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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valuated the usefulness of cervicovaginal cytology as a primary
screening test by analyzing the cytologic and histological diagnoses of
2,254 women. Cervicovaginal cytology had 93.0% sensitivity, 86.1%
specificity, 88.2%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91.7% of negative predictive value. Cervicovaginal cytology as a primary screening test
showed much higher specificity but slightly lower sensitivity than HPV
DNA testing. However, the sensitivity of cervicovaginal cytology will be
improved continuously due to the development of liquid-based cytology. We regard cervicovaginal cytology as a good primary screening
test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o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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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에 저자들은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을 선별검사함에
있어서 저자들의 기관에서의 통상적인 자궁경부 세포진 검

국내에서 자궁경부암은 현재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

사의 최근 성적을 분석해 보았다.

나 아직도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된 병변 중의 하나이
다.1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선별 검사로서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의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과 발생률 저하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의 위음성률이 높고, 근래에 들어 자궁경

1. 연구 재료

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검출법이 발달함
에 따라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검사가 선별검사로 각광 받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0개월간 건강검진

고 있다.2 하지만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역시 슬라이드 제

혹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을

작 방법 개선 등 노력의 결과로 위음성률이 감소하고 있는

방문하여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고, 세포진 검사 후 3

것으로 추정된다.3

개월 이내에 질확대경하 자궁경부 조직생검, 자궁경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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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between PAP smear and surgical diagnosis

Pathology

Total

Cytology

Negative

Negative

914

83

997

Positive

148

1,109

1,257

1,062

1,192

2,254

Total

Positive

Sensitivity
(%)

Specificity
(%)

PPV
(%)

NPV
(%)

93.0

86.1

88.2

91.7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추형 절제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통해 자궁경부에 대한 조

3. 통계분석

직학적 확진을 받은 환자 2,2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 version을 사용하였
2. 방법

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통계학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p<0.05일 때 통계학

자궁경부 세포진은 본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브러시를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자궁경부 내구와 외구의 경계부위에 접촉하여 채취하였고
고식적 세포도말법 혹은 액상세포법에 의해 슬라이드를 제
작한 후 본원의 병리과에서 Bethesda system에 의해 결과

결

과

를 판독하였다.
세포진 슬라이드 판독은 두 명의 세포병리사에 의해 예

총 2,254명의 환자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질확대경

비 판독이 이루어진 후 두 명의 병리전문의가 판독하였다.

하 자궁경부 조직생검,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혹은 자궁

고식적 세포도말법에 의해 제작된 슬라이드의 경우 예비판

적출술의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독에서 세포병리사에 의해 정상으로 판독된 슬라이드는 무

세포진 검사에서 정상(within normal limits) 혹은 양성

작위 추출에 의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만 병리

변화(benign cellular changes)를 보였던 997예 중 83예에

전문의에 의해 직접 판독되었으며 비정상으로 판독되었거

서 조직학적으로 LSIL 이상의 병변이 발견되고 세포진 검

나 액상세포법에 의해 제작된 슬라이드는 모두 병리전문의

사에서 ASCUS 이상의 결과가 나왔던 1,257예 중 1,109예

가 판독하였다.

에서 조직학적으로 LSIL 이상의 병변이 발견되어 세포진

병리조직검사는 질확대경하 자궁경부 조직생검, 자궁경
부 원추형 절제술 혹은 자궁적출술을 통해서 나온 조직에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는 각각
93.0%, 86.1%, 88.2%, 91.7%였다.

서 시행되었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병리 조직 진단을 자

검체의 적절성을 고려했을 때 세포진 검사에서 정상

궁경부 세포도말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및 음성 예측

(within normal limits) 혹은 양성변화(benign cellular

도를 계산하기 위한 참값으로 사용하였다.

changes)를 보였던 997예 중 적절한 검체였던 700예에서

세포진 검사에서 ASCUS 이상의 결과가 나왔던 예들을

는 위음성예가 48예로 위음성률 6.9%를 보였고 부적절한

양성군(positive group)으로, 정상(within normal limits)

(unsatisfactory or satisfactory but limited) 검체 297예 중

혹은 양성변화(benign cellular changes)를 보였던 예들을

에서는 위음성예가 35예로 위음성률 11.8%를 보여 검체의

음성군(negative group)으로 분류하였고, 병리조직검사에

적절성이 위음성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서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LSIL) 이상

하였다 (p=0.01) (Table 2).

의 병변이 발견된 예들을 양성군(positive group)으로, 그

한편 부적절한 검체를 다시 세포의 고정불량이나 도말

러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예들을 음성군으로 분류하였다.

표본의 건조, 혈액 혹은 염증성 삼출물의 과다한 혼입, 내
경부 세포의 부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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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men adequacy and surgical diagnosis in cytologically negative cases

유두종 바이러스 아형 중 15종 내외의 고위험군 바이러스
들이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알려지면
서 여러 가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법이 개발되었고 이

Pathology (%)

Total (%)

Adequacy

Negative

Positive

Sufficient

652 (65.4)

48 (4.8)

700 (70.2)

Insufficient

262 (26.3)

35 (3.5)

297 (29.8)

Total

914 (91.7)

83 (8.3)

997 (100.0)

p=0.01

런 검사법들로 기존의 세포진 검사법을 통한 자궁경부암의
1차 선별검사를 대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2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위음성률은 국가별로, 또 한 국
가 내에서도 기관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
자들은 최근 2년 여간 저자들의 기관에서 시행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성적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발표
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법을 통한 자궁경부암의

Table 3. Reasons for inadequacy and surgical diagnosis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 및 음성 예측도는 각각

Pathology
Indequacy

Total

Negative

Positive

B

10

2

12

C

219

28

247

D

31

3

34

CD

2

2

4

262

35

297

Total

1차 선별검사 성적과 비교하여 보았다. 자궁경부 세포진

B : Satisfactory for evaluation but limited by poor fixation or air
drying artifact
C : Satisfactory for evaluation but limited by obscuring blood,
inflammation or thick areas
D : Satisfactory for evaluation but limited by lack of endocervical
component
CD: C + D
p=0.10

93.0%, 86.1%, 88.2%, 91.7%였다. 전 등 5 이 발표한 인유두
종 바이러스 DNA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에서의 98.3%,
64.4%, 82.4%, 95.7%와 비교할 때 특이도에서 월등히 앞
설 뿐 아니라 민감도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
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위음성률의 주요 인자는 검체
채취 및 보존 상의 오류와 슬라이드 판독의 오류 등으로 밝
혀져 있다.6,7 Dodd 등 7 은 검체 채취 및 보존 상의 오류가
64%, 슬라이드 판독 상의 오류가 29%, 그리고 이 두 가지
가 혼합된 형태의 오류가 7%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병리학계에서는 이런 오류 인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
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바, 검체 채취 및 보존 상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액상세포법을 개발하고

적절성의 원인에 따른 위음성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판독 상의 오류를 극복

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0) (Table 3).

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의 정도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세
포병리사의 양성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고 이러
한 노력은 두드러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찰

특히 검체의 적절성에 의해 세포진 검사의 질이 크게 좌
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개발, 발전되고 널리 보급되는

자궁경부암은 10년 이상의 긴 전암성 병변기를 가진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이 시기에 비교적 쉽고 경제적인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 전암성 병변을 진단하면 침윤성

중에 있는 액상세포법은 부적절한(unsatisfactory or satisfactory but limited) 검체로 인한 세포진 검사의 제약성을
크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8,9

암종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자궁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법이 민감도는 거의 100%에 달

경부 세포진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도입된 이래 지난 60년

한다고 할지라도 특이도 및 양성 예측도가 낮아 침습적 검

간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급격히

사인 질 확대경하 조직 생검을 과다하게 많이 시행하게 되

감소해 왔다. 그러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높은 위음성

어 전체 의료비의 증가 및 환자의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률로 인하여 신뢰도에 대한 우려 또한 오랫동안 제기되어

위험이 높다. 또한 20대 성적으로 활발한 젊은 여성에서는

왔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율이 높지만 이후 대부분 1∼2

한편 자궁경부암의 병인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인

년 내에 저절로 사라진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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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
법으로만 1차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으며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다만 세포진 검사에서 ASCUS로 진단 받은 환자에서는
세포진 검사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자궁확대경 검사
를 병행하여 추적관찰하는 것이 유용하다.12

결

5.

론
6.

아직까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법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법에 비해 높은 특이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7.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액상세포법 개발과 발전으
로 인한 민감도의 개선을 고려할 때, 자궁경부암의 1차 선

8.

별검사로서 우수한 검사법은 세포진 검사법이라 할 수 있
으며 ASCUS의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법과 병행하

9.

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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