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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협력센터 담당자 연락처

■ 응급의료센터
협력병·의원 응급환자 의뢰를 위하여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 Direct call 받습니다.  

구     분 응급 Direct call

권역응급의료센터 010-9684-079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010-3356-2939

산부인과(응급산모) 010-9699-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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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분당차여성병원을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멘디니 감각의 치료 공간, 산부인과 리모델링 오픈

분당차여성병원이 산부인과 외래 진료 공간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성 환자

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치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사드, 그래픽으로 탈바꿈한 새 공간은 꽃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한 

동선으로 세련미를 극대화하고 따뜻한 색채 사용으로 여성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분들의 대기 시간을 효율화

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인암센터 분당차여성병원 2층으로 이전, 여성질환·여성암 집중 치료

61주년을 맞은 차병원 여성의학 역사와 함께 한 부인암센터는 자경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 등 환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암 수술법, 수술로 제거 못한 미세암조직, 고열로 잔여 종양을 완전 제거하는 하이펙(HIPEC) 

수술, 광역동 화학 치료법, 온열치료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최근 부인암 발병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특성에 맞춰 향후 가임력

을 고려한 자궁보존 암 치료를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최신 부인암 치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과, 부인과, 난임 등 여러 의료진과 

함께 진료하는 부인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진료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

으로‘소아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토닥토닥 CHA 서비스’

를 실시합니다. 토닥토닥 CHA 서비스는 보호자가‘생후 

2주 ~ 만 15세’ 아이의 성장 발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만든 육아

정보입니다. 개별 아이의 생애 주기마다 어떤 사항을 

체크하면 좋을지, 또래들과 비교해 잘 크고 있는지,

이 시점에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발달과정은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시기에 맞춰 보호자의 카카오톡으로 해당 정보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아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토닥토닥 CHA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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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 최신 치료

부인암센터는 부인암이라고 일컫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난관암 그리고 복막암 등 생식기 관련 여성암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광역동 화학 치료법’과‘온열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을 도입해 치료하는 등 부인암 치료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고 앞으로도 최신 치료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차병원 60년 여성의학 역사와 함께한 부인암센터

부인암센터는 광감각제 투여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 치료

하는‘광역동 화학 치료법(PDT : Photodynamic therapy)’과 열에 약한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온열치료’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국내 최다 시술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첨단 치료법의 도입

으로 부인암센터는 뛰어난 치료 성적을 나타나고 있으며 타 병원도 최근 이런 

분당차병원의 치료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화학치료법, 온열치료법 국내 최초도입, 최다 시술

젊은 여성에서 증가하는 부인암 가임력 우선 고려하여 

치료 난임센터, 산부인과와 연계해 출산까지 가능

다행히 자궁경부암 백신의 활성화로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최근 젊은 여성에서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증 등의 발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는 가임여성 환자의 경우, 광역동 화학요법, 호르몬요법 등

과 같은 치료로 자궁 절제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할 뿐 아니라 치료 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난임, 산부인과 전문의들과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센터, 산부인과와 연계해 출산까지 가능

섬세하고 정교한 복강경, 로봇수술로 세밀하게 암조직 제거, 

흉터 최소화 환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첨단암치료법 시도

환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첨단암치료법 시도

수술로 제거 못한 미세암조직, 

고열로 완전 제거하는 하이펙(HIPEC) 시술 도입

수술 외에도 환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암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술로도 제거할 수 있는 미세 암조직까지 

완전한 제거를 위해 복강 내 고온 항암화학 관류요법(하이펙, 

HIPEC)은 수술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난소암, 복막암, 

나팔관암 환자들의 경우, 늑막이나 복강 사이에 남아있는 

종양세포에 접촉하여 고열의 고농축 항암제를 일정시간 동안 

복막 내에 관류시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면역요법인‘미슬토 치료’, 고용량의 비타민을 투여

하는‘영양치료’, 항산화 효과가 있는‘셀레늄(selenium)’

치료 등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1:1로 맞춤 적용하여 

치료합니다. 이에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는 타병원에서 치료

성과를 겪지 못한 환자들이 내원해 개인별 맞춤치료로 괄목

할만한 예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펙(HIPEC) 시술 도입

부인암 클리닉 문의 ㅣ 031-780-6191

■  부인암 면역항암 ■  HPV 자궁경부 이형성증

■  자궁근종/육종 ■  융모상피질환

■  암환자 조기폐경 ■  난치성 자궁선근증

■  난소종양 ■  유전성난소/유방암

■  미혼여성 부인종양 ■  비수술적 자궁근종치료

복강경, 다빈치 로봇수술은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암 조직을 절제하는 동시에 복부 

절개 대신에 구멍 몇 개만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수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수술로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고 자궁내막과 근육층, 외막층을 3번에 

걸친 정교한 봉합이 가능합니다. 통증과 출혈량 역시 기존 수술보다 훨씬 적고 수술 

다음날부터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 입원기간이 짧아 환자들의 삶의 질도 

높습니다.



여성암 면역항암제,

면역 회피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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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일 때는 몸속의 면역세포가 이를 

골라내어 사멸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세포 중 암세포 

일부는 면역체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면역 

회피’기전을 동원합니다. 이 때문에 면역세포는 암

세포를 정상으로 인식해 이를 공격하지 못해 암세포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를‘면역 회피’라고 하며 종양

면역항암제 중 면역관문억제제인 상기의 약제들은

‘PD-1’,‘PD-L1’,‘CTLA-4’와 같은 면역회피 인자들

을 표적으로 삼아 회피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이 결과

로 우리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들을 암세포라고 

인지하여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항암치료를 하면 암세포는 물론이고 우리 몸

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빈혈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반해, 면역치료제의 경우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공격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

니다. 또한 면역항암제는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치료 

반응이 한 번 나타나면 그 치료 효과가 1~2년 이상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가 좋아 완치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종양 면역항암제가 재발성, 

진행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흑색종, 신장세포암의 암종에서 

종양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인정되어 승인을 받고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나 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융모상피종양 등의 부인암종에서의 치료 효과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의 부인암 면역항암클리닉에서

는 국내 최초로 재발성 및 난치성 부인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하여 완치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임상치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또한 난치성 부인암 환자에게 적극적인 면역치료

를 시행함으로써 희망적인 임상치료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인암 면역치료

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와 T 면역세포 간에 PD-L1, PD-1 수용체와 리간드의 결합 작용이 

발생해, 그 결과 T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암 환자의 면역 상태가 약해져 암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암 환자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즉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등의 약제를 투여할 경우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에 PD-L1, PD-1 결합 반응이 방해를 받게 

되고 T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치료 과정을 

돕습니다. 

일부 암 환자들은 DNA가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시키는 유전자가 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DNA의 미세 부수체라는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돌연변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즉, DNA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 결손 또는 미세 부수체 불안정이

라는 바이오 마커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키트루다를 투여했을 때 종양 반응률이 

거의 40%에 이르는 높은 효능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이런 미세부수체 불안정 바이오마커가 

양성인 환자들이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4기 자궁내막암, 즉 전이가 

된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1차 치료로 표준 

항암치료를 받은 후, 2차 또는 3차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트루다 단독 치료 외에, 미세부수체 불안정 바이오마커가 음성일 때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합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데, 이 역시 이전에 표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에서 키트루다 단독 치료나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합치료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에 비해서 부작용은 덜하고, 효능은 훨씬 높은 약제입니다. 불과 3~4년 전에는 없었던 약제들

인데,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 

속도를 볼 때,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지내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서 좋은 약의 혜택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자궁내막암의 면역항암치료

1) 자궁내막암 2기 환자 수술 후 3개월 만에 재발하여 2년 동안 항암 치료 진행 이후 장이 막혀 

장루 수술할 상황에 이르러 2018년 3월경‘미세 부수체 불안정 검사’진행 후 바이오마커 

양성 확인

2) 키트루다 사용 후 

막혔던 장이 다시 풀렸고 

장루 복구 수술까지 하게 

되었음
  

3) 20년 6월, 33차까지 

투여한 이후 종양 반응이 

완전 반응에 가까운 

상태에 이름

증례

미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 환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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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분당차여성병원,

안심병원에서 안전분만하세요

분당차여성병원 산과는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원은 다양한 출산법의 노하우를 보유한 맞춤 분만센터의 전문 특화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임신, 임신 중 약물 노출, 조기진통, 자궁경관무력증, 유전질환 등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새 가족맞이를 도와드립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 신생아 관리까지 

    통합적인 원스톱 안전치료시스템 제공”분당차병원 산부인과는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 교수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총 18명의 산부인과 교수(부인암센터 

및 난임센터 제외)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산부인과 의료진 운영

분당차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 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산부뿐 아니라 태아의 어떠한 응급상황이나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타 진료과와도 발 빠른 협진으로 안전한 대처가 가능

합니다. 분만 과정에서도 여러 다양한 분만법을 통해 임신부의 고통을 

줄이고 임신부와 태아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 임신부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4시간 365일 산과 전문의 분만으로 안전분만 분당차여성병원은 임신부는 물론 보호자도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제왕절개 수술 시 보호자 참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아이의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경우 출산에 대한 공포가 큰데 

보호자가 수술실에 참관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공유하며 출산의 

감동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제왕절개 수술보호자 참관시스템

고위험 임신 요소를 동반한 경우, 철저한 산전 진찰과 모체혈청 태아기형 

검사,  태아 염색체 검사(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제대 천자), 정밀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태아 안녕 검사 등을 통하여 고위험 임신 

인자를 찾고 임신부 및 태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분당차여성병원에서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여러 

진료과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 임신에서 임신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만, 단지 임신부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걱정이나 불필요한 과다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분만을 처음부터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분당차여성병원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

니다.

고령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세밀한 산전관리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산과 클리닉 문의 ㅣ 031-780-5290

■  임신전 상담 ■  습관성유산

■  산전유전상담 ■  임신중 약물상담

■  융모막검사 원스톱 ■  쌍태임신

■  고위험임신(고령임신) ■  자궁근종 임산부 관리

■  양수검사 퀵테스트 ■  자궁경관무력증

■  조기진통 ■  맞춤분만센터

■  제왕절개 ■  산후검진

■  제왕절개 흉터관리 ■  산후관리센터



여러 의료진이 함께 모여 결정하는

환자 맞춤형 다학제 통합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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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산부 및 보호자와 함께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방향을 결정하는 원스톱 환자 진료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비해 임산부의 평균 분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갑상선 질환,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 면역 질환, 비만, 우울증 등 

여러 기저 질환을 동반한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외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들이 함께 진료합니다.

선천선기형인 구순구개열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가 협진 하는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MDT)를 도입했습니다. 

성형외과(김석화 교수), 산부인과(정상희 교수), 소아청소년과(채규영, 김혜림 

교수), 소아외과(이종인 교수), 소아신경외과(김태곤 교수), 이비인후과-두경부

외과(김소영 교수), 정신건강의학과(이상혁 교수), 재활의학과(서미리 교수), 치과

(정승원, 황유선 교수) 등 10여 명의 전문의 중심으로 태아 때부터 미리 진단하고 

출산, 산후 수유 및 수술, 재활 치료까지 장기 치료 계획을 세워 전문적이고 체계적

으로 치료합니다.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는“그동안 구순구개열의 치료는 외과적 수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수술은 치료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며“분당차병원 

고위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다학제 진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함께 

태아 때부터 미리 진단하고 장기치료 계획을 수립해 성장에 따른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에는 치료기술이 발달해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기능적 문제없이 완치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당차여성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진료센터는 대학병원 최초로 진단에서 

진료 및 수술까지 10여 명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며 환자 맞춤형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는‘구순구개열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 구순구개열 다학제 진료 시작

이찬(부인암센터)ㆍ정상희(산부인과)ㆍ신지은(난임센터) 교수로 구성된 

다학제팀은 3년 전 냉동 보관한 난자를 해동해 임신, 출산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2015년 자궁내막증으로 우측 난소난관절제수술을 받은 A 씨(30세)는 

2년 후인 2017년 좌측에 8cm 크기의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였던 부인암센터 이찬 교수는 과거 수술로 한쪽 난소만 있는 상황

에서 종양 크기가 커 남아있는 난소도 수술해야 할 수 있으니 결혼과 

출산을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A 씨

는 언젠가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난자 보관을 결정

했고, 2017년 8월 난자를 채취한 후 난자를 냉동 보관했습니다. 이후 

좌측 난소 보존치료를 진행해오던 A씨는 2019년 결혼해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아 냉동 보관한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로 임신

에 성공,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두 딸을 출산했습니다.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정상희 교수는“당시 20대 젊은 나이에 미혼

이었던 A 씨가 난자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난소 기능 저하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웠을 수 있다”라며“A 씨와 같이 당장 임신 계획이 없고 

자녀 계획이 없는 미혼 여성이라도 반드시 출산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 보존을 위한 수술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그중

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난자 보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병원 여성의학 연구소 분석 결과 10년 사이 항암 및 기타 질환으로 

난자보관 31배 이상 급증 실제 차병원 여성의학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암 및 기타 질환으로 난자를 보관한 여성은 2010년 3명에서 

2018년 94명으로 31배 이상 증가,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출산과 연관되어 발병할 수 있는 각 질환에 대해 관련

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산부 및 보호자와 함께 질환의 

진단을 함께 하고, 출산 전 추적 관찰 및 치료 계획, 출산 후 예후와 

내과적, 외과적 치료 계획 등을 세워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

를 도입했습니다. 다학제 진료로 임신 중 임신부와 보호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과 아기의 출생 전후 안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결혼 전 보관한 난자로 임신ㆍ출산 성공

이찬ㆍ정상희ㆍ신지은 교수 다학제팀

구순구개열 환자의 양약수술

[사진]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정상희 교수와 

난임센터 신지은 교수, 

부인암센터 이찬 교수

(사진 왼쪽부터)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자궁내막증을 

치료하고 임신, 출산한 

A 씨의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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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ㅣ  교수  김용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위한 진료 권고안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성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선별검사는 70세에 종료할 수 있다. 검사의 주기는 매 1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액상세포 검사는 기존의 세포 검사에 비하여 민감도, 

특이도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적절한 검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Conventional Pap test와 Liquid-based cytology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세포 검사와 자궁경부확대촬영(cervicography)을 병행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나 민감도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HPV 검사는 세포검사에 비하여 높은 민감도를 가지며 더 많은 고등급 상피 내

종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25세 이상 여성의 선별검사로 High Risk HPV는 

세포 검사의 대체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검사의 주기는 3년 이상 5년 미만

으로 권고한다. HPV vaccine을 접종한 여성에서 선별검사는 기존 검사 방법 

및 주기와 차이를 두지 않는다.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여성이라도 중등도 

상피 내 종양 이상의 병력이 있거나 과거 선별검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별검사를 지속한다. 

1.  일반 선별검사 가이드라인

1년 후 세포 검사와 HPV 검사를 시행하거나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년 후 두 검사 모두 정상이면 일반 선별검사로 복귀 가능하고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해야 한다. HPV 양성인 여성의 58%에서 정상

세포 검사 결과를 보인다. 30세 이상 정상세포/양성 HPV 보이는 여성에서 10

년 이내 CIN 3가 관찰되는 확률은 16/18번 HPV 각각 21%, 18% 정도이다. 그 

외의 High risk HPV 감염된 여성에서는 단지 1.5% 정도다. 16/18번 바이러스

가 발견되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해야 한다. 16/18번 이외의 고위험군 HPV 

감염된 여성은 세포 검사와 HPV 검사를 1년 후에 시행할 수 있다.

2.  Cytology negative, HPV (+)

2. ASC-H의 추가 검사는 질 확대경이다. 조직 검사에서 HSIL 이상의 병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세포 검사와 질 확대경 검사를 할 수 있다. 6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정상이면 일반 선별검사를 하면 된다. HSIL이 확인되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 

1. ASC-US 환자는 HPV 검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세포 검사를 할 수 있다. 질 확대경 

검사는 HPV 양성인 경우 시행한다. HPV 양성인 경우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일 경우 일반 선별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6개월 간격으로 세포 검사를 하여 

ASC-US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회 연속으로 음성

이면 일반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3.  ASC (Atypical squamous cells)

HPV 양성인 경우에만 질 확대경 검사를 하고 HPV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권고한다. HPV 음성이면 12개월 후 병합 검사를 권고한다. 

병합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면 일반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ASC 이상의 결과가 

나오거나 HPV 양성이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해야한다.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 

병변이 발견되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 LSIL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추적 관찰을 지속하거나 자궁경부 소작술(ablative procedure)을 하거나 

절제술을 할 수 있다.

5.  LSIL(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질 확대경 검사, ECC(endocervical curettage)를 해야 한다. 35세 이상이면 

자궁내막조직검사도 해야 한다. 조직 검사와 ECC에서 CIN이나 AIS가 발견

되면 진단 목적의 절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CIN, 자궁경부암, AIS, 자궁내막암, 난소암, 난관암 등과 관계된 경우가 많다. 

35세 이하에서는 HSIL의 위험도가 높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AGC는

4.  AGC (atypical glandular cells)

HSIL은 세포 검사나 HPV 검사로 경과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소년

을 제외하고 즉각적인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LEEP이나 Coniza

tion을 받지 않은 여성에서는 질 확대경을 시행할 수 있다. 질 확대경 검사 

결과 병변이 없거나 CIN I이면 세 가지 옵션이 있다. 1)12개월 후 병합 검사, 

2)진단 목적의 원추 절제술, 3)세포 검사와 조직 검사, 질 확대경 검사 결과를 

다시 review 하는 것 등이다.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병변(CIN2/3)을 보인 경우 

질 확대경 검사가 만족스러운 경우 원추 절제술 혹은 변형대의 소작술이 가능

하지만 질 확대경 검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진단 목적의 원추 절제술이 필요

하다. 원추 절제술 결과 절단 경계면에 병변이 있다면 6개월 내 세포 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excisional procedure을 다시 시행하거나 자궁적출술

을 할 수 있다. 절제면 음성이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세포 검사와 인유

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모두 음성이면 선별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다. 

6.  HSIL(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1)  Management of adolescent women

2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서 ASU-US/LSIL일 경우 HPV 검사보다는 12개월 후 

세포 검사를 선호한다. ASC-H 혹은 HSIL 이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해야 한다. 조직 검사

에서 CIN I이 발견된 경우 이전의 세포 검사가 ASC-US나 LSIL이었다면 12개월 후 세포 

검사를 하여 정상이면 일반 선별 프로그램으로 복귀, ASC 이상의 소견이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한다. 이전 세포 검사가 ASC-H 혹은 HSIL 이면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한다. 조직 검사에서 CIN 2/3가 발견된다면 1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세포 검사와 질 확대경 검사를 하거나 절제술 또는 변형대 소작술을 시행할 수 있다.

2)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임산부에서 ASC-US/LSIL이 나온 경우 임산부가 아닌 여성과 같이 추가 검사를 한다. 

HSIL에서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하며 조직 검사는 고등급 병변이나 침윤성암이 의심

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침윤성암이 아닌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었다면 분만 

후까지 진단 목적의 절제술을 연기할 수 있다.

7.  Special situations 



34주 1일, 2.39kg로 출생한 쌍둥이 중 둘째 여자아이가 3개월 경 왼쪽 아래 

눈꺼풀이 오른쪽에 비해 푸른색을 띠면서 왼쪽 눈이 부어 있고 돌출되어 보인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이 증상은 특히 아이가 울 때 심해져 위, 아래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다고 하였다. 초음파에서 혈관종으로 의심되는 soft tissue mass가 

관찰되어, 이에 대해 Orbit MRI를 시행하였고 좌안의 medial aspect 부위로 

intraconal extension을 보이는 혈관종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이 병변은 진행될 

경우 안구의 돌출과 시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경구 프로프라놀롤 치료를 

시작하였다. 겉으로 보이던 증상은 치료 시작 3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사라졌으며, 

생후 12개월경 추적 관찰을 위해 시행한 Orbit MRI에서 모든 병변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례 2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ㅣ  교수  이나희

소아 종양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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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의 빈도가 낮고, 암의 종류나 치료법, 예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 진단이 어렵고, 진행속도가 

빨라 진단 시 이미 진행된 병기일 경우도 많다. 하지만 소아암의 경우 전체 

완치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에 반응이 좋고 특히나 소아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표준 위험군의 완치율은 90% 이상으로 치료법의 눈부신 발전

이 있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수술을 담당하는 모든 파트의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최근에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를 통한 Minimal 

Residual disease를 평가함으로써 소아암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발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 장기 생존율을 더욱 높이고자 다기관 연구를 

계획 중에 있다. 

1.  소아암

영아 혈관종은 전체 신생아의 3~5%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며 미숙아

에서 더 흔하게 발생된다. 생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빠르게 커지다가 

수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퇴화되기도 하는 질환으로 추적 관찰만을 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중 10~15%가량에서는 기능적인 문제나 영구적인 후유증

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를 필요로 한다. 눈 주위에 있어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코나 목 주변에 발생하여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전신

적인 치료를 요한다. 최근 경구용 베타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롤이 영아 혈관종

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약제 부작용에 대한 소아과적인 

모니터링 역시 중요하다. 

2.  영아 혈관종

15세 남아가 지속되는 기침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CT에서 종격동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 검사 시 호즈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진단 시 비장 및 골수

에도 침범 소견을 보여 병기는 4기로 퍼져 있었지만 약 1년간의 복합 항암화학

요법 진행 후 관해 소견을 보여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과 치료 종결 

1개월 뒤 f/u CT에서 원발 부위의 임파선들이 커지는 영상의학과의 판독이 

있었고, 추가로 시행한 핵의학과 검사인 PET에서도 림프종의 재발 및 악화 의심 

소견을 보였다.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 조직들에 대해 다시 Excisional 

biopsy를 진행할 수 있었고, 다행히 병리과의 최종 진단은 재발이 아닌 염증 

소견이었다. 이렇듯 다학제적인 접근이 소아암에서도 진단과 치료 모두에 필수적

이다. 환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중에 있으며, 수년간 재발의 증거 

없이 현재는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증례 1

치료 후치료 전

치료 후진단 시 재발 의심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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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ㅣ  교수  박현

수술 후 장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

: 감시 림프절 탐색술

림프류 

(lymphocele)

유미복수 

(chylous ascites)

림프부종 

(lymphedema)

20-40%

4-5%

20-40%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여, 골반통 및 장폐색을 일으킴. 

일부에서 감염되고 배농술이 필요함.

장에서 흡수된 지방 성분과 림프구 등이 복강으로 유출되어 복수가 생성됨. 

장기간 금식이나 저지방 식이가 필요하고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

생존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만성 합병증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음. 

초기에 발견하여 진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림프계 합병증 발생빈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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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림프절

절제술

ICG 탐색술 감시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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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골반 림프계(육안) [그림 1-2]   ICG를 이용한 감시 림프절 탐색술

[그림 2]   골반림프절 절제 범위와 

                하지림프부종의 발생 빈도

[그림 3]   감시 림프절 탐색술

감시 림프절(sentinel lymph node)은 종양에서 생성된 림프액이 가장 먼저 

배액되는 림프절이다. 암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하여 감시 림프절을 발견

한다. 감시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림프절의 전이 

(metastasis) 여부를 판단한다. 감시 림프절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완전 

림프절 절제술이나 보조요법을 추가해야 한다. 발견되지 않으면 림프절 전이

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몇 개의 림프절만 절제하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

이 전체 림프절을 절제하는 완전 림프절 절제술을 대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기 부인암에서 자궁과 전체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법이 표준

치료법이었다.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면 림프계 합병증을 초래한다.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림프액이 유출되면 림프류(lymphocele)와 유미 복수

(chylous ascites)가 발생하고, 림프액의 순환이 저하되면 림프부종(lymp

hedema)이 발생한다. 림프부종은 일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생존자에게 

가장 괴로운 장기 합병증 중에 하나이다.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1.  감시 림프절이란?

감시 림프절은 육안으로 찾을 수 없어서, 여러 염색법을 이용한 탐색술을 사용

한다. 이 중에서 한국 보건 의료연구원에서는 2020년 말에 인도시아닌그린

(Indocyanine green, ICG)을 이용한 근적외선 감시림프절 탐색술을 신의료 

기술로 인정하였다. 감광성 형광물질인 인도시아닌그린은 외부의 빛을 흡수한 

후에 여기(excitation)되면서 근적외선을 방출한다.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

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림프절을 발견한다. 인도시아닌그린은 무독성이며, 기존 

염색 색소에 비해서 림프절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형광의 생체 내 투과력이 높다. 

인도시아닌그린을 사용한 경우에 감시 림프절 발견율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2.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감시 림프절 탐색술

자궁내막암과 자궁경부암, 질암으로 최소침습수술 혹은 개복수술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다. 근적외선 모율이 장착된 카메라가 필요하다. 최신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용 카메라에는 장착이 되어있고, 개복용 근적외선 카메라

는 별도로 준비한다. 자궁입구 등 원발 종양 주변부에 수술 중 인도시아닌그린

을 주입한다. 근적외선 광원을 해당 림프계에 조사한다. 림프절이 혈광 

발현하는 순서에 따라서 감시 림프절을 파악한다.

3.  감시 림프절 탐색술의 실제

본원에서 조기 부인암으로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을 통해서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약 100여 명을 조사하였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수술 후에 

림프계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골반 림프류가 약 25%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의 4분의 1에서는 감염이 겹쳐서 배농술이 필요하였다(김미강, 2018 대한

산부인과학회). 림프부종은 약 30%에서 발생하였다. 림프절을 많이 제거할 

수록 림프부종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박현, 2020 대한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인도시아닌그린을 이용한 감시 림프절 탐색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림프부종

의 발생 빈도가 약 3분의 1로 감소되었다. 탐색술과 관련된 부작용은 없었다.

4.  연구 사례

부인암 수술에 감시 림프절 탐색술이 도입되고 있다. 인도시아닌그린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감시 림프절을 절제하는 방법은 안전하고 용이

하다. 기존의 완전 림프절 절제술을 대체하여, 림프절 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림프계 부작용과 장기 합병증을 감소시킬 것이다. 조기 부인암으로 수술이 

예정된 부인암 환자에서 감시 림프절 탐색술이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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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전자 검사법이 과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가능해지고, 

환자들의 인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암환자의 치료만큼이나 암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 구성원을 찾아 암을 예방하거나 스크리닝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실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암의 5-10%는 강력한 유전적 요인을 

가진다.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경우 본인이 암이 발병할 위험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위험성이 유전될 가능성이 50%이다. 이러한 

유전성 부인암은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궁내막암은 발생률이 서구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최근 

저출산, 비만 인구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부인암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 전반에 결쳐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출산 전 여성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자궁내막암은 산발성 변이(sporadic mutations)에 의해 발생

하나, 약 5%의 환자는 유전성 변이(genetic mutations)에 의해 발생하고 

산발성 암보다 10-20년 일찍 발병한다. 이러한 유전성 변이로 인한 암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자궁내막암, 일명 린치신드롬(Lynch Syndrome)

으로, 관련 유전자는 부조화복구 유전자(DNA mismatch repair genes, 

MMR genes)로 MLH1, MLH2, MLH6, PMS2, EPCAM 등이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게 되며, 각각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암별생 빈도는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guide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nccn.org/professionals/physician_gls/pdf/

genetics_colon.pdf) 임상적으로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가족 내에서 

자궁내막암이 여타의 암종에 비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가족 구성원을 여러 암종으로부터 지키는“문지기(gate keeper)”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특히 50세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 유전성 

변이의 선별검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선별검사로는 종양에서 결함이 있는 

DNA mismatch repair(MMR) 유전자를 찾기 위한 면역염색법(immuno-

histochemistry, IHC)과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 

MSI) 검사가 이용된다. 아래 두 증례는 본원에서 6개월 간격을 두고 유전성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된 모녀 케이스이다.

MMR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 및 가족 구성원 중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가족의 경우, 자궁내막암을 위시한 여러 암종을 예방하고 조기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유전성 변이를 가진 가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세심한 진료 및 최신 정보를 정확하기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년 전 폐경된 56세 여환은 2년 전부터 간헐적인 질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내오다 출혈량이 증가하여 타 병원 진료 후 자궁

내막암이 의심되어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시행한 부인과 초음파상 자궁강내 

7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고, 자궁내막이 4cm으로 비후된 소견보여 자궁

증례 1 (어머니 환자)

내막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내막암(undifferentiated endometrioid 

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다. 병기설정을 위한 영상학적 검사 후 

수술적 치료받았으며, 수술 후 병기 IB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후 현재 주기적인 외래 추적 검사 중이다. 수술로 얻은 조직을 이용한 

면역 염색검사 및 유전자 검사상 린치 신드롬 관련 유전자(MSH6) 돌연변이

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다행히 대장/위내시경 및 유방 선별검사상 이상 소견

은 관찰되지 않았다.

증례 1 환자에게는 미혼인 두 딸(26세, 30세)이 있었다. 가족력을 살펴보면 

외조부가 대장암, 어머니가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되어, 린치 신드롬이 의심

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로 부인과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첫째 딸이 검사상 

자궁내막에 1.5cm 크기의 자궁내막하 근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

으나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없어 경과 관찰 하던 중, 어머니 환자의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어 보고되었다. 안타깝게도 린치 신드롬 관련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첫째 딸의 초음파를 추적 검사한 결과 자궁내막하 근종으로 추정

되었던 종괴가 3개월 사이에 5cm 가량으로 급격히 크기가 증가하여 자궁

내막 조지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유전자 검사상 

어머니와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미혼이었으나 영상학적 

검사상 이미 진행된 자궁내막암으로 발견되어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

기절제술을 포함한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 중이다.

증례 2 (딸 환자)

[그림 3]   암진단후 수술전 시행한 

골반 MRI(좌) 및 PET(우)

[그림 1]

처음 시행한 초음파

[그림 2]

3개월후 초음파

·질 초음파 및 필요시 자궁내막 생검

·종양 표지자 검사

·대장 및 위 내시경검사

·소변검사

·운동 및 식이조절, 적정 체중 유지

·경구피임약 복용

·출산 종료 후 위험 감소 수술 고려

·아스피린 복용 

선별검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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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유방암은 세계 여성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우리나라서도 전체 

여성암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1)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으로 힘들어하는 

만큼 유방암을 정복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마 

유전자 연구일 것이다. 최근 세계 25개국 11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방암 관련 유전자 연구가 시행되었고 이것이 2021년 1월 NEJM에 

발표되어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2)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회도 참여

하여 더 큰 의미가 있는 본 연구에 대해 요약해 보고자 한다. 

[표 1]  Risk of Breast cancer overall associated with protein-truncating variants

ATM

BRCA1

BRCA2

CHECK2

PALB2

BARD1

RAD51C

RAD51D

TP53

2.10 (1.71–2.57)

10.57 (8.02–13.93)

5.85 (4.85–7.06)

2.54 (2.21–2.91)

5.02 (3.73–6.76)

2.09 (1.35–3.23)

1.93 (1.20–3.11)

1.80 (1.11–2.93)

3.06 (0.63–14.91)

9.2×10-13

1.1×10-62

2.2×10-75

3.1×10-39

1.6×10-26

0.00098

0.0070

0.018

0.033

Gene Odds Ratio (95% CI) P Value

[그림 1]  Risk of Breast cancer overall and tumor subtypes associated with 

               protein-truncating variants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 ; 유방암을 일으

키는 유전인자) 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BRCA1, 2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는 유방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신뢰할

만한 위험도 추정치(risk estimates)는 부족한 상황이다. 

1.  Background

여는 말

유방암 환자 60,466명과 건강한 대조군 53,461명을 대상으로 34개의 

유방암 감수성 후보 유전자(putative susceptibility genes)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sequencing)을 시행하였다. 이들 유전자에서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protein-truncating variants) 및 아미노산 생성 과오 변이(missense 

variants)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 교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2.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이에 따른 위험도를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와 

아미노산 생성 과오 변이로 나누어 분석했다. 여기서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란 

정상적인 단백질의 생성이 중단되는 변이를 말한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단백질

의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 성장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오류가 있는 

세포가 증식하여 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유방암 발생 위험과 연관된 

유전자로는 ATM, BRCA1, BRCA2, CHECK2, PALB2, BARD1, RAD51C, 

RAD51D, TP53 등이 확인되었고(각각의 교차비는 표 1에 기재됨) 이를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보니 ATM, CHECK2의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positive)에서 

교차비가 높았고, BARD1, BRCA1, BRCA2, PABL2, RAD51C, RAD51D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ER negative)에서 교차비가 높았다.(그림 1)

3.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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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stimated absolute risk of Breast cancer associated with 

               protein truncating variants in 8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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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유전자의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와 연관된 유방암의 위험도를 

일반인 유방암 발생 위험과 비교하여 20세에서 80세까지 나이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BRCA1, BRCA2, PALB2는 8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30%를 넘고, CHECK2, BARD1, ATM, RAD51C, RAD51D

는 17~30% 범위의 위험도를 보였다.(그림 2) 

한편 아미노산 생성 과오 변이는 아미노산 조성을 바뀌게 하는 변이를 말한다.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와 달리 단백질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특정 아미노산의 

변화가 생겨 단백질 구조가 변화된다. 이런 변이는 대부분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위의 과오변이는 유방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유방암 발생 위험과 연관된 유전자로는 CHEK2, ATM, TP53, BRCA1, 

CDH1, RECQL 등이며(표 2) 이 중 CHEK2, CDH1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에서 교차비가 높았고, BRCA1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에서 교차비가 

높았다.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은 지난 4월 산본제일병원 외 33개 지역

사회 병·의원과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34개 신규 협력 체결기관에 현판과 협약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하여 양 기관은 원활하고 신속한 진료 및 정보교류, 

상호 협력을 통한 환자 진료 시 좀 더 향상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았다.

(1) 한국유방암학회 통계위원회, 2020 유방암백서

(2) DORLING, Leila, et al. Breast Cancer Risk Genes-Association Analysis in More than 113,000 Women. N Engl J Med, 2021, 428-439.

(3) SHAO, Fengping, et al. PARP inhibitors in breast and ovarian cancer with BRCA mutations: a meta-analysis of survival. Aging (Albany NY), 2021, 13.6: 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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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isk of Breast cancer overall associated with rare missense variants 

CHEK2

ATM

TP53

BRCA1

CDH1

RECQL

1.42 (1.28–1.58)

1.06 (1.00–1.13)

1.10 (0.91–1.31)

1.11 (1.02–1.20)

1.10 (0.98–1.23)

1.12 (1.00–1.26)

2.9×10-18

0.0010

0.00080

0.010

0.042

0.036

Gene Odds Ratio (95% CI) P Value

최근 유전자 검사 비용이 낮아지고 여러 종류의 유전자 검사가 단시간 내에 

가능해지면서 일반인 혹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패널 검사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유전자 검사는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호르몬 수용체 유무에 따른 하위 유방암 유형의 

연관성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유전자 패널 검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9개 유전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별 특이 

위험도를 산출하여 좀 더 개별화된 유전 상담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BRCA 유전자의 경우, 보인자 유방암에서 특이하게 

작용하는 PARP-inhibitor 약물이 개발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3)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시작된 BRCA 유전자가 이제 예방부터 치료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이번에 밝혀진 BRCA 외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들을 통해 새로운 치료의 문이 열릴지 기대해본다. 한편 본 

연구는 개인의 유방암 위험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라는 의미에서 유방암 

진단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유방암 위험이 높은 사람 혹은 가계를 

특정하여 개별화된 검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초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개인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라는 말이 점점 널리 쓰이고 있는데, 본 연구가 이런 의학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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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50 이상의 초고도비만은 치료가 대단히 어렵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근 비만 수술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초기 접근 가능한 수술법이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이다. 아직

까지 수술적 요법과 약물치료를 병용하는 것의 효과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환자에서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를 시행하고 

수술 전후에 phentermine/topiramate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BMI 40 미만

으로 낮추는데 더 유용한지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배경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MI 50 이상이면서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수술을 받을 환자 25명에 대해 수술 3개월 전부터 수술 

후 2년까지 phentermine/topiramate를 7.5/46~15/92 mg/d 사용했고, 

같은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동반하지 않았던 40명의 수술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두 군 간의 체중 감소 정도, BMI 변화도, BMI 40 미만이 될 확률 등을 

비교하였다.

방법

25명의 phentermine/topiramate 사용자 가운데 13명은 수술을 완료하

였다. 약물 사용자의 평균 BMI는 61.2 +/- 7.1이었고, 대조군은 57.0 +/

- 5.6이었다. 12개월간 체중 감량의 비율은 약물+수술군에서는 -39.3%, 

대조군에서는 -31.4% 였고 P=0.018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24개월

에는 약물+수술군에서 11.2%를 더 감량하는 효과를 보였다. (P=0.007) 24

개월째의 환자들의 BMI는 약물+수술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33.8과 42로 

확인되었다. 2년째에 BMI 40 미만까지 도달하는 확률은 약물+수술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4.1배(95% CI 0.8-21) 높았다.

결과

수술 단독으로 시행한 군에 비해 약물과 수술을 동반한 군에서 더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더 높은 BMI 40 미만 도달률을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장기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임상 논문 : 비만 수술과 약물치료에 대해 

Use of phentermine-topiramate extended release in combination with 

sleeve gastrectomy in patients with BMI 50 kg/m2 or more

(Ard et al. Surg Obes Relat Dis. 2019 Jul;15(7): 103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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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대사증후군 다학제 진료

: 비만에 대한 복합 치료 패러다임

2021년 4월 22일 분당차병원은 비만 대사증후군 다학제 진료를 시작하였

습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다학제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비만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보다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 결과를 낳게 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운동 안 해서 생기는 병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치료를 시도하다가 난치성 

비만 환자를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다학제는‘난치성 비만 감별부터 요요방지까지 비만 탈출 프로그램’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정의학과, 외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임상영양팀 등 다양한 진료 그룹이 참여하여 최적의 비만 치료를 

이끌고자 합니다.

1.  비만 대사증후군 다학제 출범

비   만

식이습관

활동량

유전

사회경제적요인

환경

정신적 요인

당뇨

대사증후군

암

불임

조기사망

정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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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학제는 총 8개의 파트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1) 가정의학과 : 비만 환자의 일차적 진료와 약물치료, 

                          다른 치료 방식과 복합 약물치료를 담당

2) 외과 :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결정하고 수술 전후 관리

3) 소화기내과(내시경) : 내시경 비만 시술(주로 위내풍선치료)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위 형태적 재구성 시술로 연결

4) 임상영양팀 : 식사 패턴 분석과 식이 처방 추적 관리

5) 재활의학과 : 운동 처방과 추적 관리, 비만 합병 부종에 대한 관리

6) 내분비내과 : 이차성 비만의 감별진단, 

                          비만에 따른 당뇨 및 대사증후군의 관리

7) 소화기내과(간) : 비만으로 인한 간 합병증과 

                                체중 감량 과정에서의 간담도 합병증 예방과 관리

8) 정신과 : 정신건강학적 평가와 조절, 정신적 요인과 합병증의 관리 조절

2.  비만 대사증후군 다학제의 구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고도비만 수술 대상자

① BMI 35kg/m2 이상인 환자

② BMI 30kg/m2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등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

③ BMI 27.5kg/m2 이상 30kg/m2 이하이면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

# 비만대사 수술 관련 건강보험 혜택 (2019년 1월 1일부터~)  

   - BMI 30 이상인 환자들은 전면 보험 적용

   - BMI 27.5 이상인 환자들은 80% 본인 부담 하에 보험 적용

저희 비만 대사증후군 다학제에서는 비만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치료를 동반하여 접근하며, 비만 치료의 다양한 모달리티를 제공하여 비만에 

대한 복합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진료 분야에서 

난치성 고도비만의 치료는 대학에서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진료에서 어려운 점은 저희 다학제에 의뢰해 

주시면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협력병원에 드리는 제언

의뢰서양식
다운로드

의뢰서
작성

진료일정
보기

진료협력센터
간편예약

온라인
예약

종합건강
증진센터

초진환자
빠른예약

진료협력센터
간편예약

문  의 ㅣ 진료협력센터  031-780-5168

진료협력센터 간편예약 안내

분당차병원은 협력 병·의원 원장님의 간편하고 빠른 환자의뢰를 위하여

분당차병원 홈페이지에서‘진료협력센터 간편예약’을 클릭 또는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간편예약’을 클릭 후 아래 화면에 작성하여

‘확인’ 하면 진료협력팀에서 환자와 유선 상담을 통하여 

빠른 진료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의뢰 환자의‘진료정보제공 동의서’안내
의료법 21조 2에 의거하여 의뢰 환자의 진료 결과를 의뢰 의사가 조회 및 

회신 받고자 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법정)가 동의 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진료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21조 2에 의거하여  본인은 분당차병원의 진료정보를 

진료의뢰 의사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진료정보 제공 범위 : 

회신서, 검사결과, 영상이미지, 약처방 내역 등)진료정보 

제공

동의서
■  환  자  명  :                          (서명)

■  보호자 명  :                          (서명) ■  보호자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진료의뢰 환자 진료 절차 안내

☎ 진료협력팀 예약 :  031-780-5168, 5164       

☎ 응급의료센터 : 031-780-5840(성인), 3939(소아)

※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없는 경우 전화예약센터 이용(1577-4488)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지참 시 진료협력팀에서 예약

예약 후 진료 당일 해당 진료과 가까운 원무팀에서 수납 후 진료과 내원

외부 영상물(영상 CD, 필름) 지참 시 원무팀 직원에게 알리고 안내받음

※ 분당차병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신규 진료의사 

신경외과 ㅣ 윤도흠

척추 / 디스크 / 협착증 /

척추외상 / 척추종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료원장 역임

  

·EBS 명의 [척추] 출연

·네이버 선정 최고의 척추신경외과 의사

네이버, EBS 명의 선정

국내 척추 수술 최고 권위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교수(의료원장) (現)

치료에 의한 체중 감량은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년간 24.4%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바 있습니다. 더구나 수술적 치료는 현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난치성 비만 환자에게 

접근 가능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비만 치료를 통해 

24-38%의 체중 감량을 기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약물 

치료 지침에서는 약 10% 이상의 감량

이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현재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한 

약물의 경우도 평균으로는 약 9kg 감량

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비만 치료제 가운데 Orbera 

풍선을 이용한 치료에서는 6개월간 체중

의 13.16%를 감량했던 메타 분석 결과

가 있습니다. 수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

tomy)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술적

3. 비만 치료의 대표적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

내시경적 풍선 삽입술

수술적 치료의 예 : 위소매절제술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14외래진료일정

분당차병원(본관)



분당차병원(본관) 분당차여성병원(신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15외래진료일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16외래진료일정

첨단연구암센터/소화기·간센터(별관)

진료과별 소식

신경외과 조경기·임재준 교수팀은 

환자의 혈액에서 배양한 NK 면역세포

치료제 CBT101로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했다. 또 혈관을 통해 활성화된 

면역세포치료제가 종양 주변으로 이동

해 면역반응을 증진시키고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치료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의학 국제 학술지 플러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CBT

101은 환자의 혈액에서 NK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증식시켜 

제조한 면역세포치료제로 NK세포 증식력을 약 2,000배 높이고 

현재 5~10% 수준에 불과한 NK세포 활성도를 90%까지 향상시켜 

항암효과를  강화한 치료제다.

유방절제술을 받기로 결정, 로봇을 이용하여 유방전절제술과 재건술

을 동시에 받았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절제 수술은 BRCA 유전자 

돌연변이로 예방적 유방수술을 받는 여성이나 상피내암 또는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두 보존 유방절제술이나 절제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받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광현 암다학제 진료위원장(소화기

내과)은“췌담도암, 간암, 대장암 등 암성 질환뿐 아니라 난임, 비만, 

선천성 기형 등 난치성 질환에 다학제 진료를 도입해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와 미래 의료를 

선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경외과

조경기·임재준 교수, 

재발성 교모세포종, 면역세포치료법개발

이관범·황은아 교수, 

유방암 예방 절제술에 로봇수술 첫 도입

췌담도암 다학제 통합 진료 

국내 최단기간 1,000례 달성

외과 이관범ㆍ성형외과 황은아 교수팀

은 로봇을 이용한 유두 보존 유방절제술

에 성공했다.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A씨(25세)는  2019년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에서 브래카(BRCA) 검사로 

BRCA 1/2 유전자 변이를 진단받았다. 

이후 유방 내 양성종양이 커져 예방적

유방암센터

췌담도암 다학제 통합진료팀은 2016

년 첫 진료를 시작해 국내 최초로 최단

기간에 1,000례를 달성했다. 분당차

병원 암센터는 환자 개인별 맞춤치료로 

완치 및 장기 생존 사례가 늘면서 환자

들의 입소문과 암 환우 카페, 블로그 등

을 통해 국내 최고의 암다학제 치료

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