 무작위 임상 시험의 유용한 결과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진료 지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도 학회 

차원의 효율적 진료권고안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학회 차원의 자율적인 진료권고안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진료 관련 외부 기관의 타율적인 진료권고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종양학회 내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도출된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속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만이 국내 부인암 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학회 방침에 

따라 이번 진료권고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에 관련하여 특정 임상 상황의 진료에 있어 의료진이나 환자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며 환자 진료의 질 향상 이외에도 학회 회원에 대한 양질의 최신 의학 

정보 제공과 한국형 치료 모델 제시, 국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권고안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료권고안의 개발 못지않게 적절한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부인종양학회 회원들의 열정적 참여가 있을 때 본 진료권고안이 명실 상부한 국내 부인암 

환자의 진료권고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야로 본 진료권고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이번 진료권고안의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인암 진료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2006년 11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소위원회

위원장 김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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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 2.0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은 암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2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치료는 

그 특성상 초기 치료가 환자의생명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암 진료는 각의료기관 상황과 

의료인 선호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시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진단의학, 치료의학의 

급속한 발전과 암 관련 정보 제공의 활성화로 전문의사도 가장 최적 진료에 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의 유용한 결과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진료지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진료권고안의 계속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학회 차원의 자율적인 진료권고안 

개발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 관련 외부기관의 타율적인 진료권고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에서는 2005년 11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인종양 

회원과 관련학회의 도움을 받아 2006년 11월 및 2007년 3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1.0 및 1.1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발표된 수많은 새로운 임상결과 및 임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진료권고안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근거중심의 전문적 권고안 개발이 요구되어 대한의학회 산하 임상진료지침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version2.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에 관련하여 특정 임상 상황의 진료에 있어 의료진과 환자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근거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며 환자 진료의 질 향상 이외에도 학회 회원에 대한 

양질의 최신 의학 정보 제공과 한국형 치료 모델 제시, 국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는 이미 진료권고안 개발소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계속 활성화하여 규칙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근거 중심으로 평가하여 진료권고안을 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과 국민들에게 본 권고안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부인암 진료권고안이 부인암을 진료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권고안이 

개정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진료권고안 소위원회 위원님들, 대한의학회 및 관련 참여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7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이 응 수



머리말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 2.0

최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암 관련 진료에 대한 정보가 엄청난 양으로 제공되고 치료 

양식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전문의사도 가장 최적 진료에 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료권고안 요구가 증대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에서도 2005년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진료권고안 version1.1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음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국내 실정에 맞는 진료권고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되는 국내 보고가 거의 없었다. 둘째, 권고안 개발에 전문적 지식 없이 

만들었다. 셋째, 실제적인 문헌검색 작업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넷째, NCCN guideline에 

우리 의견을 첨가한 수준이었다.

이에 2009년 4월 대한부인종양ㆍ콜포스코피학회 산하의 진료권고안 개발소위원회 2기 소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약 15차례의 소위원모임과 2차례의 부인암 진료권고안 마련을 위한 합의 도출회의를 거쳐 

여러선생님들의 의견과 노력이 응집된 version 2.0의 새 부인암 진료권고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부분은 대한의학회 산하 임상진료지침위원회에서 지원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정과제로 권고안 개발의 전문적 접근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안형식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근거중심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권고안 작성 소위원 회에는 부인종양전문의뿐 아니라 대한의학회를 통해 

추천받은 관련학회위원(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비뇨생식영상의학회, 대한암학회 

및 한국임상암학회)들도 같이 동참하였고, 근거중심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문헌검색, 문헌평가, Grade Pro를 

이용한 근거 등급화 및 권고수준을 공동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권고안 중 난소암과 체부암 부분은 자궁경부암 

개발과 권고안 작성 방법은 같이하되 인력부족으로 약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본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병기별 치료, 추적검사 및 재발암에서의 치료를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ubmed(Medline)와 Cochrane library (Central)을 통한 근거 중심의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고, 권고안 내용에 각각의 근거표, 근거등급, 권고등급 및 참고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체계화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권고안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료권고안 개발 못지 않게 

적절한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부인종양학회 회원의 열성적 참여가 있을 때 본 

진료권고안이 명실 상부 국내 부인암 환자의 진료권고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야로 본 진료권고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진료권고안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인암 진료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소위원회

위원장 박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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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 및 부인암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선생님들께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부인암을 진료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일환으로 부인암진료권고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을 만들게 되어 알려드리며 부인암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2006년 1판에 이어, 2010년 2판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3판을 개정하여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판에 이어 최신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중심 권고안으로 국내에 발간된 

여러학회 권고안 중 가장 우수하고 내실 있게 작성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권고안도 같이 만들어 

백신투여에 대한 진료지침도 같이 배포하오니 진료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료권고안은 진료의 최신 

지침으로서 진료 오류나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의료를 근거중심의 자료로 바른길을 제시하고 진료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부인암에 대한 수술을 비롯한 진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으로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번 진료권고안 개정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혹시 개선사항이나 추후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일 년의 기간이 들었습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 김재원 위원장 및 

백신권고안 이재관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권고안 개정위원님들께 이러한 우수한 권고안 개정판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부인종양학회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여러 회원님들과 

유관학회 선생님들이 진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신지식 및 진료지침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 배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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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이미 굳어진 국제적인 표준인데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아쉽게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부인암학회, 유럽부인종양학회, 일본부인과종양학회는 모두 부인종양전공자 뿐 아니라 내과종양전공자, 

방사선종양전공자, 부인과병리전공자, 기초 연구자, 부인종양 전문 간호사, 완화의료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동등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있습니다. 미국부인종양학회도 2011년 학회 명칭을 바꾸면서 이를 

공식화하고 학회 문호를 개방하여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번 진료권고안 개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처지가 그대로 투영돼서 진정한 다학제 진료권고안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은 내내 아쉽습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음 번 진료권고안 개발 과정도 같은 정도로 발전하고 개발 과정 

자체가 타 아시아 국가 학회가 본받을 만한 수준으로올라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원회 위원 간에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료권고안 개정 작업은 성격상 몇 년의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설 작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자료 보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9~10년 사이에 진행된 제2판 작업 중간 결과물 

일부가 소실돼서 이 번 제3판 작업에 참조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분석 기술, 경험 유지, 전수 문제도 있습니다. 제3

판 작업을 근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새롭게 시작하는 일처럼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학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근거중심 진료권고안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나날이 빠르게 축적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진료권고안 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은 2006년 말 첫 진료권고안 발표 시점에서도 건의되었지만 아직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학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 진료권고안 개정 작업에서 귀중한 도움말과 지원을 주신 박상윤 전임 위원장, 배덕수 학회 회장, 김태중 

사무총장, 그리고 제1판에서는 난소암 간사, 제2판 및 제3판에서 연이어 총괄간사로 활동한 이정원 교수와 진료권고안 

개발 전문가인 고려대 김현정 교수, 연관 학회 참여 연구자, 각 암종 위원장, 간사, 각 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개정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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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소위원회 총괄간사

김 미 선

진료권고안 개발과정

1. 2019년 8월 1일

제4기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김용범(서울의대), 총괄간사 김미선(차의과대학)으로 

결정되었으며,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작업과 동시에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안 개발을 진행하기로 함. 부인암 3

개팀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안 1팀을 구성하고, 각 팀은 팀장 1명, 간사 1

명, 10명 내외의 팀원으로 구성하기로 함. 팀장은 자궁경부암 이근호(가톨릭의대), 자궁체부암 김대연(울산의대), 

난소암 장석준(아주의대), 그리고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이택상(서울의대) 교수로 위촉함. 최종 결성된 제4기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위원회 명단은 아래와 같음. 각 팀별 핵심질문(key question)은 10개 내외로 선정하기로 함. 관련학회 

·연구회로 대한진단검사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를 선정하고, 각각 관련학회·연구회에서 추천된 자문위원들이 개발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로 함.

개정된 진료권고안은 책자로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 파일로 제작하기로 함. 한글판 진료권고안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며, 영문판 진료권고안은 리뷰논문 형태로 작성하여 대한부인종양학회지에 게재하기로 

함. 각 출판물은 제3판 부인암 진료권고안 및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기로 함. 기존 제3판보다 가독성을 늘려 실제 임상진료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며, 개정된 한글판 진료권고안은 2020년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함.



Practice Guideline for Uterine Corpus Cancer  3

총  론

부인암 진료권고안(V4) / 자궁경부 조기검진안 개발 소위원회

회장: 김승철(이화의대)

부회장: 김영태(연세의대)

진료권고안 개정위원장: 김용범(서울의대)

총괄간사: 김미선(차의과대학)

사무총장: 서동훈(서울의대)

평가·자문위원: 김병기(성균관의대), 김재원(서울의대), 이정원(성균관의대)

대한진단검사학회: 김도훈(계명의대)

대한병리학회: 박지영(경북의대)

대한종양내과학회: 홍숙희(가톨릭의대)

대한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 허숙희(전남의대), 박성윤(성균관의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엄근용(서울의대), 김연주(강원의대)

대한핵의학회: 천기정(서울의대), 최준영(성균관의대)

팀   장 간   사 팀   원

자궁경부암 이근호(가톨릭의대) 이성종(가톨릭의대)

남은지(연세의대), 노재홍(서울의대)

박정열(울산의대), 송재윤(고려의대)

신소진(계명의대), 윤보성(차의과대학)

이산희(연세원주의대)

자궁체부암 김대연(울산의대) 송태종(성균관의대)

김주현(서울의대), 백민현(한림의대)

유헌종(충남의대), 이마리아(서울의대)

주원덕(차의과대학), 최민철(차의과대학)

난소암 장석준(아주의대) 임명철(국립암센터)

권병수(부산의대), 김윤환(이화의대)

김희승(서울의대), 백이선(성균관의대)

손주혁(아주의대), 어경진(연세의대)

이방현(인하의대), 이유영(성균관의대)

임소이(가천의대)

자궁경부 

조기검진
이택상(서울의대) 배재만(한양의대)

김미경(이화의대), 김태훈(서울의대)

민경진(고려의대), 심승혁(건국의대)

이정윤(연세의대), 장하균(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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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9월 16일

사전공지를 통하여 각 팀별 핵심질문을 1차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회의 당일 개정위원회 전체가 참석하여 핵심

질문 선정에 위한 논의를 진행함. 고려의대 김현정 교수를 초청하여 진료권고안 개정에 대한 총론 강의를 진행함. 이 

후 각 팀별 간사들이 1차 선정된 핵심질문을 전체위원에게 공유하고, 핵심질문 리뷰 및 수정을 진행함.

시간 내용 발표자

19:00-19:10 인사말 김용범(서울의대)

19:10-19:30 진료권고안 개정의 전반적인 개요 및 주안점 김현정(고려의대)

19:30-20:00 난소암 핵심질문 리뷰 임명철(국립암센터)

20:00-20:30 자궁경부암 핵심질문 리뷰 이성종(가톨릭의대)

20:30-21:00 자궁체부암 핵심질문 리뷰 송태종(성균관의대)

21:00-21:20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핵심질문 리뷰 배재만(한양의대)

21:20-21:.0 맺음말 김용범(서울의대)

3. 2019년 11월 20일

사전공지를 통하여 핵심질문에 대한 근거문헌 수집 및 검토 후, 근거분석에 대한 논의를 시행함. 근거문헌의 수

준에 따라 권고방식은 ‘근거기반’과 ‘합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임상진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근

거문헌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은 위원회 내 합의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권고사항을 도출해 내기

로 결정함. 합의과정의 모든 근거문헌은 권고안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기존의 근거기반 권고방식에서 합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수준과 권고수준의 단계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하기로 결정함.

제3판 기존 권고안
근거수준

A High-quality evidence

B Moderate-quality evidence

C Low-quality evidence

D Very low-quality evidence

E No evidence or difficult to analysis (단, 권위있는 전문가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나 보고 자료에서 얻은 근거)

권고수준

1 Strong

2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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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개정 권고안
근거수준

I
적절한 연구 디자인의 (bias 가능성 최소화) 대규모 무작위 배정연구 또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없는 무작위 배정연구들을 
분석한 메타연구를 적어도 1개 이상 근거로 할 때

II
소규모 무작위 배정연구 또는 연구 디자인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대규모 무작위 배정연구 또는 이질성을 가지는 메타연구를 
근거로 할 때

III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근거로 할 때

IV 후향적 코호트 연구 또는 환자-대조군 연구를 근거로 할 때

V 대조군이 없는 연구, 증례 보고, 전문가 제언(expert opinions)을 근거로 할 때

권고수준

A 상당한 임상적 이익을 포함한 효능에 대한 확실한 (strong) 근거가 있어, 강한 수준으로 권고될 때 (strongly recommended)

B
효능에 대한 확실하거나 보통의 (moderate) 근거가 있으나 제한된 임상적 이익으로, 대체적으로 권고될 때 (generally 
recommended)

C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insufficient) 위험/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없어, 선택적으로 권고될 때 (optional)

D 효능에 반대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통의 근거로, 대체적으로 권고되지 않을 때 (generally not recommended)

E 효능에 반대되거나 부작용에 대한 강한 근거로, 절대 권고되지 않을 때 (never recommended)

4. 2020년 2월 16일

최종 선정된 핵심질문들에 대해 합의도출을 위한 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함. 핵심질문에 대한 참고문헌, 근거

수준 및 권고수준을 참석자 모두가 충분히 공유한 뒤 총 20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핵

심질문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전체 합의율 80% 이상일 때 최종 합의된 권고사항으로 간주하기로 함. 

총 2개 핵심질문에 대한 추가투표가 있었으며, 이 후 자궁경부암 4개, 자궁체부암 6개, 난소암 8개, 그리고 자궁경

부암 조기검진 7개 핵심질문이 최종적으로 합의됨.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09:00-09:05 인사말 김용범(서울의대)

09:05-09:10 격려사 김승철(이화의대)

09:10-09:20 제4판 진료권고안 개정방안 김미선(차의과대학)

09:20-10:00 자궁경부암 KQ- 소개, 근거∙권고수준 1차 합의 이성종(가톨릭의대)

10:00-10:40 자궁체부암 KQ- 소개, 근거∙권고수준 1차 합의 송태종(성균관의대)

10:40-11:00 Break 　

11:00-11:40 난소암 KQ- 소개, 근거∙권고수준 1차 합의 임명철(국립암센터)

11:40-12:20 조기검진 KQ- 소개, 근거∙권고수준 1차 합의 배재만(한양의대)

12:20-13:00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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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4개팀 개별회의 (근거∙권고수준 조정) 　

14:00-14:20 자궁체부암 KQ- 근거∙권고수준 2차 합의 김대연(울산의대)

14:20-14:40 난소암 KQ- 근거∙권고수준 2차 합의 장석준(아주의대)

14:40-14:50 Break 　

14:50-15:10 조기검진 KQ- 근거∙권고수준 2차 합의 이택상(서울의대)

15:10-15:30 자궁경부암 KQ- 근거∙권고수준 2차 합의 이근호(가톨릭의대)

15:30-15:35 향후 개정관련 일정안내 김미선(차의과대학)

15:35-15:40 맺음말 김용범(서울의대)

5. 2020년 4월 10일

최종 합의된 권고사항에 대한 출판물 작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한글판 작성은 기존 제3판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여 각 암종별 개정사항 요약, 서론, 진단, 치료, 추적검사, 재발치료, 요약, 참고문헌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함. 

각 핵심질문에 대한 개별적 PICO와 참고문헌은 제시하되, 문헌검색과정, 문헌평가, 근거표는 합의방식으로 개정됨

에 따라 별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영문판의 경우 ESM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본문 중 해당 섹션에 포함되는 핵

심질문을 삽입하여 level of evidence, strength of recommendation, consensus를 작성하도록 함. 1차 초안은 각 

팀의 간사가 작성하기로 하며, 초안 작성 후 위원회 내부회람, 학술대회 발표, 외부 자문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6. 2020년 8월 1일 (제35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5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 E-conference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최종 합의된 핵심질문들이 전체 회원

대상으로 공표됨.

Session V Newly Revised KSGO Guideline 2020, 4th Edition 좌장: 김용범, 이종민

시간 내용 발표자

16:30-16:45 자궁경부암 이근호(가톨릭의대)

16:45-17:00 자궁체부암 김대연(울산의대)

17:00-17:15 난소암 장석준(아주의대)

17:15-17:30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이택상(서울의대)

17:30-17:40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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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의 범위와 목적설정

본 진료지침은 부인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체부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국내에

서 행하여지는 부인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분야의 진료의 표준화 및 그 수준의 향상에 있음.

-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체부암)의 체계적인 진단

-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체부암)의 일차치료로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의 적응증

-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체부암)의 재발에 대한 표준요법 및 추적 관찰에 관한 지침제공

-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대한 적용연령, 표준화된 검사방법 및 결과해석에 대한 지침제공

핵심질문 선정과정

각 팀별로 이전 권고안의 분석 및 개선해야 할 내용 파악, 최근 발표된 중용한 임상연구 결과, 대표적인 관련학회 진

료지침을 분석한 후 팀별 위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핵심질문(key question)을 선정하였음.

근거문헌 검색

해당 주제에 대한 팀장, 간사 및 팀원들의 검증절차를 통해 검색어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MEDLINE 및 EMbase을 통해 일차 자료를 검색하였음. 추가적으로 제3판 부인암 진료권고

안, ESMO 가이드라인, 2020년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 일본 부

인종양학회 가이드라인,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음.

근거수준 및 권고수준의 등급결정

근거수준의 등급결정은 핵심질문에 대한 개별연구의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연구결과 간의 일관성 및 연구대상 및 중

재 적용의 직접성, 출판 편견의 가능성, 연구결과의 정확성, 포함된 문헌의 질 평가에 따른 치우침(bias) 가능성을 

평가하여 5개의 근거수준으로 구분하였음.

권고수준의 등급결정은 근거수준을 기반으로 해당 중재의 적용대상, 위해, 편익, 사회적 개인적 비용, 환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5개의 권고수준으로 구분하였음. 권고 등급의 결정은 해당 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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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검토와 승인과정 (수정필요)

권고안 가안 작성 후 위원회 내부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함. 이후 대한부인종양학회 내 평가∙자문위원과 관련학

회∙연구회 자문위원에게 이메일로 검토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이견이나 변경요청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반영하였음.

진료지침의 적용 및 보급확산

상기 진료권고안은 부인종양학회 전 위원을 포함하여 부인암 일차진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산부인과 학회 회원들에게 

온라인 배포할 예정임. 또한 부인암 진료에 관여하는 관련학회위원에게도 함께 배포할 것임.

보급전략 및 방법

인쇄자료 배포: 없음.

-  온라인자료 배포 (PDF 파일): 2020년 11월 대한부인종양학회, 관련학회∙연구회 및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자료 

공재 예정

-  학회발표: 개정된 ‘제4판 부인암 진료권고안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안’영문판은 대한부인종양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를 통해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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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개정사항 요약

서론

[내용수정]

자궁경부암은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559,800건이 발생하였고, 311,300 명이 사망하여 여성암 중 

유방암, 대장암 및 폐암 다음으로 제 4위의 발생률과 제 4위의 사망률을 보였다.1 최근 선진국가들의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상당히 감소하였고, 효과적인 선별검사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 전체 자궁경부암의 85%가 발생하고 있다.2 2020년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 232,255건의 암이 발생하였고 여성암은 109,963건을 차지하였다. 

그 중 자궁경부암은 연 3,469건으로 여성 암 발생의 3.2%로 7위를 차지하였다.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15세-34세의 젊은 여성에서의 자궁 경부암의 발생률은 10만명당 5.1명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고, 갑상선, 유방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3

[내용수정]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TNM 분류방식과 FIGO 분류 방식이 존재하며, 본 권고안에서는 2018년에 개정된 

FIGO병기를 사용하였다(Table 2).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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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

FIGO에서 제시하는 자궁경부암의 병기결정 방법으로 질확대경 검사, 착공생검, 자궁경부 원추절제생검, 

방광경, 직장경 검사 외에 영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CT, MRI, PET, PET/CT9,10 등의 영상진단 또는 수술 조직의 

검사 결과는 2018 개정된 FIGO 병기에 반영될 수 있게 변경되었다.11

자궁경부암의 치료

[내용수정]

자궁경부암 환자 수술에서 골반림프절에 비해 감시 림프절 탐색은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병생존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19

[내용수정]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CCRT로 일차 치료받은 후 추가항암화학요법은 생존률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29,30

재발 자궁경부암의 치료

[추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Pembrolizumab)는 PD-L1 양성 또는 MSI-H/dMMR 

자궁경부암에서 2차 치료제로 기존 단일 항암화학요법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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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

[추가]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2) : 종양면역요법 추가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의 핵심질문

KQ1

질문
자궁경부암에서 최소침습 광범위자궁절제술은 개복 광범위자궁절제술과 유사한 
생존기간을 보이는가

권고사항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최소침습 광범위 자궁절제술이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에 
비해 짧은 무병생존 기간 및 생존기간을 보였으므로,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표준치료로 하며,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A

KQ2

질문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추가 약물치료요법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가

권고사항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으로 치료 후 추가 
약물치료요법은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근거가 아직은 제한적이어서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2C

KQ3

질문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는 치료 반응률을 향상시키는가

권고사항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Pembrolizumab)는 PD-L1 양성 또는 
MSI-H/dMMR 자궁경부암에서 2차 치료제로 기존 단일 항암화학요법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2C

KQ4

질문
자궁경부암 수술시 감시 림프절 탐색의 시행이 골반림프절 절제술과 유사한 
생존기간을 보이는가 

권고사항
자궁경부암 환자 수술에서 골반림프절에 비해 감시 림프절 탐색은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병생존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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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본문의 추가 사항

■ 조기 자궁경부암 치료:

•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최소침습 광범위 자궁절제술이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에 비해 짧은 무병생존 기간 

및 생존기간을 보였으므로,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표준치료로 하며,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A)

• 자궁경부암 환자 수술에서 골반림프절에 비해 감시 림프절 탐색은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병생존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2C)

■ 진행된 자궁경부암 치료:

•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으로 치료 후 추가 약물치료요법은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근거가 아직은 제한적이어서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2C)

■ 재발성 자궁경부암 치료: 

•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Pembrolizumab)는 PD-L1 양성 또는 MSI-H/dMMR 

자궁경부암에서 2차 치료제로 기존 단일 항암화학요법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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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궁경부암은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559,800건이 발생하였고, 311,300 명이 사망하여 여성암 중 

유방암, 대장암 및 폐암 다음으로 제 4위의 발생률과 제 4위의 사망률을 보였다.1 최근 선진국가들의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상당히 감소하였고, 효과적인 선별검사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 전체 자궁경부암의 85%가 발생하고 있다.2 2020년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 232,255건의 암이 발생하였고 여성암은 109,963건을 차지하였다. 

그 중 자궁경부암은 연 3,469건으로 여성 암 발생의 3.2%로 7위를 차지하였다.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15세-34세의 젊은 여성에서의 자궁 경부암의 발생률은 10만명당 5.1명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고, 갑상선, 유방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3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지속적인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이며 만성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율은 자궁경부암 빈도가 높은 국가에서 10-20%, 낮은 국가에서 

약 5-10%이다.4 우리나라의 감염율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15%로 보고되고 있다.5-8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에 대한 검사는 최근 선별 검사의 한 가지로서 이용되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2가, 4가, 9가 

HPV 예방백신이 임상에 사용 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수술 또는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과 같은 치료 후, 

I-II기의 조기 병기에서 80-90%, Ⅲ기의 경우 60%에서 완치율을 보이나 진행된 병기나 재발 시에는 아직도 

예후가 불량하다.

본 권고안은 ‘부인암진료권고안 V2.1, 2010’을 근간으로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진료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key questions 을 종양내과, 병리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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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도출하였으며, 부록 형식으로 근거/권고 수준을 함께 표기하여 

수록하였다. 본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에서는 대한병리학회 내 부인병리연구회 (Gynecological Pathology Study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GPSGKSP)가 추천한 병리조직학적 분류 (Table 1, Modified 

WHO classification)를 이용하였다.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TNM 분류방식과 FIGO 분류 방식이 존재하며, 본 

권고안에서는 2018년에 개정된 FIGO병기를 사용하였다(Table 2).

Table 1. Modified WHO classification of tumors of the uterine cervix by the Gynecological
Pathology Study Group of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A. Epithelial tumors
 · Squamous cell tumors and precursors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s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Squamous cell carcinoma, NOS
   Keratinizing
   Non-keratinizing
   Papillary
   Basaloid
   Warty
   Verrucous
   Squamotransitional
   Lymphoepithelioma-like
 · Glandular tumors and precursor
 Adenocarcinoma in situ
 Adenocarcinoma
   Endocervical adenocarcinoma, usual type
   Mucinous carcinoma, NOS
      Gastric type
      Intestinal type
      Signet-ring cell type
 Villoglandular carcinoma
 Endometrioid carcinoma
 Clear cell carcinoma
 Serous carcinoma
 Mesonephric carcinoma
 Adenonocarcinoma mixed with neuroendocrine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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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her epithelial tumors
 Adenosquamous carcinoma
   Glassy cell carcinoma
 Adenoid basal carcinoma
 Adenoid cystic carcin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
 · Neuroendocrine tumors
 Carcinoid tumor
 Atypical carcinoid tumor
 Small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B. Mesenchymal tumors
  Leiomyosarcoma
  Rhabdomyosarcoma
  Alveolar soft-part sarcoma
  Angiosarcoma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Liposarcoma
  Undifferentiated endocervical sarcoma
  Ewing sarcoma
C. Mixed epithelial and mesenchymal tumors
  Adenosarcoma
  Carcinosarcoma
D. Melanocytic tumors
  Malignant melanoma
E. Lymphoid and myeloid tumors
F. Secondary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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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GO 자궁경부암 병기 분류

병기 자궁경부암 소견

I 종양이 자궁경부에 국한.

IA 현미경적으로 종양의 침윤의 깊이 ＜5 mm

IA1 간질성 침윤의 깊이 ＜3 mm

IA2 간질성 침윤의 깊이 ≥3 mm, 그리고 ＜5 mm

IB 종양의 침윤의 깊이 ≥5 mm

IB1 종양의 최대 직경의 크기 ＜2 cm.

IB2 종양의 최대 직경의 크기 ≥2 cm, 그리고 ＜4 cm

IB3 종양의 최대 직경의 크기 ≥4 cm 

II 종양이 자궁 밖으로 진행, 질 원위부 1/3 및 골반벽까지 진행 안됨. 

IIA 종양이 질 근위부 3분의 2에 국한. 자궁방 침윤 없음. 

IIA1 종양의 최대 직경의 크기 ＜4 cm.

IIA2 종양의 최대 직경의 크기 ≥4 cm.

IIB 자궁방 침윤. 골반벽까지는 진행 안됨. 

III
종양이 질 원위부 1/3까지 진행, 그리고/또는 골반벽까지 진행 
수신증 또는 비기능성 신장
골반 (그리고/또는) 대동맥주위 림프절에 전이

IIIA 종양이 질 원위부 1/3 진행. 골반벽까지는 진행 안됨 

IIIB 종양이 골반벽까지 진행, (그리고/또는) 수신증 또는 비기능성 신장

IIIC 골반 (그리고/또는) 대동맥 주위 림프절에 전이, 종양의 크기와 진행과는 상관없음 

IIIC1 골반 림프절에만 전이

IIIC2 대동맥주위 림프절 전이

IV 종양이 골반 (true pelvis) 밖으로 진행, 또는 방광 또는 직장의 점막 침윤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경우) 

IVA 인접 골반장기 침윤 

IVB 원격 장기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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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궁경부암의 진단

자궁경부암은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질 분비물의 증가와 성교 후 출혈, 간헐적인 점상 출혈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세포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를 선별검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조직검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은 자궁경부 착공생검 (punch biopsy) 으로 침윤 깊이를 알기 힘들거나 

미세침윤 여부를 평가할 때 권장된다. FIGO병기 IA1는 기질침윤 3.0 mm 미만, IA2는 기질침윤 3.0 mm 이상 및 

5.0 mm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병리조직학적 진단 후에 기본 검사로서 혈액 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과 신기능검사를 포함한 

일반생화학검사), 요검사, 흉부X-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다. 현재 FIGO에서 제시하는 자궁경부암의 병기결정 

방법으로 질확대경 검사, 착공생검, 자궁경부 원추절제생검, 방광경, 직장경 검사 외에 영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CT, MRI, PET, PET/CT9,10 등의 영상진단 또는 수술 조직의 검사 결과는 2018 개정된 FIGO 병기에 반영될 수 

있게 변경되었다.11 

종양표지자인 SCC 항원은 편평상피세포암에서의 유용한 혈청 표지자이다. 치료 전 SCC 항원수치는 종양의 

병기, 크기, 자궁경부 침윤의 깊이, 림프혈관강 (lymph-vascular space) 침윤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 임상적 

결과 등과 관련이 있어 치료 전과 추적관찰 중에 SCCAg 등 종양표지자 측정을 시행할 수 있다.12

III. 자궁경부암의 치료

1. 일차치료

조기 자궁경부암의 경우, 일차 치료는 임상적 병기결정 후 수술 또는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병기 IA1 환자의 

경우 원추절제술 (conization) 또는 단순 자궁절제술(simple hysterectomy)을 시행할 수 있다.13 원추절제수술 

결과 절제면에 잔류 병변이 없고 림프혈관강 침윤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이 없을 경우 추적관찰하고, 

림프혈관강 침윤이 있거나 절제면 잔류 병변이 있을 경우, 원추절제술 재시행, 자궁절제술, 또는 제2형 광범위 

자궁절제술과 함께 골반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14-16 임신을 원하는 림프혈관강 침윤 양성인 IA1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단순자궁경부절제술 (simple trachelectomy) 또는 원추절제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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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helectomy)을 시행할 수 있다 병기 IA2 환자에서는 광범위 자궁절제술주2)과 골반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골반 방사선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임신을 원하는 IA2-IB1 환자에서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과 골반 림프절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17 최근 시행된 LACC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최소침습 광범위 자궁절제술이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에 비해 짧은 무병생존 기간 및 생존기간을 

보였으므로, 개복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표준치료로 하며,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18

조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개복외에도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신경보존광범위 자궁절제술(nerve-sparing radical hysterectomy)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2cm 이하의 

자궁경부암에서 자궁방 침범 및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제1형 자궁절제술 과 같은 비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병기 IB1 또는 IIA1의 환자들은 광범위 자궁절제술과 골반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대동맥주위 림프절 생검을 시행한다. 자궁경부암 환자 수술에서 골반림프절에 비해 감시 림프절 탐색은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병생존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의 후 시행할 수 있다.19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광범위 자궁절제술 대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 후 중등도 위험인자 (종양 크기가 큰 경우, 깊은 경부실질 침윤, 림프혈관강 침윤)가 2개 이상인 경우 골반 

방사선조사를 시행하는데, 골반방사선 조사보다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concurrent chemoradiation, CCRT)

이 더 좋은 치료방법인지에 대해서는 GOG-0263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www.gog.org). 수술 

후 고위험인자 (절제면 양성, 림프절 전이, 자궁방 침윤)가 있을 경우 CCRT를 시행하고 절제면 양성 소견이 있을 

경우 근접조사를 시행한다.20 

병기 IB2-IIA2 환자의 경우, cisplatin을 기반으로 하는 CCRT를 시행할 수 있다.21,22 이 경우, CCRT 후 보조적 

자궁절제술 혹은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임상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병기 IB2와 

IIA2에서 광범위 자궁절제술 후 선택적인 추가치료는 CCRT와 유사한 생존율을 보이므로,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광범위 자궁절제술과 CCRT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광범위 자궁절제술 병합치료가 

방사선치료 혹은 수술 단독군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높은 5년 생존율이 보고되었다.21,23,2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선행항암화학요법후 자궁절제술 병합요법과 CCRT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 3상 연구가 병기 IB2-II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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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시행중이다 (EORTC 55994). EORTC의 3상 무작위 임상시험은 추후 임상 시험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https://www.eortc.org/blog/2019/06/03/defining-the-best-treatment-for-locally-advanced-

cervical-cancer).

병기 IIB 이상, IVA 이하의 자궁경부암의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대동맥 림프절 침윤 여부 평가가 중요하다. 

복막외 또는 복강경하 림프절절제술 등의 수술적 방법을 이용한 평가가 정확하므로 추천되어지나, 각 임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CT/MRI/PET을 이용한 영상 검사를 통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25 대동맥 림프절이 음성일 경우, 

골반 CCRT를 시행하고,22 양성일 경우 골반 및 대동맥 주위 CCRT를 시행하여야 한다. 

병기 IVB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요법 (systemic therapy) 및 환자에 따라 적절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본 진료권고안에서 추천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부방사선치료와 근접치료 시 3차원적 설계를 

이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종양을 포함하고 정상조직의 피폭을 줄일 수 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MRT)는 

종양조직에는 많은 방사선양을 주면서도 정상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준 방사선치료에 비해 유사한 

재발율 및 생존율을 보이면서 방광 및 장 관련 합병증을 줄이므로, 일차치료로 시행할 수 있다. 질 하방 1/3에 있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서혜부 림프절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강내치료 (intracavitary)는 침윤성 자궁경부암에서 

필수적인 치료방법이며, 조직내 (interstitial) 근접치료는 자궁주위조직의 종양침윤이 심한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특히 IIIB 이상의 진행성 병기에서 중요하다.

방광, 직장 및 결장과 같은 정상 주변 조직으로의 방사선 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조사영역축소 후 추가조사 

(coned-down shaped boost field)는 골반림프절 침윤과 자궁주위조직의 침윤이 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개별화된 중앙차단기술 (individualized central blocking techniques)을 사용하여 강내 근접치료로부터 고용량 

부위에 포함되었던 소장, 직장 및 방광을 보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방사선치료 과정은 8주 이내에 마치는 것이 

권장되며 방사선치료 시작 후 방사선치료를 지연하거나 또는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골반 외 전이가 

확인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5개의 무작위 3상 임상연구에서 cisplatin을 기반으로 한 CCRT 

치료군이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였다.26 따라서,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일차치료로 cisplatin을 

기반으로 한 CCRT를 시행한다. CCRT 관련 현재 추천되는 용법은 cisplatin 단독으로 매주 투여하거나 cisplatin

과 5-FU를 병용하여 매 3-4주마다 투여하는 것이다. 최근 paclitaxel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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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paclitaxel 기반 CCRT도 고려될 수 있다.27-28 CCRT에서 적절한 방사선치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필요하다. 대동맥주위림프절에 전이가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서 골반방사선치료에 더해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동맥주위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CCRT로 일차 

치료받은 후 추가항암화학요법은 생존률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29,30 단순 자궁절제술 후 침윤성 자궁경부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권고안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병력 청취, 신체검사, 기본검사 외에 CT, MRI, PET 등의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병기 IB2 이상에서는 방광경, 직장경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병리소견상 병기 IA1 

환자에서는 추적 검사만을 시행하며, 림프혈관강 침윤이 있는 병기 IA1환자와 IA2 이상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계획은 수술 절제면의 상태와 영상진단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절제면이 양성이고 영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개별화된 근접조사를 포함한 CCRT가 권고된다. 병기 IA2 이상에서 절제면 및 영상 검사상 전이 음성이면 

① 골반 및 근접 방사선조사를 단독 또는 cisplatin을 기반으로 한 항암화학요법과 병합하거나 ② 자궁방 절제술 

(parametrectomy) 및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절제면 양성, 잔류 병변, 혹은 영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 근접조사를 포함한 CCRT가 권고된다. 자궁방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 이후에 자궁방 절제면이나 

림프절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CCRT가 권고된다.

2. 추적 관찰

환자의 추적관찰은 처음 2년간은 3-4개월 간격, 다음 3년 동안은 매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상적인 상태 및 환경에 따라서 조절하여야 한다. 매 방문 시 마다 병력 청취와 골반 진찰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자궁경부세포검사는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매번 방문 시 시행할 수 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실험실 검사, 골반/복부/흉부 CT, MRI, PET 등 영상진단 및 종양 표지자 검사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31 PET/CT는 고식적인 영상검사로 재발이 발견되지 않거나 재발 여부가 불명확 

경우, 또는 재발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적관찰 중에 질 확장기 (dilator)의 사용은 방사선치료 후 질 

협착으로 인한 추적검사의 정확도 감소 및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된다.



14  Practice Guideline for Uterine Cervical Cancer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IV. 재발 자궁경부암의 치료

자궁경부암의 재발은 일반적으로 영상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선택적인 경우 침습적 방법을 이용하여 

확진한다.

1. 골반내 재발, 국소재발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CCRT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접조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한다.32 반면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골반 장기 적출술 (pelvic exenteration)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33 

경우에 따라 방사선 재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34-36

2. 골반외 재발

골반외 (extrapelvic) 재발, 대동맥 주위 림프절 재발, 다발성 재발, 혹은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재발이 있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지지 요법을 시행하되, 고립성 (isolated) 재발은 선택적으로 항암화학요법, 수술적 절제, 

방사선치료, 또는 CCRT를 고려할 수 있다.37,38

구제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치료나 골반 장기 적출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재발 환자에게 권장된다. 재발 

및 전이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일차 항암치료로 Cisplatin-doublet이 권장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cisplatin 단독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Cisplatin과 병용투여제로는 paclitaxel을 권장하며, 이외 병용투여로 효과가 

제시되고 있는 제제는 현재 topotecan, gemcitabine 등이 있다. 본진료권고안에서 추천하는 항암화학요법의 

약제들은 Table 3과 같다. 재발 및 전이된 자궁경부암에대한 2차 치료 약제로는 Bevacizumab,30 Ifosfamide,33 

Topotecan,37 Irinotecan,38-40 Mitomycin,39 Gemcitabine,41 5-FU(adenocarcinoma)42,43과 같은 약제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항암치료 시 bevacizumab을 병행하면 사망률이 29% 감소한다. 난치성 자궁경부암 환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완화요법, 통증 요법 및 정신적 지지요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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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Pembrolizumab)는 PD-L1 양성 또는 MSI-H/dMMR 

자궁경부암에서 2차 치료제로 기존 단일 항암화학요법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2C)

Table 3. 재발성 혹은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사용되는 전신요법

(First line therapy)
 · Cisplatin + paclitaxel + bevacizumab
 · Cisplatin + paclitaxel35-39

 · Cisplatin + topotecan + bevacizumab
 · Cisplatn + topotecan39-41

 · Cisplatin42,43 (preferred as a single agent)
 · Cisplatin + vinorelbine39,44,45

 · Cisplatin + gemcitabine5,46,47

 · Cisplatin + ifosfamide5,48-50

 · Caboplatin + paclitaxel51-54

 · Carboplatin55-57

 · Paclitaxel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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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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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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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자궁경부암 권고안의 핵심질문 및 PICO*

* PICO: Population (P), Intervention or indicator (I), Comparator (C), Outcome (O)

KQ-1.  자궁경부암에서 최소침습 광범위자궁절제술은 개복 광범위자궁절제술과 유사한 생존기간을 보이는가

 P: Cervical cancer

 I: Radical hysterectomy

 C: None

 O: Survival or recurrence or morbidity

근거문헌:  

1.  Ramirez PT et al. Minimally Invasive versus Abdominal Radical Hysterectomy for Cervical Cancer. 

N Engl J Med. 2018 Nov 15;379(20):1895-1904.

KQ-2.  국소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추가 약물치료요법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가

 P: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I: Adjuvant chemotherapy

 C: Concurrent chemoradiation

 O: Survival or complication

근거문헌:  

1.  Tangjitgamol et al.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oncurrent chemoradiation for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4 Dec 3;(12)

2.   Tangjitgamol et a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concurrent chemoradiation versus 

concurrent chemoradiation followed by adjuvant chemotherapy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patients: ACTLACC trial. J Gynecol Oncol. 2019 Jul;30(4):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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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면역치료는 치료 반응률을 향상시키는가

 P: Cervical cancer

 I: Immunotherapy

 C: NoneO: Response rate

근거문헌:  

1.  Chung HC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Pembrolizumab in Previously Treated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From the Phase II KEYNOTE-158 Study. J Clin Oncol. 2019 Jun 10;37(17):1470-

1478.

KQ-4. 자궁경부암 수술시 감시 림프절 탐색의 시행이 골반림프절 절제술과 유사한 생존기간을 보이는가

 P: Cervical cancer

 I: Sentinel lymph node mapping

 C: Pelvic lymphadenectomy

 O: Morbidity or Survival

근거문헌: 

1.   Cibula D et al. Sentinel lymph node (SLN) concept in cervical cancer: Current limitations and 

unanswered questions. Gynecol Oncol. 2019 Jan;152(1):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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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V4.0의 
개정사항 요약

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v4.0의 핵심질문

KQ 1

질문 저위험군 자궁내막암 환자의 병기설정술에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저위험군 자궁내막암 환자의 수술시 골반림프절 절제술의 시행여부 따른 재발율과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가능하다.

권고수준 1B

KQ 2

질문
조기 자궁내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sentinel lymph node mapping) 은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조기 자궁내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과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의 재발율 및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감시림프절생검술로 대체할 수 있다.

권고수준 2B

KQ 3

질문
진행성 (stage III or IVA) 자궁내막암의 수술 후 치료로서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 
단독요법보다 효과적인가?

권고사항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단독요법에 비해 재발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항암방사선요법이 권고된다.

권고수준 1B

KQ 4

질문
자궁내막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1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수술 후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은 재발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2B

KQ 5

질문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 치료에서 림프절절제술이 필요한가?

권고사항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leiomyosarcoma, endometrial stromal 
sarcoma)의 수술 시 림프절절제술의 시행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권고수준 4B

KQ 6

질문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가 필요한가?

권고사항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IHC and/or MS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에게서만 검사하는 것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 따라서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권고수준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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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V4.0의 본문의 추가 및 변경 사항

서론

[추가] 대부분의 자궁내막암은 산발성 변이 (sporadic mutations)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 자궁내막암의 

약 5%의 환자는 유전성 변이 (genetic mutations)에 의해 발생하며 산발성 암보다 10 ~20년 일찍 발병한다. 

유전성 변이의 선별검진 (예를 들면, Lynch syndrome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은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50세 이하에서 발병한 경우는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3-

6]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소인 (Lynch syndrome 등)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종양에서 결함이 있는 DNA 

mismatch repair (MMR)에 대한 찾기 위해 immunohistochemistry (IHC) and/or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검사를 시행해왔다. 이는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IHC and/or MS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에게서만 검사하는 것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권고수준 4B) NCCN guideline에서도 모든 자궁내막암 및 대장암 

환자에서 DNA MMR에 대한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내용 수정] 본 개정 권고안에는 2009년 초에 개정된 FIGO 병기 분류를 적용하였다.➞ (Table 2) 본 개정 

권고안에는 2017년에 개정된 FIGO 병기 분류를 적용하였다. (Table 2).

[내용 수정] Table 2를 2017년 개정된 FIGO staging system에 맞게 수정함

자궁내막암

◼ 일차 치료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의 일차 치료

[내용 수정, 근거수준 변경]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자궁에 국한된 자궁내막암 

환자 대부분의 병기설정에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등급의 자궁내막에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얕은 자궁근층 침윤을 보이는 제 1병기 자궁내막양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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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서 림프절절제술을 생략할 수 있다. (권고수준 2A) ➞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저위험군 

자궁내막암 (저등급의 자궁내막에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얕은 자궁근층 침윤을 보이는 제 1병기 자궁내막양암) 

환자의 수술시 골반림프절 절제술의 시행여부 따른 재발율과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가능하다. (권고수준 1B)

[추가]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로 볼 때 조기 자궁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sentinel lymph node mapping)과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의 재발율 및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감시림프절생검술은 대체할 수 있다. (권고수준 2B)

[추가] 병기 1기의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수술 후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은 재발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1B)

◼ 수술 후 보조 치료

진행된 자궁내막암에서 수술 후 보조 치료

[내용수정,  근거수준 변경] 병기 III, IV 환자의 경우 grade에 상관없이 항암화학요법을 기본으로 하여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2C, 근거표 5) ➞ 병기 III, IV 환자의 경우, 

PORTEC-3연구에 따르면,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단독요법에 비해 재발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방사선 단독요법보다는 항암방사선요법이 보다 추천된다 (권고수준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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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육종

◼ 진단검사

[내용수정] 자궁육종의 병기는 2009년 새로이 개정된 세가지 조직학적 아형에 따른 자궁육종의 FIGO 병기가 

제정되어 본 진료권고안에 적용되었다.(Table 5) ➞ 자궁육종의 병기는 2018년 새로이 개정된 자궁육종의 FIGO 

병기가 제정되어 본 진료권고안에 적용되었다.(Table 5)

[내용수정] Table 5를 2018에 개정된 FIGO staging에 맞게 수정함.

◼ 일차 치료

조직검사 또는 종양절제술 후에 진단된 자궁육종 환자 및 임상적으로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환자의 일차 치료

[추가] 기존 문헌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leiomyosarcoma, endometrial stromal 

sarcoma)의 수술 시 림프 절절제술의 시행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권고수준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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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I. 서 론

자궁체부암은 자궁에서 발생하는 암 중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암을 총칭한다. 자궁체부암은 병리조직학적으로 

크게 자궁내막암과 자궁육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궁내막암이 대부분이고 자궁육종은 전체 자궁체부암의 

2-6%를 차지하는 드문 형태의 암이다. [1]

우리 나라에서는 자궁체부암은 그 발생빈도가 서구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2] 최근 그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2015년 발표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2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2년 1,979명의 

신환이 발생하여 1991년의 132건, 2002년의 927건에 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자궁내막암은 대다수의 환자가 조기에 진단되어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되는 약 20%의 환자 및 조기 진단 환자 중 일부 재발 고위험군에서는 다양한 수술 후 보조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어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자궁내막암은 산발성 변이(sporadic mutations)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 자궁내막암의 약 

5%의 환자는 유전성 변이 (genetic mutations)에 의해 발생하며 산발성 암보다 10-20년 일찍 발병한다. [3] 

유전성 변이의 선별검진 (예를 들면, Lynch syndrome /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은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50세 이하에서 발병한 경우는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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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소인(Lynch syndrome 등)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종양에서 결함이 있는 DNA 

mismatch repair (MMR)에 대한 찾기 위해 immunohistochemistry (IHC) and/or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검사를 시행해왔다. [3, 5, 7-11]  이는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IHC and/or MS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에게서만 검사하는 것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3, 5, 6, 12] 따라서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권고수준 4B) NCCN guideline에서도 

모든 자궁내막암 및 대장암 환자에서 DNA MMR에 대한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자궁육종은 수술 전 진단이 어렵고 그 진행이 빠를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치료법의 시도에 반응성이 낮아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낮은 발병률로 인하여 다양한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적인 진료 지침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Table 1. Modified WHO classification of tumors of the uterine corpus by the Gynecological
Pathology Study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A. Epithelial tumors and precursors
 · Precursors
 Hyperplasia without atypia
 Atypical hyperplasia/ endometrioid
 intraepithelial neoplasia
 · Endometrial carcinomas
 Endometrioid carcinoma
 Mucinous carcinoma
 Serous endometrial intraepithelial carcinoma
 Serous carcinoma
 Clear cell carcinoma
 Neuroendocrine tumors
    Carcinoid tumor
    Small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Mixed cell adenocarcin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
 Dedifferentiated carcinoma

B. Mesenchymal tumors
 ·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 Leiomyosarcoma
 · Endometrial stromal and related tumors
 Low-grade endometrial stromal sarcoma
 High-grade endometrial stromal sarcoma
 Undifferentiated uterine sarcoma
 Uterine tumor resembling ovarian sex cord
   tumor
 · Miscellaneous mesenchymal tumors
 Rhabdomyosarcoma
 Perivascular epithelioid cell tumor
C. Mixed epithelial and mesenchymal tumors
 · Adenosarcoma
 · Carcinosarcoma
D. Lymphoid and myeloid tumors
E. Secondary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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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궁체부암 권고안에서 병리조직학적 분류는 대한병리학회 내 산부인과병리연구회(Gynecological Pathology 

Study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가 추천한 병리조직학적 분류 (Table 1, 수정 WHO 분류)를 

이용하였다. 자궁내막암의 병기는 TNM 분류 방식과 FIGO 수술 병기 분류방식이 있다. 본 개정 권고안에는 2017

년에 개정된 FIGO 병기 분류를 적용하였다. (Table 2)

본 권고안은 ‘부인암진료권고안 V3.0, 2016’을 근간으로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진료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논점들(key questions)을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도출하여, 논문 검색과 문헌 평가 

과정, 권고/근거 수준을 함께 표기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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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궁내막암

1 .진단 검사

자궁내막암 환자의 대부분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폐경 후 여성에서의 질 출혈, 폐경 전 

여성이라면 월경 과다나 월경 기간 이외의 부정기 출혈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폐경 전 여성에서 부정기 출혈은 

여러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고, 폐경 후 여성이라도 자궁내막암이 질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지는 

못하나, [13]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내원 시에는 항상 자궁내막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

자궁내막암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여성에서는 일단 자세한 병력청취를 통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자궁내막암의 위험도는 개개인이 갖는 위험인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낮은 출산력, 무배란, 

비만, 당뇨병, 에스트로젠 요법, 타목시펜 복용 및 유전적 요인 등의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2] FIGO and TNM surgical staging system for endometrial cancer

FIGO Stage T Primary tumor
Tx Primary tumor cannot be assessed
T0 No evidence of primary tumor

I T1 Tumor confined to the corpus uteri, including endocervical glandular involvement
1A T1a Tumor limited to the endometrium or invading less than half the myometrium
1B T1b Tumor invading one half or more of the myometrium
II T2 Tumor invading the stromal connective tissue of the cervix but not extending beyond the uterus. 

Does NOT include endocervical glandular involvement.
III T3 Tumor involving serosa, adnexa, vagina, or parametrium
IIIA T3a Tumor involving the serosa and/or adnexa (direct extension or metastasis)
IIIB T3b Vaginal involvement (direct extension or metastasis) or parametrial involvement
IVA T4 Tumor invading the bladder mucosa and/or bowel mucosa (bullous edema is not sufficient to 

classify a tumor as T4)

FIGO Stage N Regional lymph nodes
Nx Regional lymph nodes cannot be assessed
N0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0(i+) Isolated tumor cells in regional lymph node(s) no greater than 0.2 mm

IIIC1 N1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to pelvic lymph nodes
IIIC1   N1mi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greater than 0.2 mm but not greater than 2.0 mm in diameter) to 

pelvic lymph nodes
IIIC1   N1a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greater than 2.0 mm in diameter) to pelvic lymph nodes
IIIC2 N2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to para-aortic lymph nodes, with or without positive pelvic 

lymph nodes
IIIC2 N2mi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greater than 0.2 mm but not greater than 2.0 mm in diameter) to 

para-aortic lymph nodes, with or without positive pelvic lymph nodes
IIIC2   N2a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greater than 0.2 mm in diameter) to para-aortic lymph nodes, 

with or without positive pelvic lymph nodes

FIGO Stage M Distant Metastasis
M0 No distant metastasis

IVB M1 Distant metastasis (includes metastasis to inguinal lymph nodes, intraperitoneal disease, lung, 
liver, or bone). (It excludes metastasis to pelvic or para-aortic lymph nodes, vagina, uterine serosa, 
or adn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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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이후에는 기본 검사(전혈검사, 일반화학검사, 심전도 

검사, 요검사 및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임상적 증상이나 실험실 검사만으로 자궁내막암을 진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확진을 위해서는 자궁내막 생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궁내막 생검 방법으로는 경관확장 자궁내막소파술(dilatation and curettage; D&C)이 높은 민감도로 인해 

오랫동안 표준적인 검사법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자궁내막 샘플링 방법도 D&C와 비교했을 때 그 정확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14, 15]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자궁내막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는 아니나 

발생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초음파검사는 비침습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자궁내막암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흔하게 사용된다. 

초음파검사 이외에도 임상적으로 필요에 따라 CT, MRI, PET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종양표지자인 CA-125, CA 19-9가 상승할 수 있고 [16, 17] 특히 CA-125는 근층 침범, 

림프절 전이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8, 19] 아직 표준적인 진단 도구로는 그 가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2. 일차 치료

(1)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의 일차 치료

병기 I, II에 해당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에 국한되거나 자궁경부를 침범한 자궁내막암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기 자궁내막암의 생존율은 매우 양호하며 전체 생존율이 I기의 경우 76-100%, II기의 경우 46-85%의 생존율을 

보인다. [20] 치료는 주로 수술에 의한 자궁절제와 수술 후 재발위험인자에 따른 보조적 방사선치료가 주가 된다. 

그러나 자궁내막암 환자가 고령,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의해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일차적 치료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은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차 치료법이다. 자궁내막암에서 병기 결정을 위한 표준적인 

수술적 방법으로는 전자궁절제술, 양측난관난소절제술, 골반/대동맥 림프절절제술 그리고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를 포함한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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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자궁절제술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 시행 가능하며, 환자의 수술 전 평가 결과에 따라 복강경을 이용한 

병기설정술도 시행할 수 있다. [21-27] 난소보존을 원하는 4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종양이 자궁체부에 국한되어 있고 

골반 내 전이소견이 없다면 선택적으로 난소보존을 고려할 수 있다. [28-30] 조기 자궁내막암의 수술에 있어서 

림프절절제술은 병소의 제거라는 치료적 역할뿐만 아니라, 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후 보조 치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31] 그러나 림프절절제술 자체가 임상적으로 생존율에 이득을 주는지는 아직 

이견이 있다. [32-35] 최근 발표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결과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한 

자궁내막암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반면, [33, 35, 36] 2010년 발표된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비롯한 상당수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골반 림프절절제술과 대동맥 림프절절제술의 

치료적 이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2, 37, 38]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 수술 전 MRI 소견상 종양이 자궁에 

국한되어 있고 깊은 근층 침윤 및 림프절 크기의 증가소견이 없으며 CA-125 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경우 림프절 

전이율이 매우 낮음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종양의 부피에 따라 림프절 전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39, 40]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33, 41-47] 저위험군 자궁내막암 (저등급의 자궁내막에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얕은 자궁근층 침윤을 보이는 제 1병기 자궁내막양암) 환자의 수술시 골반림프절 절제술의 시행여부 따른 

재발율과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가능하다. (권고수준 1B) 대동맥주위림프절절제술은 

전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깊은 자궁근층 침윤, 고등급 병변, 장액성 혹은 투명세포암 등의 조직학적 아형을 

보이는 경우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로 볼 때 [48-54] 조기 자궁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

(sentinel lymph node mapping)과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의 재발율 및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감시림프절생검술은 

대체할 수 있다. (권고수준 2B)

Table 3. Principles of complete surgical staging
Total hysterectomy and 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TH/BSO)
Cytology
Lymph node dissection

-Pelvic lymphadenectomy
-Para-aortic lymphaden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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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의 수술은 자궁절제가 기본이지만, 병변이 자궁내막에 국한되어있고 분화도 1인 자궁내막양 

암의 경우 환자가 강력히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프로제스틴 기반의 

호르몬치료(progestin-based therapy)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55-57] 가임력 보존 치료는 자궁내막암의 

표준 치료가 아님에 대하여 충분히 환자와 면담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하며, 치료 전 상담을 통하여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병변이 진행하는 경우 혹은 출산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자궁절제술을 포함한 

외과적 병기 결정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프로제스틴 기반 치료는 medroxyprogesterone, 

megestrol acetate, levonorgestrel을 포함한 자궁내장치 (LNG-IUS)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한다. [58-60] 치료 기간 및 방법은 다양하지만 3-6개월 간격의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통하여 치료 

반응을 살펴야 하며 6-9개월의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자궁절제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을 권유해야 한다. 병기 1

기의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수술 후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은 재발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61, 62]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1B)

임상적으로 자궁경부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술 전 자궁경부 생검을 실시하여 침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자궁경부 생검에서 자궁내막암의 자궁경부실질의 침윤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근치적 자궁절제술, 

양측난관난소절제술, 골반/대동맥 림프절절제술,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를 실시한다. [63] 다른 선택으로는 

먼저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고 전자궁절제술, 양측난관난소절제술, 골반 및 대동맥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진행된 자궁내막암의 일차 치료

우선 CT, MRI 등의 영상진단에서 대망, 림프절, 난소, 복막으로의 전이나 복수천자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처럼 

복강 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차적 치료로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골반/대동맥 림프절절제술 

그리고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 최대종양감축술을 시행한다. 수술 전 검사에서 질, 방광, 소장/대장, 자궁방 

조직의 침윤이 의심되어 적정 종양감축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차적 치료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방사선치료 후 보조적 요법으로 수술 ± 질강내방사선조사 ± 호르몬치료 ±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초기 검사에서 복강 외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는 고식적으로 전자궁절제술,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추가 치료로는 방사선치료 또는 호르몬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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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완전하게 병기 결정된 자궁내막암의 수술적 재병기 결정

불완전 병기 결정 수술에 의해 병변이 자궁내막에 국한 되어있고 해당하고 grade 1-2이며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한다. 자궁근층 침윤이 50% 이하이며 grade 1-2인 환자에서는 병기 결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하는 방법과 우선 영상진단을 실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영상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부위로의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경우는 추가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거나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 골반방사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진단에서 양성 소견이 확인되면 병기 결정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결정된 최종 병기에 따라 적절한 추가 치료를 실시한다. 임상적으로 자궁 내에 국한된 자궁내막암에서 자궁근층 

침윤이 50% 이거나, 병기 II 혹은 grade가 3인 모든 환자에서는 우선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양성 소견이 나올 

경우 재수술을 시행한 후 최종 병기에 따른 적합한 추가 치료를 시행한다. 영상진단에서 음성 소견이 나온 경우는 

골반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치료 ± 대동맥 림프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4)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과 투명세포 자궁내막암, 암육종의 일차 치료

자궁내막암중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uterine papillary serous carcinoma; UPSC)과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 암육종(carcinosarcoma)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같은 병기라 할지라도 재발과 원격 전이의 가능성이 

높고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다. UPSC의 경우는 전체 자궁내막암의 3-10%에 불과하지만 자궁내막암 사망률의 25%

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예후가 불량하다. [64, 65] UPSC는 유두상 장액성 난소암과 마찬가지로 복강 벽을 따라 퍼지는 

성질이 있어 다른 자궁내막암에 비해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66] 따라서 자궁내막암 환자의 15-

20%가 진단 시 자궁 외 병변을 갖는 반면에 UPSC 환자에서는 진단 시 자궁 외 병변이 85%까지 보고되고 있다. 

[67, 68] 또한 병기 I, II의 UPSC의 경우 5년 생존율은 32-44%, 투명세포암의 경우 59-72% 정도로 다른 조직학 

유형의 자궁내막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9, 70] 결과적으로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이나 

투명세포암 및 암육종이 의심될 때에는 자궁 내 병변의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난소암의 병기 결정과 같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골반/대동맥 림프절절제술,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 

대망절제술, 횡격막 아래를 포함하는 부위의 복막 생검, 최대 종양감축술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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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보조 치료

(1) 조기 자궁내막암에서의 수술 후 보조 치료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일단 수술적 병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병리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 후 보조요법을 

결정한다. 조직학적 분화도, 자궁근층의 침윤 깊이, 병리학적 유형, 나이, 림프 혈관강 침윤, 림프절 전이는 

자궁내막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후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72]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는 방사선치료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GOG99 연구 결과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의 국소재발률을 감소시키고 무진행생존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에는 도움을 주지만 생존율 자체를 연장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PORTEC-1 및 ASTEC/EN.5 연구에서도 생존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2-74] 또한 PORTEC-2

의 연구결과 고위험 및 중등도 위험인자를 갖는 자궁내막암에서 종전의 골반방사선조사를 질강 내 방사선치료로 

대신하였을 때 재발률의 차이가 없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75, 7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골반방사선조사로 질강내방사선조사를 

대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2010년 발표된 부인암진료권고안에서는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와 자궁근층의 침윤이 있는 경우 경과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조사를 모두 권고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ASTEC/EN.5 연구에서 

추적관찰 그룹의 51%가 추후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 받았으며, ASTEC/EN.과 PORTEC-1, -2 연구에서는 

골반/대동맥 림프절절제술을 기본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및 방사선치료가 각 환자군에서 일정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GOG99와 PORTEC-1 연구에서 이후 재발한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의 가장 

빈번한 재발 병소가 질부위로 확인되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의 질강내방사선조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된 부인암진료권고안에서는 조기 자궁내막암에서의 수술 후 보조 치료에 대한 많은 논의 후에 

수술 방법 및 방사선치료의 시행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는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 및 RCT를 새로 선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병기 I 환자에서는 60세 이상, 림프혈관강 침윤, 종양 크기, 자궁하부 침윤 (lower uterine involvement)을 

위험인자로 설정한 후 이러한 위험 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보조 치료를 세분하였다. 자궁근층 침범이 없거나 

절반 이하의 침범을 보이는 병기 IA에서는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라면 grade 1에서는 경과 관찰, grade 2-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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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중에서 선택을 한다.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grade 1에서는 경과 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하며 grade 2-3에서는 경과 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조사 

중에서 선택을 한다. 자궁근층 침범이 절반 이상인 병기 IB 환자에서 위험인자가 없다면 grade 1-2에서는 경과 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하고 grade 3에서는 질강내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조사가 권장되며, 경과 

관찰도 고려할 수 있다. 병기 IB 환자에서 위험인자가 있다면 grade 1-2에서는 경과 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조사가 권장되며 grade 3에서는 골반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질강내방사선조사 ± 

항암화학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2, 77-79]

수술적 병기 결정이 이루어진 병기 II 환자에서의 수술 후 보조치료는 grade 1-2의 경우 골반 방사선치료 

+ 질강내방사선조사를 병합 시행하며 grade 3인 경우 골반방사선치료 + 질강내방사선조사의 시행과 더불어 

항암화학요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복수 암세포 양성만 존재하는 환자에서는 grade 1-2인 경우 경과 관찰을 한다. 복수 암세포 양성이면서 grade 3

인 자궁내막암에서는 경과관찰 또는 질강내방사선치료 또는 골반방사선치료 ± 질강내방사선치료 ± 항암화학요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2) 진행된 자궁내막암에서 수술 후 보조 치료

병기 III, IV 환자의 경우, PORTEC-3연구에 따르면, [80, 81]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단독요법에 비해 

재발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방사선 단독요법보다는 항암방사선요법이 보다 추천된다 (권고수준 1B) (

자궁내막암의 약물요법 참조)

(3)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 투명세포암 및 암육종에서 수술 후 보조 치료

병변이 자궁내막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경과관찰 또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골반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자궁근층침범이 있는 경우나 그 이상의 진행된 모든 병기에서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복부 방사선조사는 치료에 의한 독성 및 합병증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않는다.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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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적 관찰

일차 치료와 추가 치료가 모두 끝난 환자는 첫 2년 동안은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하며 그 후로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게 한다. 영상진단 (흉부X선 검사, 초음파, CT, MRI, PET)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CA-125는 자궁내막암의 추적관찰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85] 

일상적인 추적관찰의 지표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재발 시 발현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5. 재발과 치료

(1) 국소 재발한 자궁내막암의 치료

자궁내막암의 재발은 주로 골반 내에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가장 흔한 재발의 부위는 

질로서 골반 내 재발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궁내막암의 재발이 질에 국한되어 있고 영상진단 (흉부X-선 검사, 초음파, CT, MRI, PET)에서 원격전이의 

소견이 없다면 재발 부위의 이전 방사선치료 여부에 따라 치료방침이 달라지게 된다. 재발부위에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수술적 확인과 종양감축술을 하고 추가 방사선치료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사선치료와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수술적 확인에서 재발부위가 

질에 국한되어 있거나 골반 림프절만 전이된 경우는 골반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하고 재발이 

대동맥 림프절 또는 총장골동맥 림프절에서 확인된 경우는 골반/대동맥 림프절 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한다. 수술적 확인에서 상복부 또는 복강 내 전이가 확인된 환자에서는 재발 병소의 크기에 따라 치료방침이 

달라진다. 재발 병변의 크기가 현미경적 크기의 미세병변 이라면 항암화학요법 ± 종양표적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재발 병변이 있는 경우는 파종성 원격전이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재발된 부위에 이전에 단지 질강내방사선조사만을 시행했던 환자라면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않았던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시행한다. 반면 재발 부위에 이전에 외부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에서는 골반적출술 ±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든지 또는 호르몬치료와 항암화학요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Practice Guideline for Uterine Corpus Cancer  17

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2) 원격 전이된 자궁내막암의 치료

자궁내막암이 고립성으로 원격 전이된 경우는 재발한 종양의 수술적 제거 ±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고립성 병변이라도 수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파종성 전이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파종성으로 원격 전이를 일으킨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고 grade 1일 경우 우선적으로 호르몬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호르몬치료에 불응한다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호르몬치료와 항암화학요법에 모두 반응이 없을 경우는 

동원 가능한 지지요법 (supportive care)을 시행하며 임상 시험 약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파종성 원격전이 환자에서 

증상이 있고 grade 2-3에 해당하는 경우나 또는 큰 부피의 종양이 존재한다면 우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추가로 증상 완화를 위한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 이 경우도 항암화학요법이 효과가 없을 시에는 최선의 지지요법과 

함께 임상 시험약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6. 자궁내막암의 약물요법

(1) 자궁내막암의 항암화학요법

조기 자궁내막암에서 재발은 대부분이 국소적이므로 보조적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대부분의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는 수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이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궁내막암에 이용된 항암제 중에는 doxorubicin과 cisplatin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단독요법 

시 doxorubicin에 대한 반응률은 24-48%, [86-88] cisplatin에 대한 반응률은 21-25%로 보고되었다. [88-91] 

Carboplatin도 doxorubicin이나 cisplatin과 비슷한 정도인 17-33%의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2-

94] 다른 항암제들도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바, paclitaxel, [95-97] cyclophosphamide, [86] topotecan 

[1] 등은 20% 안팎의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병합 항암화학요법으로는 cisplatin/doxorubicin이 많이 시행되었고 과거의 연구에서는 34%의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7, 98] GOG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 의하면 cisplatin/doxorubicin으로 치료를 한 군에서 

반응률이 30%인 반면 doxorubicin 단독으로 치료를 한 군에서는 반응률이 22%였다. [87]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의 임상 시험에서는 doxorubicin 50 mg/m2 + cisplatin 

50 mg/m2과 doxorubicin 50 mg/m2을 비교했을 때 doxorubicin/cisplatin 군에서 더 높은 반응률 (42% vs. 25%)

과 더 긴 중앙 무병생존기간을 보였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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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많은 기관에서 부작용 면에서의 이점 때문에 paclitaxel/carboplatin을 표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1, 96, 98] SWOG에서 시행한 제 2상 임상 시험에서는 paclitaxel 175 mg/m2+carboplatin (AUC 6)을 4주 

간격으로 투여하여 40%의 반응률과 평균 14개월의 생존기간을 얻을 수 있었다. [100] 최근 발표된 GOG의 제3상 

임상시험의 중간 보고에서는 paclitaxel/carboplatin 병합요법을 시행한 그룹과 paclitaxel/doxorubicin/cisplatin 

병합요법을 시행한 그룹에서 양 군간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고 치료 독성의 측면에서 paclitaxel/carboplatin 

병합요법군에서 우수한 반응을 보였다. [101]

Paclitaxel과 platinum 제제의 병합요법은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2-104] 암육종에서는 ifosfamide와 cisplatin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05-108] cisplatin/

ifosfamide 복합요법은 단독요법에 비하여 무병 생존율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9] Paclitaxel은 암육종에서 단독요법으로 시행한 GOG 연구에서 18% 정도의 중등도 

반응률을 보였으며, [110] ifosfamide 단독요법보다 ifosfamide/paclitaxel 복합요법이 우월한 생존율을 보였다. 

[111] 본 권고안에서 추천하는 항암화학요법 제제는 다음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Systemic chemotherapy regimens for recurrent, metastatic, or high-risk disease

병용요법

 · Carboplatin/paclitaxel
 · Cisplatin/doxorubicin
 · Cisplatin/doxorubicin/paclitaxel
 · Cisplatin/docetaxel
 · Ifosfamide/paclitaxel (for carcinosarcoma)
 · Cisplatin/ifosfamide (for carcinosarcoma)
단일요법

 · Cisplatin
 · Carboplatin
 · Doxorubicin
 · Paclitaxel
 · Docetaxel
 · Ifosfamide (for carcino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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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내막암의 호르몬 요법

호르몬치료는 주로 megestrol acetate (MA) 혹은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를 포함하는 progestin 

치료이다. 이러한 치료는 15-25%의 반응률을 나타내며 호르몬의 용량과 반응률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GOG에서는 299명의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두 군에서 각각 MPA 

200 mg과 1,000 mg으로 치료하였다. 전체적 반응률은 저용량군에서 25%, 고용량군에서 15%를 나타냈으며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두 군에서 2-3개월로 차이가 없었다. [112] Lentz 등 [113] 은 진행성 혹은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800 mg의 고용량 MA를 투여한 결과 24%의 반응률을 보고하였다. Moore 등 [114] 은 tamoxifen을 투여한 8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전체적으로 22%의 반응률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GOG 연구에서 재발되거나 진행된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tamoxifen 20 mg을 하루 2회 복용시킨 결과 반응률은 10%에 그쳤고 중앙 무병 생존기간도 1.9개월에 그쳐, 

[115] 현재로선 자궁내막암에서 tamoxifen 단독 요법의 효능은 임상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goserelin, 

danazol 등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5, 116] 조기자궁내막암에서 고용량 progesterone과 LNG-

IUS 병합 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권고안에서 추천하는 호르몬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progestational agent, tamoxifen, aromatase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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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궁육종

1. 진단검사

자궁육종은 자궁에 드물게 발생하는 암종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자궁내막기질육종(endometrial stromal 

sarcoma; ESS), 자궁평활근육종(leiomyosarcoma; uLMS), 미분화자궁육종(undifferentiated uterine sarcoma; 

UUS)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4] 자궁육종의 임상 증상은 자궁근종과 유사한데 대부분 부정자궁출혈, 하복부 동통과 

복부 종괴 등으로 나타난다. 발병의 위험요인으로는 과거에 골반방사선조사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자궁육종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골반방사선조사의 병력이 있는 경우 자궁육종의 발병 

위험도는 5.4배로 증가하고 방사선조사 시부터 자궁육종 발생 시까지는 10-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7]

자궁육종은 자궁절제술 혹은 근종절제술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병리조직을 재판독하여 

조직학적으로 확진하고 영상의학적 검사(CT, MRI, PET)를 시행하여 자궁에 국한된 병변인지 자궁 외 병변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임상증상이나 병력에서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전혈검사, 일반화학검사, 흉부X-선 검사, 심전도 검사, 요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직학적 확진을 

위해 자궁내막 조직검사 또는 자궁경관확대 소파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궁육종이 자궁 근육층에만 

병변이 존재하므로 유용하지는 않다. CT 또는 MRI, PET 은 진단 목적의 기본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수술 전 진단과 병기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궁육종의 병기는 2018년 새로이 

개정된 자궁육종의 FIGO 병기가 제정되어 본 진료권고안에 적용되었다.(Table 5)

[Table 5] FIGO and TNM surgical staging system for uterine sarcoma

FIGO Stage T Primary tumor
Tx Primary tumor cannot be assessed
T0 No evidence of primary tumor

I T1 Tumor limited to the uterus
1A T1a Tumor 5 cm or less in greatest dimension
1B T1b Tumor more than 5 cm
II T2 Tumor extends beyond the uterus, within the pelvis
IIA T2a Tumor involves adnexa
IIB T2b Tumor involves other pelvic tissues
III T3 Tumor infiltrates abdominal tissues



Practice Guideline for Uterine Corpus Cancer  21

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IIIA T3a One site
IIIB T3b More than one site
IVA T4 Tumor invades bladder or rectum

FIGO Stage N Regional Lymph Nodes
Nx Regional lymph nodes cannot be assessed
N0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0(i+) Isolated tumor cells in regional lymph node(s) no greater than 0.2 mm

IIIC N1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FIGO Stage M Distant Metastasis
M0 No distant metastasis

IVB M1 Distant metastasis (excluding adnexa, pelvic, and abdominal tissues)

2. 일차 치료

(1) 자궁절제술 후에 진단된 자궁육종 환자의 일차 치료

자궁육종의 기본적인 일차 치료는 자궁절제술 ±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이다. 복강경 수술을 통한 동력 세절술 

(power morcellation)은 자궁육종 환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므로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경우 동력 세절술은 지양해야 

한다. [118-120] 그러므로 자궁절제술 후에 진단된 자궁육종 환자의 경우, 특히 수술 과정에서 종양이 파쇄된 경우 

또는 자궁경부나 난소가 잔존한 경우에는 수술 후 영상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단, 조기 

자궁육종 환자 중에서 난소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난소를 보존할 수 있다. [121]

추가 수술은 각 환자의 상태와 수술 시 소견에 근거하여 개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자궁 외 병변이 있더라도 

제거 가능한 병변은 제거해 준다. 자궁육종은 혈관성 전이가 많기 때문에 림프절절제술은 추천되지 않는다. [122-125]

(2) 조직검사 또는 종양절제술 후에 진단된 자궁육종 환자 및 임상적으로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환자의 일차 치료

조직검사 또는 종양절제술 후에 진단된 자궁육종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종양의 파종된 

정도, 절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적 치료가 결정되면 자궁절제술 ± 양측난관소절제술을 

시행하고 전이 병소를 제거한다. 임상증상이나 병력에서 자궁육종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충분한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적 치료가 결정되면 자궁절제술 ±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 시행하고 전이 병소를 제거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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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따르면, [123, 126, 127]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leiomyosarcoma, endometrial stromal 

sarcoma)의 수술 시 림프 절절제술의 시행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권고수준 4B)

내과적 요인에 의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골반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조사 그리고/또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호르몬요법 시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추가 치료

자궁육종은 조기 병기에 해당되더라도 재발률이 높으며 원격 전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 후 보조적인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추가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수술 병기 I에 해당하는 저등급의 자궁내막기질육종인 경우는 추가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한다. 미분화자궁육종, 

자궁평활근육종 조직형에서는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며, 추가 치료 없이 추적 관찰도 고려할 수 

있다. [128-130]

병기 II, III, IVA 에 해당하는 환자에서는 자궁내막기질육종인 경우 호르몬치료 ± 골반방사선조사를 시행한다. 

[122, 131, 132] 미분화자궁육종, 자궁평활근육종인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또는 골반방사선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133, 134]

병기 IVB 환자에서는 자궁내막기질육종인 경우 호르몬치료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추가할 수 있다. 미분화 자궁육종, 자궁평활근육종인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실시한다.

4. 추적 관찰

일차 치료와 추가치료가 끝난 자궁육종 환자는 첫 2년 동안 3개월 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6-12

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전산화 단층촬영 (CT, 흉부/복부/골반) 검사를 첫 2년 동안은 3-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년 실시하며, CT 이외의 영상진단 (초음파, MRI, PET)은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한다. 재발의 증상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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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발과 치료

(1) 국소 재발한 자궁육종의 재발과 치료

본 진료권고안에서 국소재발은 질에 국한되어 재발한 경우를 말하며 흉부와 복부/골반 CT/MRI/PET 검사에서 

질 외에 다른 부위에서의 재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국소 재발한 자궁육종의 치료 방침은 조기 치료에서 방사선조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수술적 확인 ±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거나 또는 골반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한다. 수술적 확인에서 질 내에 국한된 재발일 경우는 골반방사선조사 + 질강내방사선조사를 시행한다. 수술적 

확인에서 질을 벗어난 골반 부위에서 재발이 확인된 경우는 골반방사선조사를 시행하고 골반을 벗어난 전이의 

경우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되 자궁내막기질육종에서는 호르몬치료도 선택할 수 있다. [135]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고 국소 재발한 경우는 수술적 확인 ± 방사선치료 ±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며, 자궁내막기질육종에서는 

호르몬치료도 선택할 수 있다. [136, 137]

(2) 원격 전이한 자궁육종의 치료

고립성 원격전이가 수술로 절제 가능한 병변인 경우 수술적 제거 및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또는 호르몬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거나 

또는 호르몬치료를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한 고립성 원격전이는 항암화학요법 ±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거나 또는 호르몬치료를 시행한다.

파종성 전이가 확인된 환자에서 그 조직학적 유형이 자궁내막기질육종인 경우는 호르몬치료를 시행하거나 

지지요법을 시행한다. 그 외의 조직학적 유형에 대해서는 항암화학요법 ±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거나 또는 

지지요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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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궁육종의 약물 치료

(1) 자궁육종의 항암화학요법

자궁육종은 재발률이 높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이 

진행된 병기이거나 불량한 경과가 예측되는 환자에서 사용되므로 재발과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38]

자궁평활근육종에서는 전통적으로doxorubicin이 가장 효과 있는 약제로 보고되어 왔으며 ifosfamide도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39, 140] 한편, 자궁평활근육종에서 gemcitabine/docetaxel 

복합요법을 시행한 연구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인 연구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141-144]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이성, 재발성 자궁평활근육종에서 표적치료제인 pazopanib을 사용한 환자에서 placebo 

그룹보다 무진행생존율의 향상을 보임으로써 이전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자궁평활근육종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pazopanib을 사용할 수 있다. [145]

본 권고안에서 추천하는 자궁육종의 항암화학요법 제제는 다음 Table 6.에 정리하였다.

(2) 자궁육종의 호르몬치료

본 권고안에서 추천하는 호르몬 요법에 시용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egesterol acetate, tamoxifen, GnRH analogues

Table 6. Systemic therapy for uterine sarcoma

병용요법 단일요법

· Gemcitabine/docetaxel (LMS) 

· Doxorubicin/ifosfamide

· Doxorubicin(LMS)

· Dacarbazine

· Docetaxel

· Epirubicin

· Gemcitabine

· Ifosfamide

· liposomal doxorubicin

· Paclitaxel

· Pazopanib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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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V4.0의 핵심질문, PICO, 근거수준, 근거문헌

* PICO: Population (P), Intervention or indicator (I), Comparator (C), Outcome (O)

KQ-1  질문. 자궁내막암 환자의 병기설정술에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할 수 있는가?

KQ-1   권고사항. 저위험군 자궁내막암 환자의 수술시 골반림프절 절제술의 시행여부 따른 재발율과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골반림프절 절제술은 생략가능하다.

 P: Low-risk endometrial carcinoma

 I: Lymphadenectomy

 C: Observation

 O: Overall survival or Progression-free survival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1

권고수준: B

근거문헌

1.  Benedetti Panici P, Basile S, Maneschi F et al. Systematic pelvic lymphadenectomy vs. no 

lymphadenectomy in early-stage endometrial carcinoma: randomized clinical trial. J Natl Cancer 

Inst 2008; 100: 1707-1716.

2.  Kitchener H, Swart AM, Qian Q et al. Efficacy of systematic pelvic lymphadenectomy in endometrial 

cancer (MRC ASTEC trial): a randomised study. Lancet 2009; 373: 125-136.

3.  Frost JA, Webster KE, Bryant A, Morrison J. Lymphadenectomy for the management of endometrial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7; 10: Cd00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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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hanem AI, Khan NT, Mahan M et al. The impact of lymphadenectomy on survival endpoints 

in women with early stage uterine endometrioid carcinoma: A matched analysis.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2017; 210: 225-230.

5.  Kim M, Choi C, Kim K et al. Three-Year Recurrence-Free Survival in Patients With a Very Low 

Risk of Endometrial Cancer Who Did Not Undergo Lymph Node Dissection (Tree Retro): A Korean 

Multicenter Study. Int J Gynecol Cancer 2018; 28: 1123-1129.

6.  Yoshida K, Nishimura M, Abe A et al. Can systematic lymphadenectomy be omitted for low-risk 

endometrial cancer? J Med Invest 2018; 65: 221-224.

7.  Turkler C, Kulhan M, Kulhan NG et al. Role of lymphadenectomy in disease-free and overall 

survival on low risk endometrium cancer patients. Ginekol Pol 2018; 89: 311-315.

8.  Zheng Y, Yang X, Liang Y et al. Effects of lymphadenectomy among women with stage IA 

endometrial cancer: a SEER database analysis. Future Oncol 2019; 15: 2251-2266.

9.  Polcher M, Rottmann M, Brugger S et al. Lymph node dissection in endometrial cancer and clinical 

outcome: A population-based study in 5546 patients. Gynecol Oncol 2019; 154: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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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   질문. 조기 자궁내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sentinel lymph node mapping) 은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 

KQ-2   권고사항. 조기 자궁내막암에서 감시림프절생검술과 기존의 림프절절제술의 재발율 및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므로 감시림프절생검술로 대체할 수 있다.

 P: Early-stage endometrial carcinoma

 I: Sentinel lymph node mapping

 C: Conventional lymphadenectomy

 O: Overall survival or Progression-free survival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2

권고수준: B

[48]근거문헌

1.   Basaran D, Bruce S, Aviki EM et al. Sentinel lymph node mapping alone compared to more extensive 

lymphadenectomy in patients with uterine serous carcinoma. Gynecol Oncol 2020; 156: 70-76.

2.  Bogani G, Murgia F, Ditto A, Raspagliesi F. Sentinel node mapping vs. lymphadenectomy in 

endometrial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Gynecol Oncol 2019; 153: 676-683.

3.  Schlappe BA, Weaver AL, Ducie JA et al. Multicenter study comparing oncologic outcomes 

between two nodal assessment methods in patients with deeply invasive endometrioid endometrial 

carcinoma: A sentinel lymph node algorithm versus a comprehensive pelvic and paraaortic 

lymphadenectomy. Gynecol Oncol 2018; 151: 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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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da A, Di Martino G, Restaino S et al. The impact on survival of two different staging strategies 

in apparent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 comparing sentinel lymph nodes mapping algorithm 

and selective lymphadenectomy: An Italian retrospective analysis of two reference centers. 

Gynecol Oncol 2017; 147: 528-534.

5.  Darai E, Dubernard G, Bats AS et al. Sentinel node biopsy for the management of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 long-term results of the SENTI-ENDO study. Gynecol Oncol 2015; 136: 54-59.

6.  Buda A, Restaino S, Di Martino G et al. The impact of the type of nodal assessment on prognosis in 

patients with high-intermediate and high-risk ESMO/ESGO/ESTRO group endometrial cancer. A 

multicenter Italian study. Eur J Surg Oncol 2018; 44: 1562-1567.

7.  Holloway RW, Abu-Rustum NR, Backes FJ et al. Sentinel lymph node mapping and staging 

in endometrial cancer: A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literature review with consensus 

recommendations. Gynecol Oncol 2017; 146: 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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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   질문. 진행성 (stage III or IVA) 자궁내막암의 수술 후 치료로서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 단독요법보다 
효과적인가?

KQ-3   권고사항. 항암방사선요법이 방사선단독요법에 비해 재발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항암방사선요법이 
권고된다.

 P: High risk Endometrial cancer 

 I: Adjuvant chemoradiotherapy 

 C: Adjuvant radiotherapy

 O: Survival outcomes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1

권고수준: B

근거문헌

1.  de Boer SM, Powell ME, Mileshkin L et al. Adjuvant chemoradiotherapy versus radiotherapy alone 

for women with high-risk endometrial cancer (PORTEC-3): final results of an international, 

open-label, multicentre, randomised,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8; 19: 295-309.

2.  de Boer SM, Powell ME, Mileshkin L et al. Adjuvant chemoradiotherapy versus radiotherapy alone 

in women with high-risk endometrial cancer (PORTEC-3): patterns of recurrence and post-hoc 

survival analysis of a randomised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9; 20: 1273-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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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4  질문. 자궁내막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가?

KQ-4   권고사항. 1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수술 후 폐경증상의 치료를 위한 호르몬 요법은 재발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시행할 수 있다.

 P: Endometrial cancer who had hysterectomy and 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I:  Hormonal replacement therapy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or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C: Observation or Non-hormonal therapy

 O: Progression-free survival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2

권고수준: B

근거문헌

1.  Barakat RR, Bundy BN, Spirtos NM et al. Randomized double-blind trial of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versus placebo in stage I or II endometrial cancer: a 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 

J Clin Oncol 2006; 24: 587-592.

2.  Edey KA, Rundle S, Hickey M. Hormone replacement therapy for women previously treated for 

endometrial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8; 5: CD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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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  질문.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 치료에서 림프절절제술이 필요한가?

KQ-5   권고사항. 임상적으로 자궁에 국한된 자궁육종(leiomyosarcoma, endometrial stromal sarcoma)의 수술 시 
림프절절제술의 시행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P: Uterine sarcoma

 I: Lymphadenectomy

 C: Observation

 O: Overall survival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4

권고수준: B

근거문헌

1.  Kapp DS, Shin JY, Chan JK. Prognostic factors and survival in 1396 patients with uterine 

leiomyosarcomas: emphasis on impact of lymphadenectomy and oophorectomy. Cancer 2008; 112: 

820-830.

2.  Seagle BL, Sobecki-Rausch J, Strohl AE et al. Prognosis and treatment of uterine leiomyosarcoma: 

A National Cancer Database study. Gynecol Oncol 2017; 145: 61-70.

3.  Barney B, Tward JD, Skidmore T, Gaffney DK. Does radiotherapy or lymphadenectomy improve 

survival in endometrial stromal sarcoma? Int J Gynecol Cancer 2009; 19: 123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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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6  질문.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가 필요한가?

KQ-6   권고사항.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IHC and/or MS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에게서만 검사하는 것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 따라서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유전성 자궁내막암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P: Newly diagnosed with endometrial cancer

 I : Universal screening with IHC/MSI

 C: Selective screening

 O: Detection of Lynch syndrome (sensitivity, specificity)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4

권고수준: B

근거문헌

1.  Obermair A, Youlden DR, Young JP et al. Risk of endometrial cancer for women diagnosed with 

HNPCC-related colorectal carcinoma. Int J Cancer 2010; 127: 2678-2684.

2.  Resnick KE, Hampel H, Fishel R, Cohn DE. Current and emerging trends in Lynch syndrome 

identification in women with endometrial cancer. Gynecol Oncol 2009; 114: 128-134.

3.  Moreira L, Balaguer F, Lindor N et al. Identification of Lynch syndrome among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Jama 2012; 308: 1555-1565.

4.  Kwon JS, Scott JL, Gilks CB et al. Testing women with endometrial cancer to detect Lynch 

syndrome. J Clin Oncol 2011; 29: 224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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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진료권고안 개정사항 요약

난소암 진료 권고안팀은 팀장 장석준(아주의대), 간사 임명철(국립암센터)와 권병수(부산의대), 김윤환 

(이화의대), 김희승(서울의대), 백이선(성균관의대), 손주혁(아주의대), 어경진(연세의대), 이방현(인하의대), 

이유영(성균관의대), 임소이(가천의대) 총 11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현장 미팅과 online 소통을 통해서 KQ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과 권고수준을 정하였다. 이전 개정안 이후 여러 편의 무작위배정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근거중심의 합의를 도출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난소암은 진단 부분에 BRCA 유전자 검사가 임상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현재 난소암 치료의 biomarker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PARP 저해제에 대한 일차성, 재발성 난소암에서의 무작위 연구결과가 무진행생존율 향상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의 임상적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차 재발성 난소암에서 bevacizumab

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무작위배정 연구결과도 권고안에 반영하였다.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 치료와 

재발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난소암의 발생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이에 따른 난관절제술의 난소암 예방에 대한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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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진료권고안의 핵심질문

KQ1

질문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Germline BRCA와 somatic BRCA 검사가 모두 
필요한가?

권고사항
Somatic BRCA 검사는 germline BRCA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BRCA 
variants를 밝혀낼 수 있어 PARP 억제제의 치료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IA

KQ2

질문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권고사항
BRCA variant 또는 HRD가 있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veli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KQ3

질문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권고사항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ruca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의 증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KQ4

질문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및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권고사항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백금항암화학요법 및 유지요법은 환자의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KQ5

질문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요법이 필요한가?

권고사항
일차성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유지요법은 무진행 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KQ6

질문
임상적으로 초기 난소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최소침습수술을 이용한 
병기설정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현재까지 초기 난소암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의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나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하여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KQ7

질문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또는 PD-L1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는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비슷한 반응률을 보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IIIC

KQ8

질문
양성 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을 시행 받는 여성에서 양측 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가?

권고사항
양성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시 예방적 양측 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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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진료권고안 본문의 추가 사항

■ 난소암 진단:

• Somatic BRCA 검사는 germline BRCA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BRCA variants를 밝혀낼 수 있어 

PARP 억제제의 치료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IA)

■ 난소암 치료:

• BRCA variant 또는 HRD가 있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veli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level IA)

• 일차성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유지요법은 무진행 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VC) 

• 현재까지 초기 난소암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의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나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하여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VC)

■ 재발성 난소암 치료: 

•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ruca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의 증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level IA)

•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백금항암화학요법 및 유지요법은 

환자의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level IA)

•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는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비슷한 반응률을 보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IIC)

■ 난소암 예방: 

• 양성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 시 예방적 양측 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level 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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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난소암은 가장 치명적인 부인암으로서 선별검사와 증상을 바탕으로 한 조기 발견이 효과적으로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소암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과 그 외 

생식세포종양 그리고 성삭 간질종양으로 분류된다. 상피성 난소암은 최근 발암의 기원, 분자생물학적 발생기전, 

임상 양상 등을 바탕으로 1형과 2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형은 2형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 전구병변으로부터 발생한다. 2형은 진행성 병기에서 많이 발견되며 난소암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의 초점이 주로 2형 난소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2형 난소암은 최근 나팔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다는 가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1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연구들이 양성질환으로 

수술 시 양측 난관절제술(bilateral salpingectomy)을 함께 시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난소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2,3 이를 기반으로, 양성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시 예방적 양측 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난소암 발생은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 임신과 출산을 하였을 경우,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 수유를 한 

경우에 30-60%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출산하지 않았거나 첫 출산이 35세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BRCA1과 BRCA2 유전자의 배선 돌연변이 (germline mutation) 또는 린치 증후군 

난소암 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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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syndrome)인 경우 난소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유전성 난소암은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BRCA1 또는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위험감소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은 난소암 및 나팔관암의 발병을 약 90% 줄일 수 있지만, 일차성 복막암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9년 12월 출간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난소암은 최근 5년간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연 발생자수(명)이 2008년 1,890건, 2013년 2285건, 2017년 2702건으로 나타났다. 

1999-2017년 사이 매년 1.7%씩 증가하고 있다. 발생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5년 생존율은 1993-1995

년 58.7%에서 2008-2012년 61.9%로 거의 향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유방암 (78.0%에서 91.3%로 

증가), 대장암 (54.2%에서 71.8%로 증가), 위암 (42.6%에서 70.0%로 증가), 폐암 (14.2%에서 28.2%로 증가) 등 

주요 암종의 치료성적 향상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난소암 치료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본 난소암 진료권고안은 2013 세계보건기구 난소종양 조직학적 분류 (WHO classification of ovarian 

neoplasms) (Table 1)와 2014년도 새롭게 개정된 FIGO 병기 (2014 New FIGO Ovarian Cancer Staging)를 

이용하였다 (Table 2). 본 진료권고안은 ‘부인암진료권고안 V3.0, 2015’을 근간으로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진료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질문들을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도출하고 문헌고찰 후 

consensus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Table 1. Modified WHO classification of tumors of the ovary by the Gynecological Pathology Study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A. Epithelial tumors
 · Serous tumors
 Borderline 
    Serous borderline tumor
    Serous borderline tumor, micropapillary variant/non-invasive low-grade serous carcinoma
 Malignant
    Low-grade serous carcinoma
    High-grade serous carcinoma
 · Mucinous tumors
 Borderline 
 Malignant
 · Endometrioid tumors
 Borderline
 Mali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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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ear cell tumors
 Borderline
 Malignant
 · Brenner tumors
 Borderline 
 Malignant
 · Seromucinous tumors
 Borderline
 Malignant
 · Undifferentiated carcinoma
B. Mesenchymal tumors
 Low-grade endometrioid stromal sarcoma
 High-grade endometrioid stromal sarcoma
C. Mixed epithelial and mesenchymal tumors
 · Adenosarcoma
 · Carcinosarcoma
D. Sex cord-stromal tumors
 · Granulosa cell tumor
  Adult
 Juvenile
 · Sertoli-Leydig cell tumor
 · Fibrosarcoma
E. Germ cell tumors
 · Dysgerminoma
 · Yolk sac tumor
 · Embryonal carcinoma
 · Non-gestational choriocarcinoma
 · Immature teratoma
F. Somatic-type tumors arising from a dermoid cyst
 · Struma ovarii, malignant
 · Carcinoid: Strumal carcinoid/Mucinous carcinoid
 · Sebaceous carcinoma
 · Squamous cell carcinoma
G. Miscellaneous tumors
 · Small cell carcinoma, hypercalcemic type
 · Small cell carcinoma, pulmonary type
H. Lymphoid and myeloid tumors
L. Secondary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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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GO and TNM surgical staging system for ovarian cancer

FIGO FIGO FIGO

I T1 Tumor confined to ovaries

IA T1a Tumor limited to 1 ovary (capsule intact); no tumor on ovarian surface; no malignant cells 
in the ascites or peritoneal washings

IB T1b Tumor limited to both ovaries (capsules intact); no tumor on ovarian surface; no malignant 
cells in the ascites or peritoneal washings

IC Tumor limited to 1 or both ovaries, with any of the following

IC1 T1c1 Surgical spill

IC2 T1c2 Capsule ruptured before surgery or tumor on ovarian surface

IC3 T1c3 Malignant cells in the ascites or peritoneal washings

II T2 Tumor involves 1 or both ovaries with pelvic extension (below pelvic brim) or primary 
peritoneal cancer

IIA T2a Extension and/or implants on uterus and/or fallopian tubes

IIB T2b Extension to other pelvic intraperitoneal tissues

III Tumor involves 1 or both ovaries, with cytologically or histologically confirmed spread to 
the peritoneum outside the pelvis and/or metastasis to the retroperitoneal lymph nodes

IIIA1 T1/T2-N1 Positive retroperitoneal lymph nodes only (cytologically or histologically proven):

IIIA1(i) Metastasis up to 10 mm in greatest dimension

IIIA1(ii) Metastasis more than 10 mm in greatest dimension

IIIA2 T3a2-N0/N1 Microscopic extrapelvic (above the pelvic brim) peritoneal involvement with or without 
positive retroperitoneal lymph nodes

IIIB T3b-N0/N1 Macroscopic peritoneal metastasis beyond the pelvis up to 2 cm in greatest dimension, with 
or without metastasis to the retroperitoneal lymph nodes

IIIC T3c-N0/N1
Macroscopic peritoneal metastasis beyond the pelvis more than 2 cm in greatest dimension, 
with or without metastasis to the retroperitoneal lymph nodes (includes extension of tumor 
to capsule of liver and spleen without parenchymal involvement of either organ)

IV Any T, Distant metastasis excluding peritoneal metastases any N, M1

IVA Pleural effusion with positive cytology

IVB Parenchymal metastases and metastases to extra-abdominal organs (including inguinal 
lymph nodes and lymph nodes outside of the abdomin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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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피성 난소암·난관암·복막암

1. 진단 검사

(1) 난소암·난관암·복막암이 의심되는 골반 종양

난소암·난관암·복막암(이하 난소암으로 명명)이 의심되며, 난소 이외 다른 부위의 암이 의심되지 않는 골반 종양(또는 

복수),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일차적인 진단 검사로는 문진, 진찰과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한다. 일차적으로 

혈청 CA-125 측정이 권장되며, 임상적 상황에 따라 CA 19-9 혹은 CEA 등의 측정을 시행할 수 있고, 만일 생식 세포 종양이 

의심된다면 AFP 및 β-hCG 측정을 시행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Human epidydimis protein-4 

(HE-4)는 난소암 감별진단에 있어서 CA-125와 함께 사용함으로써(ROMA, risk of ovarian malignancy algorithm), CA-

125 단독 사용보다 민감도와 특이도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근거수준이 낮은 상태로 임상적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검사(일반혈액검사, 일반생화학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와 요검사) 및 영상진단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골반초음파 검사, 복부-골반 CT/MRI/PET, 흉부 CT)을 시행한다. 난소암(또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유전 상담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부위로부터 난소로의 전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장관 검사를 시행한다.

(2) 수술 후 난소암으로 진단된 경우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으로 난소암 진단이 이루어진 후 전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종양감축술

(cytoreductive surgery)과 포괄적 병기설정술(comprehensive surgical staging)이 시행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수술 또는 불충분한 병기설정술(자궁 또는 자궁부속기 미절제, 대망 미절제, 절제 가능한 잔류 병변이 있는 

경우, 수술적 병기 결정에 대한 완전한 의무 기록이 없는 경우 등) 후에 전원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의 

진단 검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시행한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기존 병리조직의 재검토가 추천된다.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으로 병리적으로 확진 되면, 혈액검사를 통한 배선 (germline) BRCA1, BRCA2 유전자 검사나 

차세대 염기서열 (NGS, nes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가 권고된다. 배선 돌연변이(pathogenic 혹은 likely 

pathogenic variants)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에서 somatic NGS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Somatic BRCA 

검사는 germline BRCA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BRCA variants를 밝혀낼 수 있어 PARP 억제제의 

치료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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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 치료

(1) 난소암이 의심되는 골반 종양

적절한 일차 치료는 수술적 병기 결정 및/혹은 종양감축술과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으로 구성된다. 

난소암이 의심되어 병기설정술, 일차 종양감축술, 선행 항암화학요법 이후 종양감축술(interval cytoreduction)

을 시행하거나, 또는 재발 후 이차 종양감축술 (secondary cytoreduction) 시행 예정인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는 

복벽 정중절개를 통한 개복 수술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초기 난소암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의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나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하여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하지만, 최소 침습 수술로써 적절한 최대 종양감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개복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소 침습 수술은 새롭게 진단된 또는 재발성 난소암에서 최대 종양감축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복강 내 진입 즉시 복수가 없어도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는 치료방침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복막 표면을 

확인하여 전이가 의심되는 모든 복막과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생검하여야 한다. 의심되는 부위가 없을 때에는 골반, 

paracolic gutters, 횡경막 아래 표면에서 무작위로 복막 생검을 해야 한다. 횡경막 표면 복막 생검 대신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처럼 표면을 긁어 세포검사를 할 수도 있다. 완전한 병기 설정술은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 이외에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대망절제술, 골반/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다수의 복막 생검과 전이가 

있거나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최대 종양감축을 포함한다. 전자궁절제술과 양측 난관-난소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종양은 피막이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임신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조직분화도와 관계없이 수술 소견상 병기 1A 혹은 1C를 보이면 포괄적 병기 설정술 (comprehensive surgical 

staging)을 시행할 때, 자궁과 한쪽 자궁부속기를 보존하는 임신능력 보존 수술 (fertility-sparing surgery)을 

시행할 수 있다 (근거수준 2D, 근거표 7). 임신능력 보존 포괄적 병기설정술이란 임신능력의 보존을 위하여 집도의의 

판단에 따라 자궁 및 일측 난소(난관)를 보존하면서, 복강 및 후복강의 모든 장기에 대한 철저한 육안적 검사와 

광범위한 조직 검사를 통하여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는 

대정맥과 대동맥부터 양측으로 적어도 아래창자간막동맥(inferior mesenteric artery)까지, 선호되기로는 신동정맥 

수준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골반 림프절 절제시 선호되는 방법은 총장골혈관 (common iliac vessel) 상부와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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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 외장골혈관 (external iliac vessel) 상부와 내측, 내장골혈관 (hypogastric vessels) 상부와 내측, 그리고 

최소한 폐쇄오목(obturator fossa)에서부터 폐쇄신경 (obturator nerve) 앞쪽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골반 그리고/

또는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술은 임상적으로 난소에 국한된 조기상피성난소암에서도 미시행 또는 선택적 절제술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나, 임상적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다.

병기 II, III, IV기 환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최대 종양감축술이 추천된다. 일반적으로 잔류종양이 1cm 미만일 때 

적절한 종양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잔류종양이 하나도 없을 때 가장 우수한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의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종양을 제거하여 육안적으로 보이는 잔류종양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4 

그러나, 일차 수술로 최적종양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병기 III-IV 환자는 수술 전에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이후 추가적 종양감축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항암요법 전 반드시 종양에 대한 

세침흡인술, 생검 혹은 복수천자로써 난소암의 세포/병리조직학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행된 난소암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차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생존율에 차이가 없으면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감소하는 장점을 보였다.5,6 잔류종양이 1cm 미만으로 남은 경우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수술 

시행과 일차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과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치료 전 전이 종양의 

크기가 5cm 미만인 경우 일차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전체 생존율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

위험도 0.64; 95% 신뢰구간 0.45-0.93), 5cm 이상의 전이성 종양을 포함하는 복막파종이 있어 최적 종양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골반과 상복부를 함께 침범한 난소암에서도 골반 및 

복부 세척 세포검사, 종양 침범이 의심되는 대망과 림프절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적절한 종양감축의 달성을 

위하여 장 절제, 충수돌기 절제(점액성 난소암의 경우), 횡경막과 그 외 다른 복막 표면의 종양절제 (stripping 

또는 peritonectomy), 비장 절제, 방광의 부분절제, ureteroneocystotomy, 간 부분절제, 위 부분절제, 담당 절제, 

원위부 췌장 절제 등의 다장기 절제(multi-visceral resection)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수술적 치료 후 1cm 미만의 

잔류종양만이 남은 일부 환자들에서 수술 후 복강 내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복강 내 항암치료를 계획한다면, 

일차 수술치료 시에 복강 내 항암치료 시행을 위한 카테터를 유치해야 한다. 완전한 병기설정술은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본 진료권고안에서도 이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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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난소암으로 진단된 경우

불완전한 병기 결정이 이루어진 환자 혹은 불완전한 수술이 시행된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다. 

첫째, 병기 IA 또는 IB, 조직분화도 1로 추정되는 경우 완전한 병기 설정술을 시행한다. 만약 추정되는 병기가 맞다면, 

추가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절제 가능한 잔류 종양이 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종양감축술을 포함한 

병기 설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셋째, 병기가 IA 또는 IB, 조직분화도 1보다 진행되고, 잔류 종양이 없다고 

생각되면, 항암치료 또는 완전 병기설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병기 IA 또는 IB, 조직분화도 2인 경우는 항암치료 

없이 관찰도 가능하다. 넷째, 병기 II-IV인 경우에 잔류 종양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암화학요법을 6-8회 시행하거나, 

수술에 의한 적절한 절제가 불가능한 잔류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는 항암화학요법을 3-6회 시행 후 절제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종양감축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조(adjuvant) 항암화학요법

대부분의 상피성난소암 환자는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기 IA 혹은 IB이면서 조직분화도 

1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므로 보조 항암화학요법 없이 경과 관찰한다. 병기 IA 혹은 IB

이면서 조직분화도 2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시행하거나 taxane/platinum 항암화학요법을 3-6

회 투여한다. 그러나 병기 IA 혹은 IB이면서 분화도가 3인 경우 (투명세포암 모두 포함)와 모든 IC의 경우에는 

분화도와 상관없이 taxane/platinum 항암화학요법을 3-6회 투여하여야 한다. 병기 II-IV인 경우에는 수술 후 

taxane/carboplatin을 6-8회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차 수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에는 3-6회 항암화학요법 후 절제 가능성과 종양의 약제 반응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가 

종양감축술(interval cytoreduction)을 시행할 수도 있다. 수술 후 최대 직경 1cm 미만의 잔류 종양이 남은 병기 

III기와 병기 II의 경우에는 복강내 항암화학요법 (intraperitoneal chemotherapy)이 우선 추천될 수 있다. 진행성 

난소암에서 paclitaxel/carboplatin 매주 사용 용량집중 (dose-dense) 요법은 호중구 감소증을 포함한 혈액학적 

부작용과 구역, 구토,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주요 합병증 발생이 기존 3주 간격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증가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상적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다. 근거수준 분석에 포함된 3개의 무작위배정연구 중 

용량집중요법의 유의한 생존율 증가를 보고한 연구는 1개뿐으로 (Katsumata 등, 2013)22, 메타분석 결과 그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연구들 개별적 분석을 통해 완결성이 우수한 Katsumata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매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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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집중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고 한 부인종양전문가들의 의견을 권고수준에 반영하였다. 근거수준과 

권고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작위배정연구 (ICON8 또는 GOG262) 들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진료권고안에서 추천하는 우선적 항암화학요법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3).

Table 3. Regimens of primary adjuvant chemotherapy

Preferred regimens:
1.  Paclitaxel 175 mg/m2 IV over 3 hours followed by carboplatin AUC 5–6 IV over 1 hour Day 1. Repeat 

every 3 weeks x 6 cycles. 
2.  Paclitaxel 135 mg/m2 IV continuous infusion over 3 or 24 h 3Day 1; cisplatin 75–100 mg/m2 IP, Day 2 

after IV paclitaxel; paclitaxel 60 mg/m2 IP Day 8. Repeat every 3 weeks x 6 cycles. (GOG 172 regimen or 
modified regimen)

  Cf) Intraperitoneal cisplatin could be infused by intravenous route after bowel surgery, especially left colon 
surgery

3.  Dose-dense paclitaxel 80 mg/m2 IV over 1 hour Days 1, 8, and 15 followed by carboplatin AUC 5–6 IV 
over 1 hour Day 1. Repeat every 3 weeks x 6 cycles. 

4.  Paclitaxel 60 mg/m2 IV over 1 hour followed by carboplatin AUC 2 IV over 30 minutes. Weekly for 18 
weeks.

5.  Docetaxel 60–75 mg/m2 IV over 1 hour followed by carboplatin AUC 5–6 IV over 1 hour Day 1. Repeat 
every 3 weeks x 6 cycles. 

6.   Bevacizumab-containing regimens per ICON-7 and GOG-218: Paclitaxel 175 mg/m2 IV over 3 hours 
followed by carboplatin AUC 5–6 IV over 1 hour, and bevacizumab 7.5 mg/kg IV over 30–90 minutes Day 
1. Repeat every 3 weeks x 5–6 cycles. Continue bevacizumab for up to 12 additional cycles. (category 3) or 
Paclitaxel 175 mg/m2 IV over 3 hours followed by carboplatin AUC 6 IV over 1-hour Day 1. Repeat every 
3 weeks x 6 cycles. Starting Day 1 of cycle 2, give bevacizumab 15 mg/kg IV over 30-90 minutes every 3 
weeks for up to 22 cycles 

약제 및 투여 방식 결정은 환자의 내과적 질환 유무, 독성, 전신 상태 (performance status)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Docetaxel/carboplatin 약제는 상대적으로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paclitaxel/

carboplatin은 말초신경독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당뇨 환자 와 같이 특히 신경독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docetaxel/carboplatin 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복강내 투여 용법은 잔류종양이 1cm이하인 경우에 재발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7 이외 말초혈액 줄기세포이식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PBST)을 이용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은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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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 보조항암화학요법 후의 추가 치료

BRCA variant 또는 HRD가 있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veli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또한, bevacizumab을 paclitaxel/carboplatin과 함께 사용 이후, 12-22주기 동안 추가 

유지함으로써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권고수준 2A). 일차 보조항암화학요법 이후 paclitaxel을 이용한 

복강내온열항암화학요법 (HIPEC,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를 시행하여 재발을 낮출 수 

있다. 

1차 보조요법 시행 후 완전 관해를 보이지 않는 환자의 경우, 재발성 난소암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차 

추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생존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임상연구로 시행하거나, 잔류종양 

없는 상태로 수술적 절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이때, 잔류 종양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부분 관해로 

판정하여 재발성 난소암에 준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일차성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유지요법은 무진행 

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수준 I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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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적관찰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후에는 경과 관찰을 시행한다. 병력 청취와 진찰을 포함한 경과 관찰은 첫 2년간은 2-4

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 3년간은 3-6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매년 시행한다. 일반 혈액검사를 포함한 기본 

검사와 일반화학검사 및 흉부 X-선은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흉부/복부/골반 CT, MRI, PET 등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CA-125를 포함한 종양표지자 검사는 처음에 상승되어 있었다면 매 방문 시 마다 

확인한다. 본 진료권고안에서 암의 진행에 관한 정의는 GCIG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다 (Table 4).9 난소암이 호발하는 소인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등을 포함한 유전상담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position statement를 참고하기 바란다. 

Table 4. Definition of progression after first-line therapy in ovarian cancer proposed by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

Patients group (definitions below)

A B C

Measurable/
nonmeasurable

disease

Compared to baseline (or lowest sum while on study if less than baseline), a 20% increase 
in sum of longest diameters (RECIST definition) or Any new lesions (measurable or 
nonmeasurable)
Date PD: date of documentation of increase or new lesions

And/or

A B C

CA-125

CA-125≥2×UNL documented 
two occasions*
Date PD: first date of the CA-
125 elevation to ≥2×UNL 

CA-125≥2×nadir value on 
two occasions* 
Date PD: first date of 
the CA-125 elevation to 
≥2×nadir value

As for A

UNL; upper normal limit, PD; Progressive disease
A; Patients with elevated CA-125 pretreatment and normalization of CA-125 (~60% of all new patients) 
B; Patients with elevated CA-125 pretreatment, which never normalizes (~30% of all new patients)
C; Patients with CA-125 in normal range pretreatment (~10% of all new patients)
* Repeat CA-125 anytime, but normally not less than 1 week after the first elevated level. CA-125 level 
sampled within 4 weeks after surgery, paracentesis, or administration of mouse antibodies sh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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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발성 난소암의 치료

치료 후 경과 관찰 중 재발은 대부분 종양표지자 상승과 영상진단, 조직검사 이상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 중에서는 CA-125가 증가하지만 다른 임상적 재발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CA-125 증가 후 임상적 재발까지는 보통 약 2-6개월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경우 재발에 대한 치료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현재 이러한 환자의 치료 방침으로 첫째 종양 재발의 유일한 증거로 CA-125

만 상승한 경우 임상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임상적 재발이 확인될 때까지 치료를 연기하거나, 즉시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재발성 난소암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치료 종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무병생존기간, 재발의 개수 및 범위, 신체상태, 이전의 종양감축수술의 범위 및 수술 후 잔류종양의 크기, 

복수 등을 고려하여 이차 종양감축술을 고려할 수 있다.26

(2) 일차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였으나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된 경우, 

혹은 병기 II-IV이면서 일차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부분 관해(이차 추시술에서 암이 확인된 경우 포함)에 도달한 

환자는 임상 시험 또는 재발용 항암치료(single non-platinum-based agent)를 고려한다. 백금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non-platinum계 단독 약제가 권고된다.  재발성 난소암에 대한 여러 약제에 대한 반응률은 

topotecan 20%10, gemcitabine 19%11, liposomal doxorubicin 26%11,12, oral ectoposide 27%13, belotecan (CKD-

602) 20%14, docetaxel 22%15, irinotecan 29%16, weekly paclitaxel 21%17 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약제들로 

vinorelbine, cyclophosphamide, melphalan 등이 있다. 재발성 또는 지속성 난소암 환자에서 bevacizumab은 

21%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18 bevacizumab과 paclitaxel/topotecan/liposomal doxorubicin 중 한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병합표적치료가 단독항암화학요법에 비해서 무진행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어, 고혈압, 장천공, 

단백뇨와 같은 부작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일차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였으나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 백금 

민감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백금 복합 항암화학요법으로 carboplatin/paclitaxel19, carboplatin/liposomal 

doxorubicin (6개월-1년사이 재발한 부분적 백금 민감성의 경우 특히 우선 사용 고려)20, carboplatin/gemcitabine/

bevacizumab21, carboplatin/weekly paclitaxel22, carboplatin/docetaxel23, carboplatin/gemcitabine24, 

cisplatin/gemcitabine24을 치료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임상 시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백금 민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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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복합요법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carboplatin 또는 cisplatin 단독 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oxaliplatin

도 사용할 수 있다.25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ruca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의 증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Study 19, SOLO2, NOVA study결과를 살펴보면, PARP 억제제 사용군에서 비사용군에 비해 구역, 

호중구 감소, 빈혈, 설사, 탈모,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리가 

필요하다. GOG213 연구를 기반으로,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백금항암화학요법 및 유지요법은 환자의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IA).

(4)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는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비슷한 반응률을 보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5) 항암화학요법을 견디지 못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호르몬 치료(tamoxifen, letrozole, anastrozole, 

leuprolide acetate, megestrol acetate)가 고려될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도 사용될 수 있다.

조기에 어떤 약제를 선택하든 2-4회 투여 후에 반응을 확인하며 조기에 2가지 연속적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효과 없이 진행하는 환자에서는 추가 치료 효과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 항암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새로운 약제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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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계성 상피성 난소 종양

1. 진단 및 치료

경계성 난소종양은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악성 세포 변화를 보이지만 명백한 침윤이 없고 임상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상피성 난소 종양으로, 5년 생존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경계성 난소 종양은 젊은 연령에서 

조기 병변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침윤성 착상 병변(invasive implants)이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들을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하지만,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이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침윤성 착상이 없는 경우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는 보고된 바 없어, 수술 후 

추가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것이 추천된다.

치료는 병리 조직학적 특징, 나이, 병기에 따라 다르다.

(1) 골반종양으로 수술시 경계성 난소 종양으로 확인된 경우, 임신을 원하는 경우 임신능력 보존 수술 및 포괄적 

병기 결정 수술을 시행하고,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을 시행한다. 장액성 경계성 종양의 경우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이 불완전 병기 결정 수술에 비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술 결과 침윤성 착상 병변이 없거나 비침윤성 착상 병변만 있는 

경우 추가 치료 없이 관찰한다.27 수술 결과 침윤성 착상 병변이 있는 경우 관찰하거나, 상피성난소암과 같이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2) 이미 수술로 경계성 난소 종양이 진단된 경우에는 병리조직검사를 재검토한다. 이전 수술시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치료를 하고, 불완전한 병기 설정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잔류 종양의 

존재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된다. 잔류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임신을 원한다면 추가치료 없이 관찰 (침윤성 착상 

없거나 모를 경우) 또는 임신능력 보존수술을 포함한 완전한 병기 설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 (침윤성 착상이 있는 

경우)이 추천된다. 불완전한 병기 설정 수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잔류 종양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 없이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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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및 재발암의 치료

치료 후에는 경과 관찰을 시행한다. 병력 청취와 골반 진찰을 포함한 경과 관찰은 첫 2년은 2-4 개월 간격, 

이후 3년간은 3-6개월 간격, 이후에는 매년 시행한다. 일반혈액검사를 포함한 기본 실험실 검사와 일반화학검사 및 

흉부 X-선은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임신능력 보존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흉부/복부/골반 CT, MRI, PET 등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CA-125를 포함한 

종양표지자 검사는 처음부터 높았다면 매 방문 시마다 확인한다. 본 진료권고안에서 CA-125 증가의 정의는 GCIG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다(Table 4). 난소암이 호발하는 소인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등을 포함한 유전상담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position statement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적관찰 중에 임상적으로 재발이 확인될 경우 진단적 수술과 함께 가능하다면 종양감축술을 고려한다. 수술 

결과 침윤성 착상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상피성난소암에 준한 치료를 고려하거나, 추가 치료 없이 관찰할 수 있다. 

침윤성 암종(invasive carcinoma, low or high grade)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피성난소암과 같이 치료하는 것이 

추천된다. 침윤성 착상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

IV. 기타 난소암

상피성난소암 이외에 생식세포종양, 암육종(carcinosarcoma, malignant mixed müllerian tumors), 

성삭간질종양(sex cord stromal tumor) 등이 난소암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양은 전체 난소암의 약 5%를 차지하고 

그 생물학적 행태나 치료 방침에 있어 상피성난소암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난소암은 상피성난소암과 달리 대부분 

어린 나이에 발견되고 한쪽 난소에 국한된 조기에서 진단되기 때문에, 임신능력 보존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28

1. 진단 검사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되지 않은 골반종양의 경우 진단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기본검사, 초음파, CT, MRI 혹은 

PET 등을 시행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선별적 종양표지자(CA-125, inhibin, AFP, β-hCG, LDH) 검사를 시행한다. 

임신능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환자는 수술 중 동결 절편 검사가 필요하다. 수술 소견상 조기 병변이면서 동결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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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생식세포종양 혹은 low malignant potential을 가진 난소암일 경우는 임신능력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29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임상병기 고위험 II, III, IV의 생식세포종양 또는 성삭 기질 종양이거나, 암육종일 

경우는 상피성난소암과 같이 완전한 병기 설정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I기 미분화세포종 (dysgerminoma) 또는 I

기, 분화도 1 미성숙기형종(immature teratoma)이 아닌 생식 세포 종양도 수술을 시행한다. 이전 수술로 인해 이미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후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의 수술은 조직학적 진단과 이전 수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2. 진단 및 치료

(1) 생식세포종양

생식세포종양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기본검사, CA-125, Inhibin, LDH (lactic dehydrogenase), AFP, 

그리고 β-hCG 수치, 초음파 혹은 복부 골반 CT, MRI 혹은 PET을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흉부 CT를 시행할 수 

있다(권고수준 1C).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을 시행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경우 병기와 

상관없이 임신능력 보존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악성 생식세포종양은 매우 예후가 좋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5

년 생존율은 85%이상이다. 수술 후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자녀 계획이 완성된 시기에 

완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이 시행된 I기 미분화배세포종이나 I기 분화도1의 미성숙기형종은 경과관찰만 시행한다. 

병기 결정 수술이 완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거나 다시 병기 결정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성인에서와 

달리, 소아 또는 청소년기의 조기 생식세포종양에서는 완전한 병기 설정수술이 생략될 수도 있다.30,31 수술 후 잔류 

종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지만 잔류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 후 bleomycin/etoposide/

platinum (BEP) 병합요법을 시행한다. Bleomycin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폐기능 검사를 추천한다. 만약 

내과적인 이유 등으로 bleomyc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vincristine/dactinomycin/cyclophosphamide 

(VAC) 병합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

배아암종(embryonal carcinoma) 혹은 난황막 종양(yolk sac tumor)이거나, 병기 II-IV의 미분화배세 포종, 혹은 

I기, 분화도 2-3의 미성숙기형종인 경우에는 3-4회의 BEP 병합요법을 시행한다. 병기 IB-III의 미분화세포종이고 

BEP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는 3회의 etoposide/carboplatin 병합요법을 투여한다. 항암화학요법 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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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를 보인 환자는 2년간 2-4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데 치료 전 종양표지자가 상승되어 있던 환자는 

동일한 종양표지자 검사를 반복한다. 영상진단 상으로 잔류 종양이 남아 있고 종양표지자 검사가 정상 범위일 

때는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거나 경과 관찰을 시행할 수 있다. 일차 항암화학요법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양표지자가 

상승되거나 병변의 진행이 의심될 때는 TIP (paclitaxel/ifosfamide/cisplatin)나 고용량 항암화 학요법이 추천된다. 

이외 재발암에 대한 구제요법은 다음과 같다: VP (cisplatin/etoposide), VIP (etoposide/ifosfamide/cisplatin), 

VeIP (vinblastine/ifosfamide/cisplatin), VAC (vincristine/dactinomycin/cyclophosphamide), docetaxel, 

paclitaxel, 방사선요법.

(2) 성삭간질종양

병기 IA-C이고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임신능력 보존수술을 시행한다. 그 외의 모든 환자는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소견 상 병기 I이며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시행한다. 병기 I이고 고위험군(

종양 파열, 세포분화도 3, 종양크기 10-15 cm 이상)인 경우는 경과 관찰을 시행하거나, 방사선요법, cisplatin 

병합 항암화학요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권고 수준 2C). 병기 II-IV인 경우 제한된 국소 병변일 때는 

방사선치료를 하거나 백금포함 복합 항암화학요법 (생식세포종양에서 사용되는 요법이나 paclitaxel/carboplatin 

요법이 선호됨)을 시행할 수 있다. 재발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임상 시험, 대증요법, 

항암화학요법 (생식세포종양에서 사용되는 요법이나 paclitaxel/carboplatin 요법이 선호됨), leuprolide, 이차 

종양감축술.

(3) 암육종

완전한 병기 결정 수술로 병기 I로 진단된 경우는 상피성난소암에 준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선택 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병기 II-IV와 재발성인 경우에는 상피성난소암과 같이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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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난소암 진료권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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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난소암 권고안의 핵심질문 및 PICO*

* PICO: Population (P), Intervention or indicator (I), Comparator (C), Outcome (O)

KQ-1.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Germline BRCA와 somatic BRCA 검사가 모두 필요한가?

 P: Epithelial ovarian cancer patients

 I: Somatic BRCA test

 C: Germline BRCA test

 O: Detection rate of germline and somatic BRCA variants

• 권고사항: Somatic BRCA 검사는 germline BRCA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BRCA variants 를 

밝혀낼 수 있어 PARP 억제제의 치료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I, 권고수준: A

근거문헌:

1.  Dougherty BA et al. Biological and clinical evidence for somatic mutations in BRCA1 and BRCA2 as 

predictive markers for olaparib response in high-grade serous ovarian cancers in the maintenance 

setting. Oncotarget. 2017 Jul 4;8(27):43653-43661. 

2.  Mirza MR et al. Niraparib Maintenance Therapy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N Engl J Med. 2016 Dec 1;375(22):2154-2164.

3.  Coleman RL et al. Rucaparib maintenance treatment for recurrent ovarian carcinoma after 

response to platinum therapy (ARIEL3):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 Lancet. 2017 Oct 28;390(10106):1949-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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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P: Newly diagnosed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patients

 I: PARP inhibitor

 C: No maintenance

 O: Progression-free survival

• 권고사항: BRCA variant 또는 HRD가 있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및 일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veliparib) 유지요법은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 권고수준: A

근거문헌: 

1.  Moore K et al. Maintenance Olaparib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Advanced Ovarian Cancer. 

N Engl J Med. 2018 Dec 27;379(26):2495-2505.

2.  González-Martín A et al. Niraparib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Advanced Ovarian Cancer. 

N Engl J Med. 2019 Dec 19;381(25):2391-2402. 

3.  Coleman RL et al. Veliparib with First-Line Chemotherapy and as Maintenance Therapy in 

Ovarian Cancer. N Engl J Med. 2019 Dec 19;381(25):240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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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후 반응을 보인 경우 PARP 억제제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P: Platinum 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patients

 I: PARP inhibitor

 C: No maintenance

 O: Progression-free survival

• 권고사항: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을 보인경우 PARP 억제제 (olaparib, 

niraparib, rucaparib) 유지요법의 효과는 무진행생존율의 증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 권고수준: A

근거문헌: 

1.  Pujade-Lauraine E et al. Olaparib tablets as maintenance therapy in patients with platinum-

sensitive, relapsed ovarian cancer and a BRCA1/2 mutation (SOLO2/ENGOT-Ov21): a double-

blind,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7 Sep;18(9):1274-1284. 

2.  Mirza MR et al. Niraparib Maintenance Therapy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N Engl J Med. 2016 Dec 1;375(22):2154-2164.

3.  Coleman RL et al. Rucaparib maintenance treatment for recurrent ovarian carcinoma after 

response to platinum therapy (ARIEL3):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 Lancet. 2017 Oct 28;390(10106):1949-1961.

4.  Dougherty BA et al. Biological and clinical evidence for somatic mutations in BRCA1 and BRCA2 as 

predictive markers for olaparib response in high-grade serous ovarian cancers in the maintenance 

setting. Oncotarget. 2017 Jul 4;8(27):43653-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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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4.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및 유지요법이 필요한가?

 P: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I: Chemotherapy with bevacizumab followed by maintenance therapy

 C: Chemotherapy without bevacizumab

 O: Progression-free survival

• 권고사항: 백금 민감성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bevacizumab 병합 백금항암화학요법 

및 유지요법은 환자의 무진행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 권고수준: A

근거문헌:

1.  Coleman RL, Brady MF, Herzog TJ, et al. Bevacizumab and paclitaxel carboplatin chemotherapy 

and secondary cytoreduction in recurrent, platinum-sensitive ovarian cancer (NRG Oncology/

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 Gog-0213): a multicentre, open-label, randomised,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7; 18:779–791. 

2.  Aghajanian C et al. OCEANS: a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III trial 

of chemotherapy with or without bevacizumab in patients with platinum-sensitive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primary peritoneal, or fallopian tube cancer. J Clin Oncol 2012; 30:2039–2045. 

3.  Aghajanian C et al. Final overall survival and safety analysis of OCEANS, a phase 3 trial of 

chemotherapy with or without bevacizumab in patients with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Gynecol Oncol 2015; 13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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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수술 및 일차항암화학요법 후 호르몬유지요법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인가?

 P: Newly diagnosed low grade serous ovarian cancer

 I: Chemotherapy with Hormonal maintenance therapy

 C: Chemotherapy without Hormonal maintenance therapy

 O: Progression-free survival

• 권고사항: 일차성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호르몬유지요법은 무진행 생존율을 향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C

근거문헌:

1.  Gershenson DM et al. Hormonal Maintenance Therapy for Women With Low-Grade Serous Cancer 

of the Ovary or Peritoneum. J Clin Oncol. 2017 Apr 1;35(10):1103-1111.

2.  Schlumbrecht MP et al. Clinico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outcomes in patients with low-

grade serous ovarian carcinoma. Cancer. 2011 Aug 15;117(16):3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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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6.  임상적으로 초기 난소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최소침습수술을 이용한 병기설정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가?

 P: Clinically apparent early ovarian cancer patients undergoing staging surgery

 I: Minimally invasive staging surgery

 C: Laparotomic staging surgery

 O: Survival and safety (operative complications)

• 권고사항: 현재까지 초기 난소암에 대한 최소침습수술의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나 부인종양 전문의에 의하여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C

근거문헌:

1.  Falcetta FS et al. Laparoscopy versus laparotomy for FIGO stage I ovarian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6 Oct 13;10:CD005344.

2.  Brockbank EC et al. Laparoscopic staging for apparent early stage ovarian or fallopian tube cancer. 

First case series from a UK cancer centre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ur J Surg Oncol. 2013 

Aug;39(8):912-7.

3.  Gallotta V et al. Laparoscopic staging of apparent early stage ovarian cancer: results of a large, 

retrospective, multi-institutional series. Gynecol Oncol. 2014 Dec;135(3):428-34.

4.  Bogani G et al. Impact of Surgical Route in Influencing the Risk of Lymphatic Complications After 

Ovarian Cancer Staging. J Minim Invasive Gynecol. 2017 Jul - Aug;24(5):7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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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또는 PD-L1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P: Heavily pretreated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I: PD-1 or PD-L1 inhibitor

 C: Conventional chemotherapy

 O: Overall response rate

• 권고사항: 반복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는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비슷한 반응률을 보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II, 권고수준: C

근거문헌:

1.  Hamanishi J et al. Safety and Antitumor Activity of Anti-PD-1 Antibody, Nivolumab, in Patients 

With Platinum-Resistant Ovarian Cancer. J Clin Oncol. 2015 Dec 1;33(34):4015-22.

2.  Normann MC et al. Early experiences with PD-1 inhibitor treatment of platinum resistant epithelial 

ovarian cancer. J Gynecol Oncol. 2019 Jul;30(4):e56.

3.  Matulonis UA et al. Antitumor activity and safety of pembrolizumab in patients with advanced 

recurrent ovarian cancer: results from the phase II KEYNOTE-100 study. Ann Oncol. 2019 Jul 

1;30(7):1080-1087. 

4.  Varga A et al. Antitumor activity and safety of pembrolizumab in patients (pts) with PD-L1 positive advanced 

ovarian cancer: Interim results from a phase Ib study. J Clin Oncol. 2015 33:15_suppl, 5510-5510 

5.  Varga A et al. Antitumor activity and safety of pembrolizumab in patients (pts) with PD-L1 positive 

advanced ovarian cancer: Interim results from a phase Ib study. J Clin Oncol. 2015;33:5510. 

6.  Infante JR et al. Safety, clinical activity and biomarkers of atezolizumab (atezo) in advanced 

ovarian cancer (OC). Annals of Oncology 2016;27:vi296–vi312.

7.  Foley OW et al.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an update on treatment. Oncology (Williston 

Park). 2013 Apr;27(4):288-9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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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8.  양성 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을 시행 받는 여성에서 양측 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가?

 P : Women who undergo benign gynecologic surgery

 I : Bilateral salpingectomy

 C : No bilateral salpingectomy

 O : Diagnostic rate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 권고사항: 양성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절제술시 예방적 양측난관절제술은 상피성 난소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시행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C

근거문헌:

1.  Falconer H et al. Ovarian cancer risk after salpingectomy: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J Natl Cancer Inst. 2015 Jan 27;107(2).

2.  Lessard-Anderson CR et al. Effect of tubal sterilization technique on risk of serous epithelial 

ovarian and primary peritoneal carcinoma. Gynecol Oncol. 2014 Dec;135(3):423-7.

3.  Madsen C et al. Tubal ligation and salpingectomy and the risk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and 

borderline ovarian tumors: a nationwide case-control study. Acta Obstet Gynecol Scand. 2015 

Jan;94(1):86-94. 

4.  Yoon SH et al. Bilateral salpingectomy can reduce the risk of ovarian cancer in the general 

population: A meta-analysis. Eur J Cancer. 2016 Mar;55:38-46.

5.  Kim M et al. Bilateral Salpingectomy to Reduce the Risk of Ovarian/Fallopian/Peritoneal Cancer in 

Women at Average Risk: A Position State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KSOG). Obstet Gynecol Sci. 2018 Sep;61(5):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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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COG Committee Opinion No. 774 Summary: Opportunistic Salpingectomy as a Strategy for 

Epithelial Ovarian Cancer Prevention. Obstet Gynecol. 2019 Apr;133(4):842-843.

7.  Salvador S et al. No. 344-Opportunistic Salpingectomy and Other Methods of Risk Reduction 

for Ovarian/Fallopian Tube/Peritoneal Cancer in the General Population. J Obstet Gynaecol Can. 

2017 Jun;39(6):48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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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권고안 V3.0 본문의 추가 및 변경 사항

I. 일반선별검사 가이드라인

[내용수정] 30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HPV 검사의 높은 위양성률과 HPV 감염의 자연치유율을 고려할 때 

HPV 검사가 선별검사에 이용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며,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기존 세포검사와 병합하여 

시행한 경우 두 가지 검사 모두에서 음성을 보이면 선별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늘일 수 있다. ➞ 25세 이상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방법으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별검사의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권고한다 [16-25]. 단,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법, 시작연령 및 시행 간격 등의 결정을 위한 비교효과 

연구 및 비용효과 내국인 대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IC)

II. Cytology negative, HPV (+)

 [이 단락 전체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임]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된 여성 중 많은 수에서 정상의 세포검사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에는 1년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년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두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고,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이상 소견(세포검사상 ASC 이상,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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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typical squamous cells (ASC)

[내용수정] 자궁경부 세포검사 결과가 ASC-US로 나왔을 경우 반복적인 자궁경부 세포검사,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즉각적인 질확대경검사(Colposcopy) 모두 시행할 수 있다. ➞ ASC-US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거나 반복적인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질 확대경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고등급 상피내 종양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므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시행한다.

IV. Atypical glandular cells (AGC)

[내용수정] 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 조건에서 CIN1과 음성의 자궁내 경관 소파술을 보이는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반복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하거나 12개월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ASC-US이상으로 나온 경우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 조건에서 저등급병변과 음성의 자궁내 경관소파술을 보이는 경우에는 12개월 간격으로 병합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한 병합검사에서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나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V.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

[내용 수정 및 추가] LSIL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는 질확대경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LSIL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는 병합검사(co-test)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HPV 양성인 

경우에만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HPV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병합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LSIL, HPV 음성이라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12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병합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LSI

에서 HPV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HPV 양성율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 만약, LSIL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3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첫째, 추적 관찰을 지속하거나, 둘째, 

자궁경부 소작술(ablative procedures)을 시행하거나, 셋째, 절제술(excisional procedures)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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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HSIL)

[내용수정] 병변이 질확대경검사에서 관찰되고 조직검사에서 고등급 병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과 진단 

목적의 절제술, 세포검사와 조직검사 검체의 재검, 또는 1년 간 6개월마다 반복적인 세포검사와 질확대경검사로 

관찰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과 관찰 이후 세포검사 결과가 2번의 연속적인 음성으로 나오거나 질확대경검사가 

정상으로 나온다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과 관찰을 위한 세포검사에서 HSIL로 

나온다면 반드시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 질확대경검사 결과가 병변이 없거나 저등급병변 (CIN1)

으로 나온다면 3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첫째는 12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하는 것(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 및 

자궁내경관 소파술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해당됨), 둘째는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 셋째는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조직 검사, 질확대경검사 결과 등을 다시 리뷰하는 것 등이다. 12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한 경우 둘 다 정상으로 

나오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고등급병변(HSIL)이 나온다면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포검사에서 HSIL 외 이상소견이 나오거나 HPV 양성이 나왔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내용수정] 초기 질확대경검사에서 CIN2/3의 고등급 병변으로 나왔을 경우 절제술을 통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절제술 후 경계 부위에 병변이 남았을 경우 6개월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 또는 12개월 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경과 관찰할 수 있다. ➞ 조직검사에서 고등급병변 (CIN2/3) 결과를 보였다면 질확대경 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질확대경검사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원추절제술 혹은 변형대의 소작술이 가능하다. 반면 

질확대경검사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발성 고등급병변 및 

자궁내 경관소파술에서 고등급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도 원추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 추적 검사는 1년마다 

병합검사를 시행한다. 시행 후 2번 이상 두 검사 모두 음성이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추가] 만약 원추절제술 결과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세포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반면 절제면 음성을 보인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모두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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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pecial situations

[Management of adolescent women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 수정 및 추가됨]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 V2.0의 핵심질문

KQ 1

질문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차이를 둘 것인가? 

권고사항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기존의 검사 방법 및 
주기와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근거/권고수준 VB

KQ 2

질문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25세 이상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방법으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별검사의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권고한다. 단,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법, 시작연령 및 시행 간격 등의 결정을 위한 비교효과 
연구 및 비용효과 내국인 대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권고수준 IC

KQ 3

질문
세포검사 결과 ASCUS를 보이는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없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ASC-US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고등급 상피내종양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므로 질확대경검사 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일 경우 질확대경검사 없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권고수준 IIIB

KQ 4

질문
세포검사에서 LSIL이면서 HPV 음성(negative)인 여성에서 질확대경검사(colposcopy)를 
시행할 것인가?

권고사항
12개월 후 세포검사와 HPV 병합검사(co-test)를 다시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colposcopy를 시행할 수 있다.

근거/권고수준 IVC

KQ 5

질문 2년 이상 지속되는 LSIL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사항
(1) 추적 관찰을 지속하거나,
(2) 자궁경부 소작술(ablative procedures)을 시행하거나,
(3) 절제술(excisional procedures)을 시행할 수 있다.

근거/권고수준 IVB

KQ 6

질문 CIN 2/3 환자에서 원추절제술 후 수술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권고사항
6개월 이내 세포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근거/권고수준 VB

KQ 7

질문 원추절제술 후 절제면 음성을 보인 CIN 2/3 환자에서 추적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사항
CIN 2/3환자에서 치료 후 절제면 음성을 보인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세포검
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모두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
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근거/권고수준 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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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선별검사 가이드라인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1-6]. 20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매우 높은 HPV 감염율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자연치유율, 또한 자궁경부 침윤암의 매우 낮은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선별검사의 시행은 권장되지 않으나 자궁경부암 및 전암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최근 10년간 세 번 이상의 연속된 자궁경부세포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70

세에 종료할 수 있다. 단, 최근 20년간 중등도 이상의 상피내종양 병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혹은 세포 검사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선별검사를 지속한다. 

서양의 권고안이 세포검사와 HPV를 동시에 하는 경우 5년 간격, 세포검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주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생 빈도, 선별검사를 위한 접근성의 용이함,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별검사 수가를 고려할 때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에서 매 1년 간격으로 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액상세포 검사는 기존의 세포검사방법에 비하여 민감도, 특이도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0]. 다만 부적절한 검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때 

conventional Pap test와 Liquid-based technology 모두 세포검사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하여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자궁경부확대촬영(cervicography)을 병행하는 것은 

위양성율의 증가와 비용효과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나 민감도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21-23].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7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1차 선별검사로서 HPV 검사에 대해서는 2019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부인종양학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에 비하여 높은 고등급 자궁경부상피내종양 검출 민감도를 가지며, 더 많은 

고등급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15]. 25세 이상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방법으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별검사의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권고한다 [16-25]. 단,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법, 시작연령 및 시행 간격 등의 결정을 위한 비교효과 연구 및 비용효과 내국인 대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IC)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을 접종한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기존의 검사방법 및 주기와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임상적 데이터가 축적된 후 다시 검토한다 [16, 26-28].

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여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중등도 상피내 종양 이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과거 선별검사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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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ytology negative, HPV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된 여성 중 많은 수에서 정상의 세포검사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에는 1년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년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두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고,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이상 소견 (세포검사상 ASC 이상,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양성) 

이면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율은 6.5% 이며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인 여성의 58%에서 정상 세포검사 결과를 보인다 

[29]. 정상 세포검사와 양성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 HSIL 병변을 놓칠 확률은 2.4-5.1% 

정도로 매우 낮다 [30, 31]. 따라서, 이런 여성에서 고등급 병변이나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30세 이상의 정상 세포검사/양성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보이는 여성에서 10

년 이내 CIN3가 관찰되는 확률은 16번/18번 인유두종바이러스 각각 21%와 18% 정도 해당된다 [14] 반면 그 외의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에서는 단지 1.5% 정도에 해당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따라 고등급 병변이 발생하는 확률이 다르다고 하는 결과에 근거하여, 정상 세포검사/양성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결과를 보이는 여성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4, 15, 32, 33]. 만약 16번이나 18번 

인유두종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6이나 18번 이외의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1년 후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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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typical squamous cells (ASC)

ASC는 ASC-US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와 ASC-H (Atypical Squamous 

Cells, cannot rule out a high grade lesion)로 구분된다. ASC-H와 비교하여 ASC-US 결과를 보이는 여성은 

고등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나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이 더 낮다. [34]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는 ASC-

US 세포검사 결과만으로 절제술 등의 치료를 권하지 않으며, 질확대경 등 조직검사 소견을 기반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 ASC-H를 보이는 여성에서는 고등급 병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세포검사 

결과가 HSIL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을 보이는 환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Recommended management of women with ASC-US

ASC-US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거나 반복적인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질확대경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고등급 상피내종양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므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시행한다 [35-39].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 후 양성이 나온 경우 즉각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음성일 경우 

질확대경검사 없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6개월 마다 반복적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이후 검사에서 ASC-US 이상으로 세포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확대경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회 연속으로 결과가 음성(negative for intraepithelial lesion or malignancy)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2. Recommended management of women with ASC-H

세포검사 결과가 ASC-H로 나왔을 경우 권고하는 추가 검사는 질확대경검사이다. 조직 검사에서 HSIL 이상의 

병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세포검사, 조직검사 및 질확대경검사 소견을 재판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6

개월 간격으로 병합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HSIL의 병변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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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typical glandular cells (AGC) 

비록 반응성 세포변화 또는 용종 같은 양성 질환에 의하여 AGC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선상피내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난관암 등과 관계된 경우가 많다 [40]. 35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서 침윤성 암의 위험도는 낮지만, HSIL의 위험도가 높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40].

아직 AGC를 보이는 여성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충분한 민감도를 갖는 단일 검사는 없다 [41]. 따라서, AGC의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는 여러 검사를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 Recommended management of women with AGC

세포검사에서 AGC가 나온 경우, 질확대경검사, 자궁내경관 소파술(endocervical curettage, ECC)을 시행해야 

한다. 자궁내막 조직검사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35세 이하의 여성에서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비만, 불임, 타목시펜 복용, 무월경,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자궁내막암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질출혈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비정상 자궁내막 세포가 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42]. 

질확대경 하 조직검사와 자궁내경관 소파술에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나 선상피내암이 발견된 경우 진단 목적의 

절제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 조건에서 저등급병변과 음성의 자궁내경관 

소파술을 보이는 경우에는 12개월 간격으로 병합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한 병합검사에서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나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42].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11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V.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

ALTS (ASCUS-LSIL Triage Study) 결과에 의하면 LSIL의 자연사는 HPV positive 인 ASCUS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43]. 또한, LSIL 여성에서 질확대경하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고등급 병변 이상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11-14%에 이른다[44, 45].

1. Recommended management of women with LSIL

LSIL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는 병합검사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HPV 

양성인 경우에만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HPV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병합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LSIL, HPV 음성이라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12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37, 46, 47].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병합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LSIL에서 HPV 를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HPV 양성율이 높기 때문이다 [48]. LSIL 환자의 추가 

검사는 질확대경검사에 전체 변이대가 충분히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궁내경관 소파술은 임산부를 

제외하고, 자궁경부에 병변이 관찰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질확대경검사 결과(unsatisfactory colposcopy)

를 보이는 여성에서 고려해야 한다 [49]. 자궁내경관 소파술에서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었을 때는 절제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등급 병변이 관찰되지 않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병합검사를 시행하여 

경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절제술이 권고되지 않는다.

병합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ASC 이상의 

결과가 나오거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확대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에서 고등급 병변이 발견된다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LSIL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3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첫째, 추적 관찰을 지속하거나, 둘째, 자궁경부 소작술(ablative procedures)을 

시행하거나, 셋째, 절제술(excisional procedures)을 시행할 수 있다.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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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HSIL)

세포검사에서 HSIL이 관찰되는 것은 고등급 병변이나 침윤성 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HSIL 

의 결과가 나온 여성에서 질확대경하 조직검사에 의해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는 60-70% 정도 해당되며 

루프환상절제술에 의한 경우는 84-97% 정도 발견된다 [52]. 또한, HSIL 여성에서 최대 18.8%에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나온다 [53]. 따라서, HSIL이 나온 여성에서는 세포검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경과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질확대경 검사가 고등급 병변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대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진단 목적의 절제술이 시행하게 된다 [49].

1. Recommended management of women with HSIL

HSIL이 나온 경우, 청소년 시기의 여성을 제외하고, 질확대경검사없이 (VLS) 루프환상절제술이나 원추절제술을 

포함한 즉각적인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54]. 루프환상절제술 혹은 원추절제술을 받지 않은 

여성에서는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가 시행된 여성의 경우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자궁내경관 소파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질확대경검사 결과가 병변이 없거나 저등급병변(CIN1)으로 

나온다면 3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첫째는 6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하는 것(만족스러운 질확대경검사 및 자궁내경관 

소파술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해당됨), 둘째는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 셋째는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조직 검사, 

질확대경검사 결과 등을 다시 리뷰하는 것 등이다. 6개월 후 병합검사를 시행한 경우 둘 다 정상으로 나오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고등급병변(HSIL)이 나온다면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포검사에서 HSIL 외 이상소견이 나오거나 HPV 양성이 나왔다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직검사에서 고등급병변 (CIN2/3) 결과를 보였다면 질확대경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질확대경검사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원추절제술 혹은 변형대의 소작술이 가능하다. 반면 질확대경검사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발성 고등급병변 및 자궁내경관 

소파술에서 고등급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도 원추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 추적 검사는 1년마다 병합검사를 

시행한다. 시행 후 2번 이상 두 검사 모두 음성이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검사 중 어느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13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원추절제술 결과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세포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excisional procedure

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49, 55-57]. 반면 절제면 음성을 보인 경우는 6

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모두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48, 55,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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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pecial situations 

1. Management of adolescent women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 검사 결과가 비정상일 때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처치해야 한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대부분이 성 관계를 시작한지 몇 년 내에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13]. 

2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서 ASC-US/ LSIL일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율과 자연 치유율이 높기 

때문에 HPV 검사보다는 12개월 후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할 것을 선호한다. 12개월 후 세포검사에서 정상소견 혹은 

ASCUS/ LSIL을 보이면 12개월 후 다시 세포검사를 시행하고 2번 연속 음성을 보이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후 검사에서 ASC-H, AGC, HSIL이 나온 경우 혹은 24개월 째 검사에서 ASC 이상 

이상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HPV검사도 ASCUS일 경우에 한하여 HPV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음성인 경우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49]. 

세포검사에서 ASC-H 혹은 HSIL로 나왔다면 CIN2 이상의 병변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연령대 여성에서 질확대경검사 없이 바로 원추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질확대경검사가 만족스럽고 CIN2/3의 고등급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6개월 간격으로 질확대경과 세포검사를 2

년 동안 시행할 수 있다.  2번 연속적으로 세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고 질확대경검사에서 고등급 병변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2년 간 추적 관찰 기간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권고안에 

있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1년 동안 질확대경검사에서 고등급병변이 발견되거나 세포검사에서 HSIL이 있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만약 2년동안 세포검사에서 HSIL이 지속됨에도 질확대경검사에는 고등급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단 목적의 원추절제술이 필요하다 [49].

조직검사에서 저등급병변(CIN1)이 발견된 경우는 이전의 세포검사 결과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다르다. ASCUS

나 LSIL 이었다면 12개월 후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결과가 ASCUS, LSIL, AGC 일 경우는 12개월 

후 다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일반 선별검사프로그램으로 복귀, ASC 이상의 이상소견 

시에는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한다. 반면 이전 세포검사가 ASC-H 혹은 HSIL 인 경우는 윗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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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검사에서 고등급병변(CIN2/3)이 발견된다면 두 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첫째는 1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둘째는 절제술 또는 변형대 소작술을 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관찰하는 경우 2번 연속 두 검사가 다 정상이면 1년 후 병합검사를 시행한 후 둘 다 정상이면 일반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 반면 세포검사나 질확대경검사에서 1년동안 이상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질확대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질확대경검사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 반드시 자궁내경관 소파술과 자궁경부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3].

2.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청소년기를 지난 임산부에서 ASC-US/LSIL이 나온 경우에는 임산부가 아닌 여성의 경우와 똑같이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자궁내경관 소파술은 임산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분만 후 6주까지 초기 질확대경검사를 연기하는 

것은 안전하며 임산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처치 방법 중 하나이다 (LS) [61, 62]. HSIL의 결과가 있는 임산부에서는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조직검사는 반드시 고등급 병변이나 침윤성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49]. 조직학적으로 CIN2/3로 진단된 78명의 임산부 중 48명(62%)이 분만 후 정상으로 복귀되었다 [63]. 경과 

관찰 기간 도중 침윤성 악성 종양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다. 또 다른 CIN2/3 를 갖는 임산부에 대한 전향 연구에 

따르면 거의 절반 정도의 여성이 초기 질환이 사라졌으며 침윤성 악성 종양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64]. 만약 

침윤성 악성종양이 아닌 CIN2/3의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었다면 분만 후까지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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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요약

1. Cytology negative, HPV (+)

2. A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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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C-H 

4. 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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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SIL

6. H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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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U after treatment of CIN

8.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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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egnant women with LSIL or H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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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2.0의 핵심질문 및 근거수준과 근거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KQ1]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차이를 둘 것인가? 

[KQ1]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기존의 검사 방법 및 주기와 차이를 두지 
않는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V

권고수준: B 

Evidence가 명확하지 않아 (대조군이 없는 연구, 증례 보고, 유사주제 관련 메타분석연구 근거) Evidence Table

은 없다. 다만, Answer에 참고가 되는 문헌은 아래에 표기하였다.

국내 발표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1], 자궁경부암 검진 질지침 2차 개정판에는 무증상의 20세 이상의 여성

을 대상으로‘특수상황에서의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궁경

부암 검진을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Journal of Clinical Virology에 발표된 리뷰저널에서는 ‘Cervical cancer screening policies conditional on 

HPV vaccination status are lacking.’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2].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2017: A review of current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s 

and current issues in cancer screening [3]에서는 ‘Recommended screening practices should not change 

on the basis of a woman's HPV vaccination status.’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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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에서는 ‘Current trials have not yet provided data on long-term 

efficacy; therefore, the possibility that vaccination might reduce the need for screening with cytology 

or hrHPV testing is not established. Given these uncertainties, women who have been vaccinated 

should continue to be screened as recommended until further evidence accrues. ’로 발표했다 [4]. 

1. Min, K.J., et al., The Korean guideline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J Gynecol Oncol, 2015. 26(3): p. 232-9.

2.  El-Zein, M., L. Richardson, and E.L. Franco, Cervical cancer screening of HPV vaccinated populations: Cytology, 

molecular testing, both or none. J Clin Virol, 2016. 76 Suppl 1: p. S62-S68.

3.  Smith, R.A., et al.,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2019: A review of current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s 

and current issues in cancer screening. CA Cancer J Clin, 2019. 69(3): p. 184-210.

4.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et al.,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JAMA, 2018. 320(7): p. 674-686.



28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KQ2]   25세 이상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방법으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별검사의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권고한다. 단,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법, 시작연령 및 시행 간격 등의 결정을 위한 
비교효과 연구 및 비용효과 내국인 대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

권고수준: C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선별 검사로 시행된 이후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과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이 이뤄진 점은 

있지만, 세포검사가 갖고 있는 높은 위음성률 같은 단점은 무시할 수 없다 [1].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의 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에서는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세포검사의 보조검사로 권고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4]. 이전의 많은 연구 결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CIN2 이상의 고등급 

병변을 발견하는 데 세포검사에 비해 더욱 뛰어난 민감도를 갖는다 [5-11]. 30-69세 사이의 9,667명의 여성에서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비교한 무작위 연구에서 CIN2 이상의 병변을 발견하는 민감도가 

자궁경부 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두 가지 방법의 복합할 경우에 각각 56.4%, 97.4%, 100%로 나왔다 

[9]. 위 세가지 경우의 특이도는 97.3%, 94.3%, 92.5% 이었다.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모두 음성인 

여성은 CIN2가 발견될 확률이 1,000 분의 1이하였고 CIN3의 경우는 더욱 낮았다 [12, 13].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CIN2 이상의 병변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일차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이용하는 5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다 [14-19]. 이 연구들의 결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세포검사보다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검사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경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 32개 이상이 허가된 상태이며 

이들 검사법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하는 유전형의 종류가 서로 매우 다르다 [20]. 이런 결과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선별 자격이 있는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법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세포검사 방법의 대체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이용한 일차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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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부인종양학회 검진권고안과 2015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에서는 국내 근거가 거의 

없어서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권고안과 국내 

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시작/종료 연령을 결정하였다 [2, 22] [4, 22]. 검사 간격은 2012 대한부인종양학회 

검진권고안에서는 역학자료를 이용한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하여 1년으로 결정하였으며, 2015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에서는 역학자료와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궁경부암 검진 전략의 비용-효과 

연구 자료 등을 고려하여 투표 과정을 거쳐 전문가 의견으로 3년으로 결론내렸다 [4, 22].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일차 검사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대한 국내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 및 종료 연령, 검사 간격에 대한 내용은 USPSTF의 내용을 개작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의하였다. 최근 개정된 2018년 USPSTF 권고안에 따르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일시적 감염이고 

20대 여성에서는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궁경부암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중등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이상의 질환을 진단할 

확률에 비해 이 검사에 의한 불안감 등 위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도입하였을 때 이득과 위해와 미국보다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권고안의 자궁경부 세포검사 3년보다는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겠으나 근거가 

될 국내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세포검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검사 주기를 넓힐 수 있겠다. 

1. Cervix cancer screening IARC handbooks of cancer. 2005, Lyons (France): IARC.

2.  Saslow, D., et al., American Cancer Society, American Society for Colposcopy and Cervical Pathology, and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Screening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Journal 

of Lower Genital Tract Disease, 2012. 16(3): p. 175-204.

3.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et al.,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JAMA, 2018. 320(7): p. 674-686.

4.  Min, K.J., et al., The Korean guideline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J Gynecol Oncol, 2015. 26(3): p. 232-9.

5.  Coste, J., et al., Cross sectional study of conventional cervical smear, monolayer cytology, and human papillomavirus 

DNA testing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BMJ, 2003. 326(7392): p. 733.



30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6. Bigras, G. and F. de Marval, The probability for a Pap test to be abnormal is directly proportional to HPV viral load: 

results from a Swiss study comparing HPV testing and liquid-based cytology to detect cervical cancer precursors in 13 

842 women. British Journal of Cancer, 2005. 93(5): p. 57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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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   ASC-US 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고등급 상피내종양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므로 
질확대경검사 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일 경우 질확대경검사 없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II

권고수준: B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ASCUS 로 나온 환자에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여부에 따라 고등급 상피내종양 

(CIN2 또는 CIN3 이상)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18.6와 29.7로 보고되었다 [1].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향적 

관찰연구에서 ASC-US 이면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고등급 상피내종양 (CIN2 또는 CIN3 

이상)의 절대 위험도는 2% 미만이다  [1-4].(evidence table 1 참조)

ASC-US 이면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인 그룹의 고등급 상피내종양의 위험도는 자궁경부세포검사 

음성 그룹과 유사하지만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모두 음성을 보이는 그룹보다는 높다 [3, 4]

2013년 보고된 meta-analysis 에 의하면 ASC-US 환자군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반복적인 

자궁경부세포검사보다 조직검사 상 고등급 상피내병변 (CIN2 이상) 에 대한 민감도가 더 우수하였으며 특이도는 

유사하였다 [5].

ASC-US 에서 분류 목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법에 따라 고등급 상피내병변(CIN2 

이상)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를 보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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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C-US cytology 에서 HPV 에 따른 CIN2+ 또는 CIN3+ 위험도

Reference Primary 
endpoint

quality of 
evidence Results

Stoler, M. H., et al. (2011). “High-
risk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in women with ASC-US cytology: 
results from the ATHENA HPV 
study.” Am J Clin Pathol 135(3): 
468-475. [1]

Risks of CIN2+ 
or CIN3+on 
contemporary 
biopsy

moderate

Overall: CIN2+: 5.1%, CIN3+: 2.9%
HPV-/ASC-US; CIN2+: 0.75%, CIN3+: 
0.28%
HPV+/ASC-US; CIN2+: 14.0%, 
CIN3+: 8.4%

Katki, H. A., et al. (2011). 
“Cervical cancer risk for women 
undergoing concurrent testing for 
human papillomavirus and cervical 
cytology: a population-based study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Lancet 
Oncol 12(7): 663-672. [3]

Five-year 
cumulative risks 
of CIN2+ or 
CIN3+

moderate

HPV-/Pap-; CIN2+: 0.54%, CIN3+: 
0.16%
HPV-/ASC-US; CIN2+: 1.3%, CIN3+: 
0.54%
HPV+/ASC-US; CIN2+: 13%, CIN3+: 
4.5%

Safaeian, M., et al. (2007). “ 
Risk of precancer and follow-up 
management strategies for women 
with human papillomavirus-
negative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bstet 
Gynecol 109(6): 1325-1331. [2]

Five-year 
cumulative risks 
of  CIN3+

moderate HPV-/ASC-US; CIN3+: 1.4% 
HPV+/ASC-US; CIN3+: 15.2%

Katki, H. A., et al. (2013). “Five-year 
risks of CIN 3+ and cervical cancer 
among women with HPV testing of 
ASC-US Pap results.” J Low Genit 
Tract Dis 17(5 Suppl 1): S36-42. [4]

Five-year 
cumulative risks 
of  CIN3+

moderate
Pap-; CIN3+: 0.26% 
HPV-/Pap-; CIN3+: 0.08% 
HPV-/ASC-US; CIN3+: 0.43%

Gage, J. C., et al. (2016). “Risk 
Stratification Using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among 
Women with Equivocally Abnormal 
Cytology: Results from a State-
Wide Surveillance Program.”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5(1): 
36-42. [7]

Three-year 
cumulative risks 
of  CIN3+

low HPV-/ASC-US; CIN3+: 0.72% 
HPV+/ASC-US; CIN3+: 7.7%

추가검사로 시행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반드시 질확대경검사를 시행

해야 한다[8]. 질확대경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고등급 상피내종양(CIN2/3)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진단 및 치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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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질확대경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고등급 상피내종양 (CIN2/3)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1년 뒤 자궁경부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한다[8]. 1년 뒤 반복적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할 경

우 ASC-US 이상으로 세포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확대경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9]. 2회 연속으로 결과

가 음성(negative for intraepithelial lesion or malignancy)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1.  Stoler, M.H., et al., High-risk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in women with ASC-US cytology: results from the ATHENA 

HPV study. Am J Clin Pathol, 2011. 135(3): p. 468-75.

2.  Safaeian, M., et al., Risk of precancer and follow-up management strategies for women with human papillomavirus-

negative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bstet Gynecol, 2007. 109(6): p. 1325-31.

3.  Katki, H.A., et al., Cervical cancer risk for women undergoing concurrent testing for human papillomavirus and cervical 

cytology: a population-based study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Lancet Oncol, 2011. 12(7): p. 663-72.

4.  Katki, H.A., et al., Five-year risks of CIN 3+ and cervical cancer among women with HPV testing of ASC-US Pap 

results. J Low Genit Tract Dis, 2013. 17(5 Suppl 1): p. S36-42.

5.  Arbyn, M., et al.,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versus repeat cytology for triage of minor cytological cervical lesion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3): p. CD008054.

6.  Nygard, M., et al., Comparative effectiveness study on human papillomavirus detection methods used in the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me. BMJ Open, 2014. 4(1): p. e003460.

7.  Gage, J.C., et al., Risk Stratification Using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among Women with Equivocally Abnormal 

Cytology: Results from a State-Wide Surveillance Program.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016. 25(1): p. 36-42.

8.  Massad, L.S., et al., 2012 updated consensu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bnormal 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s 

and cancer precursors. J Low Genit Tract Dis, 2013. 17(5 Suppl 1): p. S1-S27.

9.  Wright, T.C., Jr., et al., 2006 consensu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women with abnormal 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s. Am J Obstet Gynecol, 2007. 197(4): p. 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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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4] 세포검사에서 LSIL이면서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음성인 여성에서 질확대경검사를 바로 시행할 것인가? 

[KQ4] 12개월 후 세포검사와 HPV 병합검사(co-test)를 다시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와 질확대경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결과에 상관없이 질확대경검사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C

미국의 2013년 연구 Five-year risks of CIN2+ and CIN3+ for women with HPV-positive and HPV-

negative LSIL Pap results에 따르면, 30-64세 여성에서 LSIL/HPV (+) group이 LSIL/HPV (-) group에 

비해 CIN2 이상의 병변이 발생될 확률은 19% vs 5.1%, CIN3 이상의 병변이 발생될 확률은 6.1% vs 2.0%로 

보고하였고, 이는 세포검사에서 ASCUS의 CIN3 이상의 병변이 발행될 확률 2.4%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

다. (후향적 연구) [1]

국내 데이터 2015_Oncologist_Reflux HPV test for HPV positive ASC-H among Korean women)에 따르

면 40,847 cases중에서 1,369(3.4%)명이 LSIL로 진단이 되었고, 이중 HPV (-) group에 비해 HPV (+) group

에서 CIN2 이상 발생할 Odd Ratio가 각각 1.32 vs 4.49로 나타났다. (다기관 후향적 단면 연구) [2]



36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다른 국내 데이터 (2017_OGS_Triage for ASCUS and LSIL from revisiting ASCCP guideline)에 따르

면, 3196명의 cases 중 LSIL은 500 cases (15.6%)이었으며, LSIL with HPV (+) group이 LSIL with HPV 

(-) group에 비해 CIN2 이상 진행될 위험이 96.7% vs 3.3%, (p<0.001), CIN3 이상의 발생 위험이 93% vs 

7.0%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LSIL with HPV (-)인 경우 immediate 

colposcopy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PAP, HPV로 추적관찰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향적 연구) [3]

Study 
ID

Journal Study design, 
Setting

Study 
period

Intervention
(N)

Control (N) Inclusion Results Comment

Katki 
HA 
et al.[1] 

J Low Genit 
Tract Dis 
2013

Retrospective 
(Northern 
California cohort),
USA

May
2003 
–Dec
2009

LSIL
HPV (+)

LSIL
HPV (-)

30-64yrs CIN2+: 
19% vs. 5.1%,
p<0.0001; 
CIN3+: 
6.1% vs. 
2.0%, 
p<0.0001

Ryu KJ 
et al.[2]

The 
Oncologist

Retrospective
(multicenter cross-
sectional), 
Korea

Jan 
2007 
– Dec 
2013

LSIL
HPV (+)

LSIL
HPV (-)

15-82yrs CIN2+: 18.4% 
vs. 1.2%,
p<0.0001

Hyun 
J 
et al.[3]

Obstet  
GynecolSci.

Retrospective 
(single institute, 
cohort), Korea

Feb 
2004 
– Dec 
2014

LSIL
HPV (+)

LSIL
HPV (-)

15-86yrs CIN2+: 
96.7% vs. 
3.3%,
p<0.001; 
CIN3+: 
93% vs. 7.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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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L 결과를 갖는 여성에서는 HPV 검사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만약 세포검사에서 LSIL이면서 1) HPV 

음성(negative)인 여성에서는 1년 후에 세포검사와 HPV 검사 병합 검사(co-test)를 시행하며, 임상적으로 필

요한 경우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1년 후에 시행한 세포검사와 HPV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

지 않으면, 질확대경검사를 권고한다. 1년 후 검사 모두에서 음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별검사로 복귀할 수 

있다. 세포검사에서 LSIL이면서 2) HPV 양성(positive)이거나 3) HPV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여성에서는 질확

대경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질확대경검사를 시행하는 LSIL 환자에서 추가 검사 여부는 질확대경검사에 전체 변이대가 충분히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궁내경관 소파술은 임산부를 제외하고, 자궁경부에 병변이 관찰되지 않거나 만족스럽

지 않은 질확대경검사 결과 (unsatisfactory colposcopy)를 보이는 여성에서 고려해야 한다. 자궁내경관 소파

술에서 CIN2/3 같은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었을 때는 절제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등급 병변이 관찰되지 

않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마다 반복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하거나 12개월에 인유두

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여 경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절제술이 권고되지 않는다.

1.  Katki, H.A., et al., Five-year risks of CIN 3+ and cervical cancer among women with HPV testing of ASC-US Pap 

results. J Low Genit Tract Dis, 2013. 17(5 Suppl 1): p. S36-42.

2.  Ryu, K.J., et al., Reflex Human Papillomavirus Test Results as an Option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Women With 

Atypical Squamous Cells Cannot Exclude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Oncologist, 2015. 20(6): p. 

635-9.

3.  Hyun, J.Y., et al.,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nd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triage in Korean women: Revisiting the 2012 American Society of Colposcopy and Cervical Pathology screening 

guidelines. Obstet Gynecol Sci, 2017. 60(4): p. 35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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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  2년 이상 지속되는 LSIL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KQ5]  (1) 추적 관찰을 지속하거나,
 (2) 자궁경부 소작술(ablative procedures)을 시행하거나, 
 (3) 절제술(excisional procedures)을 시행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B

2013년에 발표된 140만명 대상 대규모 임상 데이터인 Kaiser Permanente Northern California Medical 

Care Plan(KNPC) 분석 연구에 따르면, HPV 양성 ASCUS 혹은 LSIL이 선행된 CIN1을 5년간 추적 관찰하였

을 때 CIN3 이상 고등급 병변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3.8%로 HSIL이 선행된 CIN1의 5년 후 CIN3+ 위험도인 

15%보다 낮다고 보고되었다 [1]. 특히 13-22세 젊은 여성에서 LSIL의 자연소실율은 1년째 61%, 3년째는 91%

로 매우 높게 보고되었다 [2]. 이에 근거하여 2012년 ASCCP 가이드라인에서는 ASCUS 혹은 LSIL이 선행된 

CIN1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나 소작술(ablation) 혹은 절제술(excision) 등의 치료 모

두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1.  Katki, H.A., et al., Follow-up testing after colposcopy: five-year risk of CIN 2+ after a colposcopic diagnosis of CIN 1 

or less. J Low Genit Tract Dis, 2013. 17(5 Suppl 1): p. S69-77.

2.  Moscicki, A.B., et al., Regression of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s in young women. Lancet, 2004. 

364(9446): p. 1678-83.

3.  Massad, L.S., et al., 2012 updated consensu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bnormal 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s 

and cancer precursors. J Low Genit Tract Dis, 2013. 17(5 Suppl 1): p. S1-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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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6] CIN 2/3 환자에서 원추절제술 후 수술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KQ6]  6개월 이내 세포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V

권고수준: B

2017년에 보고된 메타분석에 의하면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재발의 위험도는 17.1%로 알려져 있지만 

excisional procedures 후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가 재발을 예측하는데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는 91.0%와 

83.8%으로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 55.8%와 84.4%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다[1]. 또한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도 70-80%는 완치가 된다[2, 3].

CIN2/3 환자에서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1) 6개월 후 세포검사를 하거나, (2) 자궁내경관 소파술을 고려하거

나, (3) 침윤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시술을 시행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CIN2/3 환자에서 excisional procedures 후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1) 6개월 후 세포검사와 자궁내

경관 소파술을 하거나, (2)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3)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

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1-3]. 6개월 후 시행한 세포검사에서 ASC-US 이상으로 나

온다면 추가 검사는 이전에 언급한 권고안에 따라야 한다. CIN2/3가 재발하거나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cisional procedures를 다시 시행하거나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1.  Arbyn, M., et al., Incomplete excision of cervical precancer as a predictor of treatment fail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Oncology, 2017. 18(12): p. 1665-1679.

2.  Reich, O., et al.,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III: Long-term follow-up after cold-knife conization with involved 

margins.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2. 99(2): p. 193-196.

3.  Alder, S., et al., Incomplete excision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s a predictor of the risk of recurrent disease-a 

16-year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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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 원추절제술 후 절제면 음성을 보인 CIN 2/3 환자에서 추적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KQ7] CIN 2/3환자에서 치료 후 절제면 음성을 보인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모두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권고형식: 합의 (consensus)

근거수준: IV

권고수준: B

CIN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CIN의 재발은 치료 후 첫 2년이내에 대부분 발생

하지만, 최소 10년간은 자궁경부암의 발생위험도가 정상인구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 

어떠한 방법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무작위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16개 연구

를 통한 메타분석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세포검사보다 민감도는 높고(94.4%) 특이도는 비슷한 수준

으로(75.0%) CIN의 재발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8개 연구를 통한 메타분석에서는 CIN 2/3치료 후 6개월에 시행한 세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co-test 

가 CIN의 재발을 발견하는 민감도/특이도가 각각 79%/81%, 92%/76%, 95%/67%로 보고되었다. 일차선별검사

와는 다르게, CIN 2/3환자의 치료 이후 추적관찰에서는 민감도가 특이도보다 더욱 중요한 지표이므로 인유두

종바이러스 검사 또는 co-test가 꼭 추적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3]. 

CIN 2/3가 치료 직후에 침윤성암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술경계부위가 음성인 경우 CIN 2/3기 재발

하는 경우는 낮으므로(3.7%) 12개월 후에 co-test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4].

레이저 치료나 냉동치료 같은 소작술 이후 수술 경계 부위에 대해 병변 유무의 판단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에는 6개월 이후 세포검사 또는 12개월 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5]. 

또한 CIN2/3 환자에서 excisional procedures 후 음성이거나 모든 CIN1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후?)12개

월 이후, 24개월 이후에 동시검사(co-test, 세포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로 추척관찰한다[2, 3]. 만약 한

가지 검사라도 비정상이면 질확대경검사와 자궁내경관 소파술을 시행한다. 만약 모두 음성이라면 일반 선별검

사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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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2/3 환자에서 excisional procedures 후 수술 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 (1) 6개월 후 세포검사와 자궁내경

관 소파술을 하거나, (2)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거나, (3) excisional procedure를 다시 시행하

기 어려운 경우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4, 6, 7]. 6개월 후 시행한 세포검사에서 ASC-US 이상으로 나

온다면 추가 검사는 이전에 언급한 권고안에 따라야 한다. CIN2/3가 재발하거나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cisional procedures를 다시 시행하거나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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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진료권고안 4-자궁경부암 조기검지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