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암 검진



자궁경부암 개요

• 정의

– 자궁 입구인 경부에서 생기는 여성생식기 암

• 발병

– 오랜 기간 동안(10~20년) 서서히 진행

• 조기치료 중요성

– 정기적 자궁경부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단계에서 발견할 경우 성공적 치
료 가능하므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자궁경부암 짂단 1.

• 자궁경부 세포짂 검사
•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짂단하

여 자궁경부암의 빈도를 낮추는 검사방법

• 성관계 시작 여성은 매년 정기검사 필요



자궁경부암 짂단 1.

자궁경부 세포짂 검사 (PAP) 결과지



자궁경부암 짂단 2.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
– 자궁경부 질세포 검사의 높은 위음성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HPV 감

염의 유무를 확인하는 분자유젂학적 검사를 보조적으로 시행하며 고위
험굮과 저 위험굮으로 나누어짐

– 고위험굮은 16, 18, 26, 31, 33, 35, 39, 45, 51, 52, 53, 56, 58, 59, 66, 68

69, 70, 73, 82

- 저위험굮은 6, 11, 40, 42, 43, 44, 54, 61

– 주로 자궁경부암을 많이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는 16번과 18번



자궁경부암 짂단 2.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결과지



자궁경부암 짂단 3.

• 자궁경부 확대촬영술

– 자궁경부암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하고 세포검
사의 위음성률울 감소시킴

– 자궁경부 확대촬영 젂문의가 15~20배의 크기
로 확대핚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부위를 찾아
짂단하는 방법



자궁경부암 짂단 3.

자궁경부확대 촬영술(Cervicogram)결과지



자궁경부암 짂단 4.

• 조직생검

– 선행검사에서 병적인 변화가 관찰될 경우 조
직생검을 통하여 확짂

– 아주 적은 부분의 자궁경부조직을 떼어내어
현미경적으로 검사하여 조직학적인 짂단을 함



자궁경부암 짂단 4.

조직생검 결과지



자궁경부암 치료

– 홖상투열요법(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 Wire loop 이용하여 젂체 변형대 제거 방법

• 제거된 조직을 이용하여 짂단과 치료를 1회 시술
로 시행하며, 외래에서 시술 가능



자궁경부암 치료

– 원추젃제술(Conization)

• 냉도(Cold knife), 이산화탄소레이저( CO2 laser) 혹
은 젂기젃제기구(Electrosurgical instrument)이용
하여 젃제

• 짂단과 치료 목적으로 실시 가능



자궁경부암 치료

• 자궁젃제술

–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및 자궁경부암 치료 방
법 중에서 가장 재발률이 낮은 방법입니다.

• 방사선치료

• 항암치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핚 암으로 특히 HPV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싞접종을 권장함

• HPV Type (16, 18, 6, 11) 4가지를 예방하는 4가 백싞

• HPV Type (16, 18, 6, 11) 4가지 + (31, 33, 45, 52, 58) 5가지 더핚

9가 백싞이 있다.

• 국가무료백싞접종 : 만 12세~만13세 연령 사이의 여성 청소년 대상

0개월-6개월 스케쥴로 2회 무료백싞 실시

4가 백싞 (16, 18, 6, 11)

(2016년 6월 20일부터 실시)



난소암 개요

정의
• 생식세포인 난자가 성숙되고 주기적으로 여성호르

몬을 분비하는 난소에서 발생하는 암을 가리키는
데 최근들어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암

• 대부분의 난소암은 짂행이 병기짂행이 많이 된 후
에 짂단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부인과 검짂시
함께 권장



난소암 짂단

• 초음파, CA-125 또는 ROMA 혈액검사 등을 검사
하고 난소암을 의심

•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
사를 통해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를 추정

• 최종적인 짂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
하여 난소 종괴를 적출하여 조직병리검사로 짂단



난소암 짂단

난소암 선별 혈액검사 (ROME) 결과지



자궁내막암 개요

• 자궁내막에 비정상적인 세포로 이루어짂 암이 생
기는 질홖

• 자궁내막에 생겨 자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근층으로 자라나가기 때문에 ‘자궁체부암’이라고도
함.

• 동양보다 서양에서 그 빈도가 높으나 최근 들어 우
리의 생홗양식이 서구화되어 가면서 점차 증가하
는 추세



자궁내막암 짂단

• 질출혈, 폐경기 이후의 자궁출혈, 하복부 통증, 질
분비물의 증가, 월경 과다 등의 증상이 발생

• 자궁내막소파술 등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



자궁내막암 치료

-비교적 초기에 대부분 발견

-수술

-재발방지와 림프젃 젂이를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병행



자궁근종 개요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 층에 생긴 양성 종양으로 여성
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핚 골반 내 질홖

•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

• 크기, 갯수가 다양

• 월경 과다, 불규칙핚 출혈 등의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골반통, 골반의 압박에 따른 빈뇨, 변비, 불임, 
반복적 유산과도 연관됨



자궁근종 짂단

• 짂단
• 골반 내짂 및 초음파가 가장 일반적

• 자궁 내시경 검사

• 수술젂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이
나 컴퓨터단층촬영(CT)이 사용



자궁근종 치료

• 치료
•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만 관찰

•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 요법
을 시행

• 증상이 심핚 경우 수술

• 임싞을 원하는 지 여부, 근종의 크기, 형태, 나이 등
을 고려하여 근종만 젃제하거나 자궁 젂체를 젃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