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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r in the Evaluation of Sputum Cy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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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ytology of sputum specimens, at a medical facility in Korea, is using the liquid-based cytology 
and conventional smear method. It confirms the diagnosis using conventional smear methods and 
the liquid-based cytology. In addition, the diagnosis uses two kinds of each method, compares the 
suitabilit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each test and tries to understand the efficient method 
needed. It divided sputum specimens in half and liquid-based cytology. A conventional smear 
method was conducted and the Papanicolaou's staining was conducted using Autostainer. 
Diagnosed each slide of staining produced smear slides specimens by using an optical microscope. 
The result of the liquid-based cytology and conventional smear method was that the liquid-based 
cytology was of a higher-grade than the conventional smear method. It was 36.8%, and 62.8% in 
the same condition. But only one case was of a lower grade. Liquid-based cytology showed 86.2% 
of adequacy, 31.0% of sensitivity and 97.5% of specificity. The conventional smear method 
showed 54.4% of adequacy, 19.6% of sensitivity and 100% of specificity. If it was conducted with 
two method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would be similar to the liquid-based cytology. In 
conclusion, liquid-based cytology has a more superior adequacy and sensitivity than the 
conventional smear method. The combination of the two methods is similar to the result of only 
conducting a liquid-based cytology. Conducting a liquid-based cytology rather than the 
combination of the two ways of sputum cytoscopy, is to be considered as an efficient method to 
achieve diagnostic accuracy, reduce labor of clinical technologist and pathologist, and to reduce 
the expense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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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9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폐

암 발생률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폐암의 

발생원인은 흡연, 유전, 석면 및 대기오염이며 그 중 85%가 흡연에 

의한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흡연자의 연령때가 낮아지며 흡연율은 

증가되고 있어 폐암의 발생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 발생률이 3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흡기계의 질환에서 세포학적 검사는 일차적인 진단의 수단으

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학적 검사의 방법에는 객담, 기관

지 세척, 기관지 폐포 세척, 기관지 솔질 및 세침흡인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객담검사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호흡기계 질환

을 검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조 등, 2004).

객담검사의 경우에 고식적인 세포도말검사, 액상세포검사 및 세

포군집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고식적인 세포도말검사보다 

액상세포검사는 불필요한 점액이나 혈구 세포를 제거하고 한 층의 

균일한 두께로 도말된다. 그리고 잔여 검체의 보존기간이 증가되어 

재검사 및 추가검사가 가능하고 검경하는 세포의 수가 적으므로 판

독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부인과검사 뿐 만 

아니라 체액성 세포검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Koh 등, 2007). 특

히 객담 검사의 경우에 액상세포검사가 불충분 검체를 줄이고 세포

의 형태를 잘 유지한다는 보고도 있다(Choi 등, 2008). 세포검사는 

간편하고 신속한 검사이지만 진단의 정확성을 위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특수염색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경우 검체의 부족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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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adequacy of sputum using liquid-based cytology 
and conventional smear

Diagnostic categories LBC (%) CS (%)

Satisfactory 206 (86.2) 130 (54.4)
Unsatisfactory  33 (13.8) 109 (45.6)

No alveolar macrophage  33 (13.8)  78 (32.6)
Scanty cellularity -  18 (7.5)
Obscuring inflammation -   7 (2.9)
Obscuring blood -   1 (0.4)
Obscuring mucus -   5 (2.1)

Total 239 (100) 239 (100)

LBC, liquid-based cytology; CS, conventional smear.

가 불가하였으나, 액상세포검사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검사가 해결

되었으며, 최근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액상세포검사를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액상세포검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식적인 세포

도말검사와 액상세포검사를 병행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고식적인 세포도말검사를 이용한 진단과 액상세포검사

를 이용한 진단 그리고 두 가지 검사법을 모두 이용한 진단을 확인

하고 각각의 검사에 대한 적절성, 민감도 및 특이도를 비교하여 효

율적인 검사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의

뢰된 조직검사가 이루어진 검체 중 객담 검사에서 세포도말검사와 

액상세포검사를 병행한 239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 방법

의뢰된 검체를 반으로 나누어 세포도말검사와 액상세포도말 검

사법에 사용한다.

1) 세포도말검사

면봉을 이용하여 검체를 직접 슬라이드에 도말한다. 두 장의 슬

라이드에 힘을 주어 도말한 후 서로 겹쳐 얇게 도말이 되도록 한다. 

도말한 즉시 95%에탄올에 30분 이상 고정한 후 자동염색기

(SHADON, UK)를 사용하여 Papanicolou 염색을 실시하고 검경

한다.

2) 액상세포검사

검체에 CytoLyt solution 30 mL 와 DTT 용액 1 mL를 혼합하여 

mixer를 이용하여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섞은 후 원심침전을 실시

한다. 가라앉은 침사층 2∼4방울을 PreservCyt Solution에 넣고 

15분 이상 고정한 후 Thin-prep 2000 (CYTYC, USA)에서 슬라이

드를 제작한다. 위와 같이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제작이 끝나자마자 

즉시 95%에탄올에 30분 이상 고정한 후 자동염색기(SHADON, 

UK)를 사용하여 Papanicolou 염색을 실시하고 검경한다.

3. 평가

세포학적 진단은 진단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불충분(unsatis-

factory), 정상세포만 존재하거나 염증에 의한 세포 변화나 화생이 

관찰되는 음성(negative), 악성세포가 의심되지만 그 수가 매우 작

거나 확진하기 어려운 비정형(atypical), 정확한 악성세포가 존재

하는 악성(malignant)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조직 확진 결과는 정

상이나 양성, 비정형이나 악성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세포도말검

사와 액상세포검사의 결과의 적절성을 비교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각 검사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1. 검체의 적절성 비교 

검체 처리의 적절성을 판독하여 본 결과는 검체가 적절하지 못

한 경우가 액상세포검사 13.8%, 세포도말검사 45.2%로 판정되었

고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검사를 병행한 경우에 한쪽이라도 적

절한 경우로 판정하여 본 결과는 액상세포검사의 적절성과 동일하

였다. 액상세포검사는 검체 채취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대식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13.8%로 나타났다. 세포도말검사에서 대식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32.8%, 세포의 양이 불충분한 경우가 

7.5%, 염증에 의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2.9%, 혈액이 도말되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0.4%, 점액에 의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2.1% 로 나타났다(Table 1, Fig. 1).

2.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검사의 세포학적 검사 결과의 비교

세포도말검사에서 불충분한 경우는 109건, 음성은 99건, 비정

형은 18건, 악성은 13건으로 나타났다. 액상세포검사에서는 불충

분한 경우는 33건, 음성은 155건, 비정형은 32건, 악성은 19건으

로 나타났다.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검사가 일치할 경우는 150

건으로 62.8%, 액상세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보다 진단 등급이 높

은 경우는 88건으로 36.8%, 세포도말검사가 액상세포검사보다 진

단 등급이 높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2).

3. 액상세포검사, 세포도말검사의 세포학적 검사 결과와 조직학적 

검사결과의 비교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정상이나 양성, 비정형이나 악성으로 나

누어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검사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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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sputum specimens.
A. A large number of macrophages was observed (arrows). B. Macrophages could be observed.

Table 2. Comparision of cytological diagnosis between liquid-based cytology and conventional smear

CS
LBC

Total (%)
Unsatisfactory Negative Atypical Malignant

Unsatisfactory 33  66  8  2 109 (45.6)
Negative -  88  8  3  99 (41.4)
Atypical -   1 16  1  18 (7.5)
Malignant - - - 13  13 (5.4)
Total (%) 33 (13.8) 155 (64.9) 32 (13.4) 19 (7.9) 239 (100)

LBC, liquid-based cytology; CS, conventional smear.

Fig. 2.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adenocarcinoma
cases. A. Clusters of adenocarcinoma cells was observed irregular nuclear membrane and definite nucleoli in liquid-based cytology. B.
Malignant cells in conventional smear was not observed in the entire slide.

감도는 각각 31.0%와 19.6%로 액상세포검사가 높게 나왔으며 특

이도는 97.5%, 10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액상세포검사와 세포

도말검사를 병행했을 때는 액상세포검사만 시행한 결과와 같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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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histological diagnosis between liquid-based cytology and coventional smear

Cytological diagnosis

Histological diagnosis

Total Sensitivity (%) Specificity (%)Normal or benign 
(n=82)

Atypical or malignancy 
(n=157)

LBC Negative 79 109 188 49/158 (31.0) 79/81 (97.5)
Atypical or malignancy 2 49  51

81 127 208
CS Negative - 31  31 31/158 (19.6) 81/81 (100)

Atypical or malignancy 79 109 188
LBC+CS Negative

1 50  51
50/158 (31.6) 79/81 (97.5)

Atypical or malignancy

LBC, liquid-based cytology; CS, conventional smear.

고  찰

객담 검사는 호흡기계 검사 중 가장 간편하게 검체를 얻을 수 있

어 일차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다. 여기서 얻은 세

포 검체는 직접 슬라이드에 도말하거나 액상세포검사, 세포 블록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면 가장 이

상적인 방법이겠으나 시간과 비용, 제한된 검체의 양을 감안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본 기관에서 과거에는 세포도말검사와 세포 블록을 병행하여 검

사하였다. 세포 검사의 진단 시 추가적인 특수염색이나 면역조직화

학염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의 보존이 가능하고 여러 장의 슬라

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세포 블록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액상세포검사가 도입되어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어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세포 블록은 현재는 사

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제하였다. 

비산부인과 검체에서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 검사의 효율성

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어려워서 검사법의 선택 시 세포의 형태, 판

독 시간, 최종 진단에 주는 영향, 검사자의 선호도, 공급 비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한다고 한다(Elsheikh 등, 2006). 

액상세포검사는 세포도말 검사와 비교하여 한 층으로 도말된 균

일한 두께, 검체 처리 과정 중 공기 중에서 건조되어 생기는 현상이 

없고 혈액이나 점액 등 진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판

독이 용이하다. 또한 chromatin의 보존력이 좋아 악성의 핵 양상

이 명확하게 보이고 세포의 결합력은 약하지만 세포의 군집의 형태

가 잘 보존된다는 보고가 있다(Elsheikh 등, 2006). 액상세포검사

가 세포도말검사에 비해 검체의 처리 과정이 많이 걸리지만 판독의 

시간이 짧아져 결과적으로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Rana 등, 2001). 액상세포검사에 쓰인 검체는 보존기간이 15∼

3oC 시 6주까지 가능하여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어 추가적인 특수염색이나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

므로 최종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조건을 감안

한 비용 산출 시 액상세포검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음성률을 낮

추고 재검사율을 낮추므로 비용이 충분히 보충되며 검사자들의 선

호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Rana 등, 2001). 위에 나열한 내용을 간

략하게 정리해보면 액상세포검사가 세포의 형태가 잘 관찰되고 시

간이 감소하며 높은 비용을 보상할 만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 실험은 검체의 적절한 도말과 비정형세포나 악성 세포를 검

출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하여 최종 진단에 영향을 미

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려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검체 처리의 

적절성을 판독하여 본 결과는 검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Table 

1에서와 같이 액상세포검사 13.8%, 세포도말검사 45.6%로 판정

되었다. 이것은 객담 뿐만 아니라 기관지 세척액에서도 액상세포의 

적절성이 좋게 나타났고(Choi 등, 2008; Yim 등, 2011), 소변과 갑

상샘 세침흡인 검사법 등 다양한 검체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

게 액상세포의 적절성이 좋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Leung 등, 

1997; Koo 등, 2011; Son 등, 2012). 검체 채취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대식세포가 존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 검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 시 오류

로 생각되고 세포도말 검사에만 없는 경우는 도말 과정에서 부분적

으로 도말되었거나 슬라이드에 접착력이 약하여 떨어진 것으로 생

각된다(Fig. 1). 액상세포검사에서 염증, 혈액, 점액에 의한 판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없는 것은 DTT 용액으로 점액을 제거하고 

CytoLyt solution으로 혈액이나 염증에 의한 찌꺼기를 제거하여 

한 층의 도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두 검사법을 병행한 것은 액

상세포검사만 실시한 일치하여 두 검사법을 병행한 것은 의미가 없

었다. 뇌척수액의 경우 세포원심침전법과 액상세포검사를 병행하

여야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Yoo 등, 2009) 객담의 경우에

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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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squamous
cell carcinoma cases. A. Squamous cell carcinoma was observed. And the background was clean. B. Showed cell debris and mucus in
the background.

Fig. 4.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small cell
carcinoma cases. A. The background is very clean easy to observe cells. And small cell carcinoma with less cytoplasm and vesicular
nuclei was observed. B. Small cell carcinoma with mucus was observed. 

Fig. 5.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atypical cell
cases. A. Atypical cells are not observed in the entire slide. B. One atypical cells were observed. However, the chromatin was inde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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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액상세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보다 진단 등급이 높

은 경우는 88건으로 36.8%를 나타냈다. 액상세포검사에서 선암종

의 진단이 명확했지만, 세포도말 검사에서는 음성의 진단을 나타낸 

경우(Fig. 2)와 액상세포검사에서 편평세포 암종이 명확히 구분되

었으나 세포도말검사에서는 세포 찌꺼기와 점액에 가려져 암종세

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Fig. 3). 액상세

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경우가 150건으

로 62.8%를 나타냈다. Fig. 4와 같이 각 검사에서 소세포암종이 잘 

관찰되고 있다. 세포도말검사가 액상세포검사보다 높은 진단 등급

을 나타낸 경우는 1건이었다. 전체 필드에서 1개의 세포가 비정형

의 양상을 보였다(Fig. 5). 이 세포는 핵의 chromatin이 명확하지 

않아 염증에 의한 변화인지 악성에 의한 변화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상태로 관찰되어 액상세포검사보다 진단등급이 높다는 것에 의미

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결과를 판정

하는 과정에서 액상세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보다 배경이 깨끗하

게 관찰되어 판정하는데 훨씬 유리했다.

Table 3에서처럼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양성이나 비정형 및 악

성과 나누어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액상세포검사와 세포도말검

사의 민감도는 각각 31.0%와 19.6%로 액상세포검사가 높게 나왔

으며 특이도는 97.5%, 10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액상세포검사

와 세포도말검사를 병행했을 때의 민감도는 액상세포검사만 시행

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Choi 등(2008)의 논문에서 객담검사

의 액상세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체액이나 소변에서도 액상세포검사의 민감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Koo 등, 2011; Son 등, 2012). 그러나 갑상샘검사의 

세침흡인 경우에는 세포의 소실이 많아 액상세포검사의 민감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어 검체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Koo 등, 2011). 민감도가 낮은 이유가 진단 경험의 부족, 불충분한 

기술, 종양세포의 불규칙한 분포 불충분한 보존, 점액, 세포파괴물

질, 삼출액, 박테리아에 의해 종양세포가 가려지기 때문에 일어나

는 현상으로 이러한 점에서 액상세포검사가 유리하다는 보고도 있

다(Motherby 등, 1999).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액상세포검사가 세포도말검사보다 

적절성, 민감도가 뛰어나며 두 검사법을 병행하는 것은 액상세포검

사만 실시한 결과와 비슷하므로 객담 검사 시 액상세포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검사자와 판독자의 노동력과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며 

진단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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