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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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암·복막암 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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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Guideline for Ovarian Cancer  19

난소암·난관암·복막암 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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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