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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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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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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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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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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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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4.0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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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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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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ulasingam, S.L., et al., Evaluation of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in primary screening for cervical abnormalities 

- Comparison of sensitivity, specificity, and frequency of referral.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2. 288(14): p. 1749-1757.

8.  Mayrand, M., et al., Human papillomavirus DNA versus papanicolaou screening tests for cervical cancer.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7. 357(16): p. 1579-1588.

9.  Mayrand, M.H., et 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human papillomavirus testing versus Pap cytology in the primary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precursors: Design, methods and preliminary accrual results of the Canadian cerv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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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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ervical Cancer  35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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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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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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