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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를 통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

인이 되는 암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은 1999년 인구 10만 명당 18.6명에서 2011년 11.7명으로 감소하였다.1)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검진

의 일부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3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시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성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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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clinical skills test of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has been driving medical schools to improve undergraduate education 
through clerkships and skills training on the published test topics, including Pap sme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evaluating the ability of family 
medicine residents to perform the Pap smear procedure. We conducted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family medicine residents’ performance 
based on the requisition rate of endocervical cell/transformation zone (EC/TZ) in Pap smear specimen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reviewing the results from liquid-based cervical Pap smear tests performed at a university hospital 
health check-up center between March 2013 and June 2015. An obstetrics and gynaecology (OB/GYN) professor and 12 family residents were 
observed with action research and structured interview.

Results: Of the total 6,462 cervical Pap smear tests performed, 2,573 (39.8%) were reported to be lacking an EC/TZ component. In 2013, the presence 
rate of an EC/TZ component in cytology specimens taken by family medicine residents improved from 37.0%±11.8% to 80.3%±8.8% after a quality 
improvement intervention. The presence rate of an EC/TZ component was higher in specimens taken by residents compared with those by an OB/
GYN specialist (69.3%±10.9% vs. 44.7%±5.0%, P=0.0002). The baseline individual monthly requisition rate of the EC/TZ component improved after 
quality management intervention (50.0%±18.3% vs. 75.8%±15.8%, P=0.01). The presence of an EC/TZ sample varied among residents. Transfer 
activities of the task, topic conferences, self-directed learning from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gynecologic training, and self-monitoring of 
laboratory results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improvement.

Conclusion: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at the individual level of family medicine residents improved the requisition rate of the EC/TZ component in 
Pap smear specimens.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develop more efficient educational modules for improving Pap smear sampl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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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20세 이상 여성에서 3년에 한 번 주기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2013년 4월 일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에서 종합검진센터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업무를 담당한 뒤 전공의

들이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자궁경

부세포진검사 판독을 하던 세포병리과에서 처음으로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검체 중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EC/TZ)이 관찰되

지 않는 비율이 산부인과에 비하여 높다는 경고를 보냈다. 자궁경부

에서 이행대는 상피세포와 선세포의 접경부위이며 외부 자궁경부 

구멍에 존재하며 신생물의 위험이 높은 부위이다.3) 2001년 개정된 

Bethesda system에서는 검체의 상피세포 수와 환자 인식정보 존재 여

부를 기준으로 자궁경부세포진 검체가 ‘평가에 적절함(satisfactory 

for evaluation)’을 일차로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 이와 더불어 검

체의 질 지표(quality indicators)로 세포 수 부족(scat cellularity), 부분

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혈액 혹은 염증, 고정 불량, 두껍게 도말된 슬

라이드, EC/TZ component의 부족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C/TZ 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검체의 비율은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통상적으로 10–20% 범위 안에 들어야 검사실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다.5,6)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에서는 자궁경부세포진을 시행해야 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자

체적으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의 검체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을 시행하며 질관리를 하는 동안 토픽 

컨퍼런스와 시청각자료 학습만으로는 개인별로 EC/TZ 회수율에 차

이가 있었으며 교육방법에 따라 EC/TZ 회수율의 향상 정도에도 차

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시행하는 Pap smear의 질적인 수준에 관해 보고된 바는 

없다. 의사실기시험의 공개항목에 자궁경부세포진검사가 포함되면

서 의과대학에서는 임상수기센터와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졸업생

의 수기수행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7) 가정의학과 전공의

가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수행능력에서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8)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전공

의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수행능력을 EC/TZ 획득률 기준으로 수련 

진행단계별로 관찰하고 어떤 개입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2013년도 4월부터 2015년도 6월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종합검진센

터를 방문한 여자 중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한 사람 6,462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이 기간에 총 13명의 의사가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산부인과 교수 1명,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3명, 2년차 3명, 3년차 3명이었고, 2015년도에 신입전공의 

1년차 3명이 포함되었다. 산부인과 교수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12월

까지 주 3회만 종합검진센터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지원하였다. 

나머지 일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자궁세포진검사를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월별로 검사를 담당한 전공의가 고정되었지만 휴가나 

또는 병원 내 다른 일정으로 대체된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전공의별

로 분리하여 검사건수를 종합하였다. 교수의 경우에도 휴가 일정이

나 다른 돌발 상황으로 산부인과 전공의가 대체된 경우는 교수의 검

사 건수에서 제외시켰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 대학병원에서는 액체 기반 검체 준비과정(liquid-based 

preparation)을 거쳐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자는 자궁

경부 검체 채취 브러시로 exocervix와 endocervix의 세포를 한 번에 

채취하여 바로 고정액이 담긴 검체통에 담아 여러 차례 회전시켜 세

포를 분리시켜 검사실로 보낸다. 세포병리과에서 고정액에 담긴 세

포를 원심분리하여 혈구 및 불순물을 여과시킨 후 상피세포만을 슬

라이드에 도말하여 판독을 시행한다. 검체 판독은 일차적으로 전담 

세포병리과 기사 한 명이 담당하였고 이차로 교수의 확인을 받았다.

세포병리과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시행한 자궁경부세포진검

사의 검체의 질이 낮다는 보고를 받고 가정의학과 의국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질관리 대책과 시행지침은 정해졌다. 하지만 전공의별로 

검사자로서의 질관리 활동은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질관리 자가 교

육활동, 전공의 간 인수인계교육, 교수전공의 간 질관리 활동 등에 

관한 정보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었다.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개별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

dividual interviewing method)을 통하여 질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9) 우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할 교육내용과 질관리 

활동목록을 가정의학과 의국 차원에서 결정하고 한 연구자가 전공

의 각자를 개별 면담하여 질관리 관련 개입활동에 관한 정보를 상세

히 얻었다.10)

일차로 기본 정보를 얻은 후 월별 전공의 개인의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에서의 EC/TZ 획득률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좀 더 자세한 질관

리 노력의 내용, 시기, 효과, 주관적인 효율성 높은 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심층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전공의별로 면담내용을 서

면으로 정리하고 연구자들이 월별 혹은 질관리 활동 사건 전후 기간

별 회수율을 다시 정리하였다. 정확한 검체 획득률의 기간별 차이 혹

은 검사자별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기간에 따른 회수

율 추이는 경향분석을 시행하였다. EC/TZ 획득률의 결정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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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중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a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하였다.

결 과

1.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및 변화추이

1)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월별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의 월평균 EC/TZ 획득

률은 질관리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 초반 5개월간 평균 37.0%±

11.8%였다(Figure 1). 2013년도 후반 7개월 동안은 80.3%±8.8%, 2014학

년도 68.2%±12.2%, 2015년도 초반 4개월은 70.6%±4.7%를 보였다. 교육 

모듈을 통하여 질향상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검체 적정성이 떨어지

는 전공의는 두 명으로 국한되었다. 이 중 한 명은 연속적으로 55.1%, 

47.1%로 여전히 낮은 EC/TZ 획득률을 보였다. 질관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2013년 9월부터는 검체의 적정성이 74.5% 올라가 가장 높은 달

은 86.9%의 높은 EC/TZ 획득률을 보였다. 201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새로운 1년차 전공의 3명이 처음으로 그동안 제안된 효율적인 인수인

계와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선임자 수기 시행과정 참관을 한 후 자궁

경부세포진검사를 수행하였고 평균 EC/TZ 획득률은 69.1%를 보였다.

2) 가정의학과 전공의와 산부인과 교수의 월별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비교

201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EC/

TZ 획득률은 산부인과 전문의 교수보다 높았다(69.3%±10.9% vs. 

44.7%±5.0%, P=0.0002) (Figure 2). 산부인과 교수의 검체 적정성은 결

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개월 동안 특별한 변

화가 없었다. 전공의의 경우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70% 정도의 EC/TZ 획득률을 보였다.

3) 전공의 개인별 월별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변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개인별 EC/TZ 획득률은 술기 시작단계에

서는 월평균 50.0%±18.3%였고, 개인별 질관리 활동을 시행한 후 월평

균 획득률은 75.8%±15.8%로 상승하였다(P=0.01) (Table 1). 가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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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of the monthly presence rate of endocervical/transfor-

mation zone in Pap smear specimens before and after quality improve-

ment actions for family medicin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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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the monthly presence rate of endocervical/

transformation zone in Pap smear specimens between ObGy profes-

sor and FM residents. ObGy, obstetrics and gynaecology; FM, family 

medicine.

Table 1. Change of the monthly presence rate (%) of endocervical/

transformation zone in Pap smear specimens among nine family med-

icine residents

The first month before 

intervention

The last month after  

intervention
P-value

Resident*

   R3a 36.4 89.7 <0.01

   R3b 40.2 79.2 <0.01

   R3c 76.1 89.5 0.06

   R2a 35.2 86.9 <0.01

   R2b 20.1 74.5 <0.01

   R2c 53.0 52.9 0.99

   R1a 55.1 47.1 0.19

   R1b 66.7 87.1 <0.01

   R1c 67.0 74.9 0.14

   All 50.0±18.3 75.8±15.8 0.01

Professor 50.7 39.5 0.10

Values are presented as % or mean±standard deviation.
*R1: the first grade, R2: the second grade, R3: the third grade postgraduat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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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공의의 EC/TZ 획득률은 전공의별로 차이를 보였다. 3년차 전공

의는 두 번째 달에는 모두 80% 이상의 검체 적정성을 유지하였고 월

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3).

3년차 전공의 중 한 명은 질관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단계에서도 76.1%의 획득

률을 보였고 이후로도 더 상승하였다. 2년차의 경우 한 명의 전공의

는 질관리 활동 전후로 EC/TZ 획득률에서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다

른 두 명의 2년차 전공의는 질관리 활동 전후로 높은 획득률 상승을 

보였다. 특히 2년차 전공의 R2a는 처음에만 낮은 검체 적정성을 보이

고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80% 이상으로 높은 EC/TZ 획득률을 보였

다. 1년차 전공의 중 한 명은 전체 전공의 중 가장 높은 87.1%의 질관

리 개입 후 효과를 보였다.

2.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향상을 위한 

질관리 활동 내용분석

질관리 활동 중 전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 이외에 의국 집담회/온

라인 시청각자료 교육, 산부인과 파견교육, 검사결과 모니터링을 통

한 자가 피드백 등이 획득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Table 

2). 1년차 전공의 R1a와 2년차 전공의 R2c는 질관리활동에도 불구하

고 검체의 적정성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다른 전공의들과 비교하여 

토픽 컨퍼런스나 온라인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자기주도학습의 노

력이 적었고 검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졸업을 한 전공의 2명은 

자기주도학습과 토픽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활동하는 등 다른 전

공의들은 교육하면서 질향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3.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의 결정요인분석

1) 1년차 전공의 한 명의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심층면담과 EC/TZ 획득률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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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resence rate of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in Pap 

smear specimens according to the grade of family medicine residents. 

(A) The first grade family medicine residents. (B) The second grade 

family medicine residents. (C) The third grade family medicine residents.

Table 2. Individual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for improving ade-

quacy of Pap smear specimens among nine family medicine residents

Resident* KMLE† Transfer‡ Topic§ SDL∥ ObGy¶ Monitor**

R3a X O O O O O

R3b O O X O O O

R3c O O O O O O

R2a O O O O O O

R2b X O O O X X

R2c O O X X O X

R1a O O X X X X

R1b O O O O O O

R1c O O X O O O

*R1: the first grade, R2: the second grade, R3: the third grade postgraduate year. 
†Experience of clinical skills test in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Transfer activities of the task. §Attending topic conference. ∥Self-directed learn-

ing from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Obstetrics and gynecology training. 
**Self-monitoring of the Pap smea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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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이 전공의는 1년차 전공의로 2014년 3월부터 자궁경부세포

진검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월평균 획득률이 70.2%로 비

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토픽 컨퍼런스 교육자료를 읽어보고 나름대로 

스스로 피드백을 시행하고 난 후에는 오히려 획득률이 떨어졌다

(Figure 4). 하지만 그 후로 7개월이 지난 후 산부인과 파견교육을 받

았고 그 후의 획득률은 77.5%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 달에 환자들

로부터 수기가 부드럽지 못하다는 피드백을 지도전문의를 통하여 

받았고, 그 이후 검체 채취과정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검체의 적정

성은 다시 69.3%로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질분비물이 있는 환자에

서 거즈로 분비물을 닦아내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전

반적으로 EC/TZ 획득률을 87.1%까지 높였다.

2) 신입 1년차 전공의의 자궁경부세포진 endocervical/transformation 

zone 획득률의 결정요인분석

2015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

행할 때는 부인과적인 사전 면담과 검체의 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들을 평가하고 검체를 채취하였다. 자궁적출술의 시행 여부, 

체질량지수, 외국인 여부, 연령, 전공의별 차이, 검체의 판독결과 등

의 변수를 고려하여 다중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499건 중 

45건(9.0%)이 자궁적출술을 받은 사람의 검체였다. 전체 499건의 검

체의 적정성의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에 비하여 다른 요인을 보정하고 3.93 (95% 신뢰구간, 1.93–

8.00)의 odds ratio를 보였다.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454명

을 대상으로 한 다중로짓회귀분석에서는 보정 전에는 연령, 체질량

지수, 환자의 국적, 폐경 여부 등이 의미가 있다고 나왔다(Table 3). 하

지만 다른 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체질량지수가 한 단위(kg/m2) 올라

가면 EC/TZ 획득률이 0.95배(95% 신뢰구간, 0.90–0.99) 낮아지는 것

으로 나왔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중 액체기반 방법에서 검체

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질관리 활동이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행능

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질관리 활동을 하기 전 EC/TZ 

획득률은 37%이고 전공의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질관리 활

동을 한 후에는 80%까지 검체의 적정성이 향상되었다. 그 후 질관리 

활동의 체계성이 적어지고 자율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 

준비와 인수인계를 통하여 질을 높이고자 한 시기인 2014년도에는 

EC/TZ 획득률은 68%로 감소하였고, 특히 두 명의 전공의는 관리활

동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국 차원의 

검체 적정성 향상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의 자기주도적 질관리 활동과 자가 모니터링 및 선배 전공의나 지도 

전문의의 피드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8) 2015년도 신입 전공의 

3명은 아직 산부인과 파견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국가고시 

준비와 임상실습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인계와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Pap smear라는 새로운 수기를 실제 환자를 대상으

로는 처음 접하게 되었다.7) 이들의 EC/TZ 획득률은 69%로 여전히 일

반적인 문헌적인 보고에서 보이는 검체 적정성 범위와 80–90%와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질관리 체계는 이미 가정

의학과 의국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전공의에 비하여 교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흡한 질

수준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파견교육에서 

Table 3. Probability of presence of adequate endocervical/transforma-

tion zone in Pap smear specimens among women without history of 

hysterectomy (n=454)

Variable Unadjusted odds ratio Adjusted odds ratio

Age (y) 1.02 (1.00−1.04) 1.01 (0.98−1.04)

Koreans vs. foreigners 1.93 (1.26−2.97) 1.49 (0.93−2.39)

Body mass index (kg/m2) 0.95 (0.91−0.99) 0.95 (0.90−0.99)

   ≤22.9 1.00 (referent) 1.00 (referent)

   23−24.9 0.99 (0.56−1.75) 0.96 (0.53−1.76)

   25−29.9 1.11 (0.65−1.89) 1.07 (0.59−1.92)

   ≥30 0.53 (0.27−1.06) 0.57 (0.26−1.25)

Menopause (no vs. yes) 0.59 (0.38−0.90) 0.69 (0.34−1.37)

Doctor 1B vs. 1A 0.63 (0.37−1.10) 0.62 (0.35−1.09)

Doctor 1C vs. 1A 1.05 (0.60−1.85) 0.95 (0.53−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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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자를 통한 부인과 진찰이나 자궁경부세포진 검체 채취 수기

를 시행하면서 해부학적 이해와 병적 소견 특히 질 분비물에 대한 이

해, 자궁경부를 정확하게 노출시키는 술기 등에 관한 추가 교육이 보

강되어야 좀 더 검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할 수 있다.8)

산부인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EC/TZ 획득률이 25% 정

도 차이가 나는 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검체의 적정성에 

관한 자가 모니터링과 지도 전문의의 일대일 피드백은 또 하나의 질

향상 방법이 될 수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교수로서 누구에게

도 피드백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체의 적정성에 대

한 질관리의 동기부여 기회가 전혀 없었다.8)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여성 환자의 신찰 진찰과 이상소견에 대한 병력청취와 문제해결능력

은 우수하겠지만 검체 채취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의사이긴 하지만 문제는 전통적인 면봉을 활

용한 검체 채취에 익숙하고 환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진찰과 검

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이행대나 자궁경부 내 세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11)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산부인과 교수

나 가정의학과 전공의나 ‘unsatisfactory for evaluation’의 판정을 받은 

검체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검체에서 EC/TZ 존재는 

임상적인 중요도보다는 오히려 병리학적 판독에서의 합리적인 질의 

근거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5) 하지만 검사실

의 정도관리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기관 차원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환자 입장에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게 되므로 

질관리 노력은 이해당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8)

액체기반 자궁세포진 검체 채취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말 고

정방법에 비해 검체의 적정성이나 암의 전 단계를 진단하는 능력이 

좋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혈액이나 염증으로 시야가 방해를 

받는 검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12,13)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서 검체에 EC/TZ 표본이 없다는 것의 임상

적인 의미는 아직 논란이 많고 자궁부내세포가 검체 표본에 없으면 

세포이상을 찾아낼 가능성은 떨어진다.14,15)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자궁경부세포진검사에서 EC/TZ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에서 EC/TZ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여성에 비하여 상

피세포 이상소견이 낮다고 나왔다(11% vs. 18%).5) EC/TZ가 없을 때 세

포검사를 다시 하더라도 이상세포의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

는다.5,16) 자궁경부내세포/이행대가 안 나온 경우 연령에 따라 인간유

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검

사의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17,18) 질관리 활동에 참여한 전공의 9명의 

전후 효과는 평균 26%였고 개인차가 많았으며 두 명의 전공의는 명

백히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한 명의 전공의를 심층 면담한 

결과 피드백이나 개입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어떻게 피드백을 수용

했고 이에 따른 EC/TZ 획득률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었다. 부드러운 술기방법도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순환 수련

이나 질분비물 같은 환자의 증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준

비와 교육이 검체의 질향상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액체기반 

자궁경부세포진검사에서 부적합한 검체의 비율을 런 차트보다 

Schwhart 차트로 표준화된 점수를 모니터할 경우 효과적으로 검체 

적정성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19)

이처럼 기관이나 혹은 개인 수준에서 검체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

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검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0) EC/TZ 

획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궁적출술, 비만, 폐경 

여부 등이 관련성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궁세포진검사의 

위음성률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검체 채취과정의 오류를 지적하였

다.21) 전공의들의 심층 면담에서는 비만, 외국인인 경우, 자궁적출술

을 받은 경우, 폐경 이후, 질분비물이 있는 경우 등에서 자궁경관을 

찾는 것이 힘들어 검체의 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

번 연구는 모든 전공의들이 동일한 시기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자궁

경부세포진검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일정에 따라 개인별

로 스스로 질관리 활동을 해나가는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따

라서 어떤 교육적 활동이 질향상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수 전문의의 경우 피드백 활동이 없을 

때 질의 변화가 없다는 점과 전공의 중에도 질의 변화가 없는 전공의

의 경우 스스로 개선하는 교육적 활동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문제점

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궁경부세포진검사의 질수준 저하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20) 현실적으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코호트로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찰 연구는 향후 다기관 차원에서 많은 수의 

동일한 조건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준비교육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강점은 전공의 개인별로 교육활동의 효과가 자궁세포

진검사의 검체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질관리 개입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명의 교수와 여러 전공의

의 교육개입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관찰 

대상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비슷한 시술을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근무를 하는 좀 더 많

은 수의 병원에서 관찰 연구 또는 실험 연구가 있어야 전공의의 술기

에서 교육개입효과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서 자궁세포진검사의 검체의 적절성에 대한 결정요인분석에서 혼란

변수로 질분비물의 영향을 정확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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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검체를 채취한 대상자에 관련된 정보로 폐경 유무, 자궁적출

술 시행 여부, 질분비물의 존재 여부, 호르몬 치료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정확히 얻은 후 혼란변수로 처리하여 더 많은 전

공의를 대상으로 검체 적절성 영향요인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자궁경부세포

진검사 술기 수준을 높이려면 체계화된 사전준비교육과 검사 시행 

중이나 사후에 즉각적인 결과 피드백이 중요하고 교육개입방법에는 

전공의 개인별로 맞춤식 상호교류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요 약

연구배경: 의사실기시험의 공개항목에 자궁경부세포진검사가 포함

되면서 의과대학에서는 임상수기센터와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졸

업생의 수기수행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

공의가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수행능력에서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자

궁경부세포진검사 수행능력을 endocervical cell/transformation zone 

(EC/TZ) 획득률 기준으로 수련 진행단계별로 관찰하고 어떤 개입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3년도 4월부터 2015년도 6월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센터를 방문한 여자 중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한 6,462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에 총 13명의 의사가 자궁경부세

포진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산부인과 교수 1명,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6명, 2년차 3명, 3년차 3명이었다. 질관리 자

가 교육활동, 전공의 간 인수인계교육, 교수전공의 간 질관리 활동 

등에 관한 정보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의 월평균 EC/TZ 

획득률은 질관리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 초반 5개월간 37.0%±

11.8%, 2013년도 후반 7개월 80.3%±8.8%, 2014년도 68.2%±12.2%, 2015

년도 초반 4개월은 70.6%±4.7%를 보였다. 201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EC/TZ 획득률은 산부인과 전문

의보다 높았다(69.3%±10.9% vs. 44.7%±5.0%, P=0.0002). 가정의학과 전

공의별 EC/TZ 획득률은 술기 시작단계에서는 월평균 50.0%±18.3%였

고, 개인별 질관리 활동을 시행한 후 월평균 획득률은 75.8%±15.8%

로 상승하였다(P=0.01).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EC/TZ 획득률은 전공

의별로 차이를 보였다. 질관리 활동 중 전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 이

외에 의국 집담회/온라인 시청각자료 교육, 산부인과 파견교육,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자가 피드백 등이 획득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결론: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수기 수행능력은 

사전준비교육이나 인수인계와 별도로 산부인과의 파견교육과 자가 

피드백 등의 개입이 있어야 적정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중심단어: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정도관리; 자궁경부세포;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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