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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확대경 검사 

질확대경 검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 

최근 PAP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었다면 의료 제공자는 추적 질확대경 검사 절차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질확대경 검사란? 

질확대경 검사는 자궁목과 질 진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전문의가 질확대경이라는 특수 현미경으로 이상 

부위를 찾습니다. 질확대경 검사 중 전문의는 비정상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으면 조직을 채취(생검)하기도 합니다. 

질확대경 검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생검을 하면 점상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24~48 시간 안에 멈춥니다. 점상 출혈을 방지하려고 탐폰을 사용하면 삽입 

3 시간 후에 빼내야 합니다. 점상 출혈이 더 있으면 탐폰을 또 삽입하거나 패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언제 알게 되나요? 

질확대경 검사 결과는 2~4 주 안에 나오며, 의료 제공자가 함께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4 주 안에 연락을 

받지 못하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확대경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1. 이 검사는 마치 PAP 검사처럼 시작됩니다. 전문의가 질확대경이라고 하는 기구로 질벽을 살살 펼치고 

자궁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2. 식초나 요오드를 자궁목에 발라 이상 부위가 더 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런 다음 전문의는 자궁목에서 조직을 채취(생검)하여 추가 검사를 합니다. 이 절차는 5~10 분만에 

끝납니다. 

 

식초/요오드를 바르면 자궁목의 이상이 더 

잘 보입니다. 
 

질확대경으로 자궁목을 더 자세히 봅니다. 

 

자궁목 생검 집게로 자궁목에서 조직을 

채취합니다. 

 

 

질확대경 검사 절차에 관한 비디오: 

www.screeningbc.ca/cer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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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확대경 검사 결과 이해하기 

추적 검사와 다음 단계는 질확대경 검사로 드러나는 세포 변화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등급 

종종 스스로 

바로잡히는 작은 

세포 변화 

질확대경 검사 결과에 저등급 세포 변화가 보입니다(자궁목 상피 내 종양 1 등급 

또는 CIN 1).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N 1 같은 작은 세포 변화는 종종 스스로 바로잡힙니다. CIN 1 에 대한 치료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질확대경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고등급 

암 이전 단계이고 

치료하여야 하는 

세포 변화 

질확대경 검사 결과에 고등급 세포 변화가 보입니다(자궁목 상피 내 종양 2~3 등급 

또는 CIN 2, CIN 3).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 제공자가 고리 전기 절제술(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LEEP)을 권하며, 이 

시술은 질확대경 검사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CIN 

2 와 CIN 3 상태가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PAP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무슨 뜻인가요? 

자궁목암 선별 검사(PAP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자궁목에서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인 결과는 흔하며, 암이나 암 이전 세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적 검사를 권하며, 세포 

변화가 있다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질확대경 검사 절차는 아픈가요? 

질확대경 검사 자체는 아프지 않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생검을 하면 꼬집는 느낌이 들거나 경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질확대경 검사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질확대경 검사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은 적지만, 드물게 생검이 감염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BC Cancer Cervix Screening  
801-686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Z 1G1 
 

전화: 1-877-702-6566 

이메일: screening@bccancer.bc.ca 

웹: www.screeningbc.ca/cervix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 해당 시 ‘정보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라 

수집되며 무단 사용과 무단 공개가 금지됩니다. 이 개인 정보는 이 법들의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품질 보증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진료 제공 시 

또는 법으로 요구될 때 의료인에게 공개됩니다. BC Cancer 의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암 선별 검사부(Cancer Screening) 운영 부장(Operations 

Director)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주소: 801 – 686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Z 1G1, 웹: www.screeningbc.ca 또는 이메일: screening@bccancer.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