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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usefulness of quantitative nuclear image analysis in the classification of
lung carcinoma is widely investigated and published. In this study, we tried to measure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primary lung carcinomas by image analysis and to find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l diagnoses. Methods : Seventeen cases of adenocarcinomas (not including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seven of bronchioloalveolar carcinomas, eight of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s, five of small cell carcinamas, and 26 of squamous cell carcino-
mas were analysed. Three different images of each case were captured by digital camera,
and we analyzed the nuclear area, perimeter, circularity, and density using the Optimas 6.5
Image Analyser software package.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TATISTICA kernel release 5.5. Results : The mean nuclear area was 0.52±0.25 m2 in
the adenocarcinomas, 0.50±1.82 m2 in the squamous cell carcinomas, 0.45±0.20 m2 in
the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s, 0.42±0.16 m2 in the bronchioloalveolar carcino-
mas, and 0.31±0.12 m2 in the small cell carcinamas. The nuclear are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the non-small cell carcinomas (p<0.01) and
between the adenocarcinomas and the bronchioloalveolar carcinomas (p=0.02). The mean
nuclear perimeter was 3.36±0.92 m2 in the adenocarcinomas, 3.24±0.67 m2 in the squa-
mous cell carcinomas, 3.16±0.82 m2 in the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s, 3.05±
0.80 m2 in the bronchioloalveolar carcinomas, and 2.54±0.62 m2 in the small cell carci-
namas. The nuclear perimet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the non-small cell carcinomas (p<0.04). The nuclear circularity showed no statistical dif-
ference. Nuclear density was the highest in the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the lowest in
the small cell carcinomas. The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s showed the lowest stan-
dard deviation in nuclear density. Conclusion : The analysis of nuclear characteristics using
an image analyser can be used as an objective method in the classification of lung carcinomas.

Key Words : Lung carcinoma, Quantitative nuclear image features, Image analysis

김문경∙김정열∙정운용∙이지혜
이응석∙하승연1∙김 식∙김한겸
김인선

 115

화상분석기를이용한폐암세포핵의정량적특성

종양세포의 핵에 한 형태학적 특성이 종양의 예후, 생물학

적 특성 등과 연관이 있고, 이러한 특성의 이용이 종양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1-4 이러한 형태학적 특성의 분석은

광학현미경과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분석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분석이 병리의사들의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인데 비하여, 컴퓨터를 통한

화상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은 보다 객관적이고 세 한 차이를 찾

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폐

의 악성 종양은 1999년도 WHO 분류5에 의하면 크게 종양의

치료와 임상 양상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세

포암, 소세포암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미경을 이

용한 조직학적 분류는 종양세포들의 다양한 분화능력 때문에 병

리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일부의 논문에서는 소세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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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소세포암의 분류 일치율을 89-94%라고 보고하고 있다.6-7

따라서 폐암의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형태학적 특성을 파악하

고, 치료방침이나 예후에 심각한 향을 줄 수 있는 폐암의 형

태, 조직학적 진단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학현

미경을 이용한 진단 방법보다 좀 더 정 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14예의 미분화 기관지암을 상으로 화상분석을

이용하여 DNA ploidy와 핵의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한 발표가

있었으나,8 다수의 폐암에서의 형태학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암세포의 핵에 한 여러

가지 특성을 화상분석기로 분석하여 폐암의 정확한 분류를 위한

화상분석기의 활용 가능성에 하여 검토하 다.

재료와 방법

고려 학교 폐조직은행(한국과학기술부 지정 특수 연구소재

은행)에 보관된, 1995년 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폐암으로 진단

받아 절제되었던 종양들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 26예, 소세포암

(귀리세포암) 5예, 세기관지폐포암을 제외한 선암 17예, 세기관

지폐포암 7예와 세포신경내분비암 8예 등 총 63개의 파라핀

블록을 선택하 다. 또한 주위 림프절의 파라핀 블록도 조를

위해 선택하 다.

조직배열(Tissue array) 제작

파라핀 포매된 폐암 블록에서 폐암의 표적인 부위를 선정한

다음 원형절제기로 심조직생검(Core tissue biopsies (2 mm in

diameter))을 시행하여 얻은 조직을 재배열하여 새로운 조직배

열블럭(tissue array block)을 만들었다. 이들 조직배열블럭 하

나에는 60개의 조직 검사물을 포함하 으며, 이 60개의 조직이

동일한 두께 및 농도로 염색이 되게 함으로써 조직간의 오차를

줄이려고 하 다.

상 분석

Feulgen 염색

슬라이드를 5N HCl에 담가 60분간 수화시킨 후 magnetic

stirrer에 슬라이드를 옮겨 60분간 염색하 다. 세척용액을 3단계

로 나누어 30초, 5분, 10분간 차례로 세척하 다. 이온이 제거된

물로 5분간 수세하 다. 1% acid alcohol에 5분간 방치 후 100%

알코올에서 6분간 탈수시켰다. 자일렌에서 6분간 방치하 다.

Feulgen 염색의 상 획득

배율(×400)과 광도 등의 모든 조건을 병리의사가 진단시 사

용하는 조건과 일치시킨 후, 병리진단을 모르는 의사가 각각의

Feulgen 염색된 조직배열 슬라이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하여 병변을 표한다고 생각되는 세 부위의 상을 획득한 후

병리의사가 재검토하여 조직을 확인하 다(Fig. 1A).

상 분석

상 분석은 OPTIMAS 6.5 상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 다.

병리의사가 주관적으로 핵의 둘레를 그리지 않고 컴퓨터에 의한

자가 상(auto-image)을 그려 객관성을 유지하 다(Fig. 1B).

즉, OPTIMAS 6.5 상 분석 시스템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핵 둘레가 자동적으로 그려지도록 하 다. 또한 핵이

아니거나, 깨진 핵 및 겹쳐 있는 핵이 확실한 경우에는 인위적인

분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병리의사의 확인 하에 상을 지웠

다(Fig. 1C). 이렇게 구해진 세포핵 선암 608개, 세기관지폐포암

287개, 세포신경내분비암 250개, 소세포암 319개, 그리고 편평

상피암 1,214개의 세포핵을 상으로 각각의 면적, 둘레길이, 원

형도와 농도의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이를 전형

적인 림프구와 비교하여 상 적인 값을 구했다.

Fig. 1. Digital images showing analyzing procedure. (A) A digital image of Feulgen-stained nuclei before autoimage analysis. (B) An
autoimage of Feulgen-stained nuclei of the same field (A). (C) Some images are erased if they are not tumor cell nuclei or overlappe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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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통계 분석을 위해 선암(17개), 세기관지폐포암(7개), 세포신

경내분비암(8개), 소세포암(5개), 그리고 편평상피암(26개) 조직

각각의 상 분석 데이타를 STATISTICA kernel release 5.5

를 사용하여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를 시행

하 다. 

결 과

63예의 암종의 직경은 0.2 cm에서 8 cm까지 있었고, 임상병

기는 1기가 34예, 2기가 13예, 그리고 3기가 16예 다(Table 1). 

핵 면적(nuclear area)

각 종양별로 핵 면적을 살펴보면 선암의 핵면적은 0.52±0.25

m2 (중등도 분화암 0.54 m2, 분화가 나쁜 암 0.49 m2), 편평

상피암의 핵 면적은 0.50±1.82 m2 (분화가 좋은 암 0.56 m2,

중등도 분화암 0.50 m2, 분화가 나쁜 암 0.42 m2), 세포신

경내분비암의 핵 면적은 0.45±0.20 m2, 세기관지폐포암의 핵

면적은 0.42±0.16 m2, 소세포암의 핵 면적은 0.31±0.12 m2

이었다. 소세포암의 핵 면적은 림프구의 핵 면적(0.13±0.02 m2)

보다 약 2-4배 컸다(Fig. 2A).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석 시

p-value 0.02로 의미가 있었다. 다중비교에 의하면 소세포암의

핵 면적은 세기관지폐포암을 제외한 다른 비소세포암의 핵 면적

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p<0.01), 선암과 세기관지폐포암

Fig. 2. Graphs showing the comparison of nuclear area (A), perimeter (B), density mean (C), and density standard deviation (D) accord-
ing to the histologic type of lung carcinomas. The mean nuclear area is the smallest in the small cell carcinomas. (A) The nuclear area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the non-small cell carcinomas (p<0.01) and between the adenocarcinomas
and the bronchioloalveolar carcinomas (p=0.02). (B) The nuclear perimeter is also the shortest i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signifi-
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other types (p<0.04). (C) The nuclear density mean is the highest in the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the lowest i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significant between the small cell carcinomas and other types (p<0.01)
and the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other types (p<0.05). (D) The nuclear density standard deviatiation is significantly lowest in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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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2)(Table 2).

핵 둘레길이(nuclear perimeter)

각 종양별로 핵 둘레길이를 보면 선암의 핵 둘레길이는 3.36

±0.92 m (중등도 분화암, 0.43 m; 분화가 나쁜 암, 0.29 m;

p=0.74), 편평상피암의 핵 둘레길이는 3.24±0.67 m (분화가

좋은 암, 3.63 m; 중등도 분화함, 3.27 m; 분화가 나쁜 암,

2.90 m; p=0.16), 세포신경내분비암 3.16±0.82 m, 세기

관지폐포암의 핵 둘레길이는 3.05±0.80 m, 소세포암의 핵 둘

레길이는 2.54±0.62 m이었으며, 핵 면적과 비슷한 차이를 보

다(Fig. 2B). 즉, 소세포암의 핵 둘레길이는 림프구의 핵 둘레

길이(1.48±0.13 m)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석에서는 p-value 0.01로 의미가 있

었다. 다중비교에 의하면 소세포암과 모든 다른 유형의 종양사

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4)(Table 2).

핵 원형도(nuclear circularity)

각 종양별 핵 원형도는 선암의 경우 22.9, 편평상피암의 경우

22.4, 세포신경내분비암의 경우 22.7, 세기관지폐포암의 경우

23.3, 소세포암의 경우 22.7이었으며,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

석에 의하면 p-value 0.46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핵 농도(nuclear density)의 평균값(mean)

핵 농도의 평균값은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석에 의해 p-

value 0.01로 의미가 있었다. 다중 비교에 의하면 소세포암에서

의미 있게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편평상피암에서 의미 있게

가장 높은 값을 보 다(Fig. 2C).

핵 농도(nuclear density)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핵 농도의 표준편차는 Anova test를 통한 분산분석에 의해

p-value 0.01로 의미가 있었다. 다중 비교에 의하면 세포신경

내분비암에서 의미 있게 가장 낮은 값을 보 다(Fig. 2D).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과의 종합 비교 시 핵의 면적, 핵 둘레

길이, 핵 농도의 평균값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편평상피

암과 선암의 비교 시 핵 농도의 평균값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세기관지폐포암과 다른 선암과의 비교 시 핵 면적 외

에는 차이가 없었다.

고 찰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 및 사망률

이 높은 종양이며,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치료 및 예후가

다르다. 하지만 한 개의 조직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암세포가 있

을 수 있으며, 또한 분화 정도도 다양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고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분석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 중 표적인 것으로

디지털 상 분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병변에 한

객관적인 형태학적 특성과 이들 특성에 한 정보를 디지털

상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진단의 재생산성을 높

이고 보다 객관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 폐암에서의 디지털 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 폐암에

서 모든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세 한 차이의 감별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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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opathologic
features

AC BAC LCNEC SCC SqC

Age (Median) 68 59 67 63 64
Sex

Male 10 4 8 3 25
Female 7 3 0 2 1

Stage
I 12 2 4 3 13
II 2 2 1 1 7
III 3 3 3 1 6

Differentiation
Well 0 3 3
Moderate 10 4 20
Poor 7 0 3

Total slides 17 7 8 5 26
Total captured images 51 21 24 15 78
Total estimated cells 608 287 250 319 1,214

AC, adenocarcinom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LCNEC,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SCC, small cell carcinoma; SqC,
squamous cell carcinoma.

Table 1. Summary of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63 cases of
lung cancer examined in this study

Nuclear Parameters AC BAC LCNEC SCC SqC

*Area ( m2) 0.52 0.42 0.45 0.31 0.50
*Perimeter ( m) 3.36 3.05 3.16 2.54 3.24
Circularity 22.77 23.28 23.18 21.52 22.37
*Density Mean 139.49 137.65 136.27 127.50 145.97
*Density SD 11.17 10.05 8.59 10.25 10.97

AC, adenocarcinoma; BAC, bronchioalveolar carcinoma; LCNEC,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SCC, small cell carcinoma; SqC, squa-
mous cell carcinoma; SD, standard deviation.
*: p<0.05 in ANOVA test.

Table 2. Analysis of nuclea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isto-
logic types of lung carcinoma



이전의 몇몇 정량적인 상 분석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종양

세포들 간에 통계적인 차이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

다.9 그러나 이는 부분 통계적으로 의의를 갖기에는 종양세포

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병리의사가 실험 상인 종양세포들을

임의로 선택한 데 따른 실험상의 오차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10

즉 광학 현미경을 통해 조직 슬라이드에서 얻은 상에서 상

분석 시스템이 핵만을 인식하여 그 핵의 다양한 성질들을 분석

하게 되는데, 예전에 사용된 분석 시스템은 핵의 인식 능력이 부

족하여 일일이 병리의사가 정해준 핵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여 결론을 도출하 다. 예를 들면 Collin 등11은 200-500개의

Feulgen 염색된 세포핵을, Haroske 등12은 500개의 세포핵을 관

찰자 임의로 선택해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이렇게 종양세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병리 의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면서 실험의

객관성이 떨어졌으며, 이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 분

석 방식과는 차이를 보 다고 생각된다. Carey 등13의 논문에는

두 명의 숙련된 병리의사, 한 명의 병리 수련의, 그리고 한 명의

세포학에 관심 있는 연구 임상의 등 총 4명의 의사로 하여금

127개의 세포를 측정하게 했는데, 55.1%의 관찰자간 차이를 보

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향상된 화상 분석기

의 성능과 프로그램의 발전에 의하여 다수의 세포핵들을 상

분석 시스템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보다 많은 수의

종양세포를 빠른 시간에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10 본 연구에서도 세포질보다는 세포의 핵이 상분

석에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핵 면적을 측정한 후 평균치를

구했으며, 림프구와의 상 적 크기 차이를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병리학자들이 광학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또한 같은 크기라도 핵둘레의 울퉁불퉁한 정도에 따라 둘

레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핵의 둘레길이를 측정하여 핵 둘레의

울퉁불퉁한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 다. 실제 측정에서 핵 면적

은 소세포암과 다른 암종, 선암과 세기관지폐포암을 구별할 때

에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핵 둘레는 핵 면적과 같은 비율로

차이를 보여 핵 둘레의 울퉁불퉁함의 정도는 종양의 유형에 따

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핵이 얼마나 구형에 가까운가

를 측정하는 원형도는 종양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어서 진단

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심한 다양성을 보이는 종양을

상으로 원형도를 측정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광학 현미경을 통한 진단에 있어 슬라이드의 두께, 염

색방법, 그리고 광도의 차이에 따라 주관적이며 수치화가 어려

운 핵 내 농도 비교 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암 구별에 이용 가

능성을 보 으며, 특히 농도는 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

정할 때 핵을 수많은 pixel로 나눈 후 각 pixel의 진하기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핵 내에서 농도의 차이가 적고

균일한가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세포신경내분비암에서 가장

작아 진단할 때 참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핵의 특징들은 병리의사들이 조직의 특성을 인지하는

데 참고로 하는 지표들로서, 이를 활용해 고전적인 핵의 진단에

한 활용 가능성 및 한계에 한 정보를 얻고 또한 개선 방향

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광학현미경이 아닌 디지

털 이미지 캡처 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 진단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이

미지 캡처 상을 통한 분석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한

분석까지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림프구

또는 다른 인공산물을 핵으로 인식한다거나 겹쳐있는 핵을 하나

의 핵으로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 핵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세포라든지 림프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양은

그 자체가 엄청난 오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무의

미하게 된다. 어떤 논문에서는 핵과 다른 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분할(segmentation)을 해서 통계에 포함시키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14 그리하여 저자는 컴퓨터가 그린 핵

중 확실히 종양세포가 아니거나 또는 붙어 있다고 판단되는 핵

은 측정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에서 오는 오류는 다수의 종양

세포를 분석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또 다른 오류 가능성으로는 슬라이드당 조직의 두께, 염

색의 농도, 상획득 시의 광도차 등이 있으며, 이 차이들이 서

로 맞물린다면 그 오류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오차를 줄

이고자 LMS(laser scanning microscope)를 이용하여 각 조직

의 두께를 측정한 후 보정을 한 연구도 있는데, 두께의 보정이

복잡하고 보정 자체가 또 다른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문제가 있

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개의 조직을 동시에 같은 두께 및

농도 염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배열블럭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디지털 이미지 상 분석 시스템은 병리

의사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종양의 세포학적 특성들에

한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로 데이터화하여 각종 실험에서 재생

산성을 높이고 실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구축과 함께 폐종양 이외의 각종 종양의 특성들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들 종양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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