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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흉흉흉선선선상상상피피피종종종양양양에에에서서서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병병병기기기의의의 예예예후후후 연연연관관관성성성

 흉선상피종양에서 Masaoka 임상병기와 WHO 세포조직학적 분류체계의 높은 임
상 연관성과 진단적 재현성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1981년제안되고
1984년 보완된 이래 가장 널리 적용되어온 병기분류체계인 Masaoka 병기는 그
분류상 기준이 되는 종양의 피막 침습 여부의 예후연관성에 대한 논란 및 타 종
양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TMN형 분류법의 기준이 되는 종양의 크기 및 주위
장기침습 정도가 반영된 임상 병기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 

Asamura등이 피막 침습의 기준을 제외하고 종양의 크기와 주위 장기의 침습 정도
에 따라서 Masaoka 병기를 재분류한 임상병기 체계가 예후연관성이 더 높고 병기
별 치료 전략을 적용 하기에 적합하다는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asaoka 병기와 이를 재분류한 Asamura 병기분류법이
흉선상피종양의 수술적 절제후의 생존율 예측에 가지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비교
하고 WHO조직분류체계와 Masaoka및Asamura임상병기간의 임상연관성을 검토하
였다 .  1990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에서 수술 또는 조직 생검을 받은 74례의 흉선 상피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소견의 후향적 조사 및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통하여 WHO 조직 분류법 ,  

Masaoka 병기 ,  Asamura병기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전체 74례중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 69례 (93%)에서
추적 기간중 재발이 관찰된 경우는 5례 (7%)였다 . WHO 분류상 A군 4례 , AB군
25례 , B1군 15례 , B2군 21례 , B3군 3례 및 C군 6례의 분포를 보였고 5년과 10

년 생존율이 각각 100%/99%, 96%/89%, 91%/88%, 79%/49%, 63%/52%, 

38%/12%로 나타났다 . Masaoka병기 및 이를 재분류한 Asamura체계에 따른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병기 I 은 99%, 98%/99%, 97%, 병기 II는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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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85%, 병기 III은 67%, 52%/73%, 62%이고 병기 IV의 경우 19%, 

16% / 23%, 11%로 나타났다 . 수술시 완전 절제 여부 (p=0.002), WHO조직학적
분류 (p=0.003), Masaoka병기 (p=0.001) 및 Asamura병기에 따른 생존율
(p=0.003)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예후연관인자로 나타났다 . Masaoka 및
Asamura 임상병기는 모두 WHO 조직분류체계와 밀접한 임상연관성을 나타냈다
(P=0.00, P=0.00). Masaoka 병기와 Asamura의 병기는 흉선상피종양의 수술적
절제후 예후연관인자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 (P =0.001, P＜0.003) 

 Masaoka병기의 재분류 및 보완을 시도한 Asamura의 분류체계는 WHO 조직분
류와 유의한 예후연관성을 나타내지만 ,  다변수 통계 분석상 흉선상피종양의 수술
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단일 예후 관련인자로서 Masaoka 병기와 비교하면
유의한 통계학적 우월성은 없었다 (P=0.01).

---------------------------------------------

핵심되는 말 :  WHO 조직학적분류 ,  Masaoka병기 ,  Asamura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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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흉선선선상상상피피피종종종양양양에에에서서서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병병병기기기의의의 예예예후후후 연연연관관관성성성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이이이두두두연연연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홍홍홍 윤윤윤 주주주

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흉선상피종양은 전체 유병률이 낮고 종양 발생학적 특성이 다양하고 중증근무

력증 등의 자가면역질환의 동반 발생하는 등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나타낸다. 

세포조직학적 특성상 다양한 정도의 비종양성 임파양(lymphoid) 세포가  종양상

피양(epitheloid) 세포와 섞여서 공존하고 종양세포 자체의 형태도 다양하다. 따

라서 그 용어의 정의, 조직학적 분류, 임상 병기체계, 예후관련 인자 및 이에 따

른 치료 방침의 정립에  있어서 수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1-3  종양의 크기, 

완전절제여부, 주위 조직의 침습, 중증 근무력증의 동반 여부, 임상병기 및 조직

학적 분류 등 여러가지 관련인자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4-7 1999년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위원회가 흉선상피종양을 세포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type A, AB, B1, B2, B3의 흉선종군과 및 흉선암인  C군

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 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종양세포의 조직발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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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genesis) 행태를 잘 반영하여 여러 연구를 통하여 높은 임상연관성과  진단

적 재현성이 증명되었으므로 흉선상피종양의 중요한 단독 예후결정인자로 알

려져 왔다.8-11  

   Masaoka등은 1981년 흉선종양의 세포조직학적인 분류보다는 임상적으로 주

위 조직에 침습하는 정도, 전이 여부 등에 따른 병기가 예후에 더 밀접한 연관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병기분류법(Masaoka 

Staging System)을 제안한 바 있다.12 Masaoka병기는 현재까지도 흉선암군인  

WHO분류상C군을 제외한 흉선상피종양의 가장 중요한 단독 예후결정인자로 

알려져 왔다. 흉선 상피종양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에도 종양의 피막이 잘 유지

된다는 점, 임파성 혹은 혈행성 전이 및 임파절 전이가 매우 드물다는  종양 특

성 때문에  다른 종양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TNM기준의 병기 체계와

는 다른 Masaoka체계가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여러 저자들이 종양의 크기 

및 주위 장기 침습정도를 예후 연관인자로 보고하며 흉선상피종양에도  TNM 

형병기 체계를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13,14  Yamakawa와 Tsuchiya 등은 

각각 흉선종과 흉선암에서의 TNM형 병기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15,16  

   Masaoka병기 분류상  몇가지  수정이 필요한 문젯점을 지적한 Asamura와

Nagakawa 등은 피막의 침습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Masaoka 병기 I 과 II간에 의

미있는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Masaoka 병기 I과 II를 하나의 병기로 

통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8,13-14 또한 다양한 층의 임상군을 포함하는 

Masaoka 병기 III군을 주위 장기의 침습 정도(침습된 장기의 수와 종양의 크기

를 기준으로) 에 따라서 새로운 병기 II와 III군으로 세분화시켜서  재분류하므로

써 생존율에 따른 병기간의 분포 양상이 더 균등한 새로운 병기체계가 가능 하

다고 주장하였다.13, 17  이는 각 병기별 예후 연관성과 재현성이 높고 따라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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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흉선상피종양의 치료에 있어서 최근 들어 강조되는 다중재적 접근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ⅡⅡⅡⅡ. . . . 방방방 법법법

가. 대  상

  1990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에서 수술적 절제 또는 조직 생검을 받고 검토 가능한 조직검체가 존재하는 

74례의 흉선상피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료기록을 통하여 수술시 연

령, 성별, 증상, 증세, 방사선 소견,  중증근무력증이나 기타 질환의 동반여부, 

수술 방법, 종양의 완전 절제 여부, 수술 전. 후의 보조요법, 무병 기간, 재발 

여부  소견의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직세포학적 검사

  수술적 절제 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한 후 hematoxylin-eosin염색후 

formalin 고정한 검체의 슬라이드를 한명의 병리의가 재검토하였다. 종양세

포의 형태 및 분포에 따라서 WHO 조직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

분하였다: A군은 주로 방추형 또는 구형의 흉선상피 종양세포군으로 형성되

어 있고 이형성(atypia) 핵은 없으며 종양 임파구가 없거나 소량만 동반된 경

우이고 AB군은 종양내에 A군 흉선종의 특성과 임파구가 풍부한 부위가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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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이다. B1군은 정상 기능의 흉선 조직의 형태를 지닌 종양군으로 정

상 흉선 피질과 구분이 어려운 형태의 세포군내에 흉선 수질의 조직 부위가 

섞여있는 형태를 보인다. B2군은 풍부한 임파구 사이사이에 종양 상피세포가 

소포핵과 뚜렷한 핵소체를 가진 통통한 세포가 산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존재

하며 혈관주위강이 현저하고 종양세포가 혈관주위에 울타리배열 

(palisading)을 하고 있는 소견을 볼 수 있다.  B3군은 종양이 주로 이형핵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형 또는 다각형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임파구의 부위

는 소량만 섞여있는 경우로 종양상피세포가 판형(sheet-like) 성장 양상을 나

타내는 경우이다.  C형은 뚜렷한 이형성 핵을 가진 흉선암군으로 구분되며 종

양의 피막침습여부에 대하여 수술소견과 검체의 재검시 유의하였다. 

다. 임상병기

  Masaoka병기분류법은 1984년 변형된 형태를 적용하였으며 종양세포가 단

단한 섬유형 피막에 완전히 둘러싸여있는 경우로 피막의 두께에 상관없이 종

양이 피막의 두께 전층을 침습한 경우가 아니면 병기 I에 해당되고 국소적 부

위라도 피막의 전층을 침습하면서 주위 종격동 지방조직은 침범하지 않은 경

우 병기 II로 구분된다. 병기 III은 심낭, 혈관 또는 폐와 같은 주위 장기를 침

습한 경우이고 병기 IV는 종양자체에서 떨어진 부위의 심낭 또는 흉막 조직에 

종양의 전이가 있는 경우 IVa로 임파절이나 흉곽 외에 원격 전이한 경우 IVb

로 구분 하여 분류하였다.  Asamura와 Nagakawa등 은 종양의  피막침습여

부에 따라서 분류된 Masaoka 병기 I 과 II를 주위 장기 침습이 없는 군을 하나

의 새로운 병기 I 로 통합하고 다양한 범위의 임상양상이 함께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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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oka 병기 III군을 종양의 지름 10cm미만이고 한 개의 주위 장기 침습이 

있는 경우, 병기 III으로 세분화시켰다. 병기 IV군의 경우는Masaoka병기 IV

와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그림1)

 

AsamuraAsamuraAsamuraAsamura Reclassification of Masaoka stage (NCC, 2004)Reclassification of Masaoka stage (NCC, 2004)Reclassification of Masaoka stage (NCC, 2004)Reclassification of Masaoka stage (NCC, 2004)

MasaokaMasaokaMasaokaMasaoka Stage                                         Asamura StageStage                                         Asamura StageStage                                         Asamura StageStage                                         Asamura Stage

I         capsular invasion(I         capsular invasion(I         capsular invasion(I         capsular invasion(----)  )  )  )  

IIII

II        capsular invasion(+)II        capsular invasion(+)II        capsular invasion(+)II        capsular invasion(+)

TTTT < 10cm                        I                                < 10cm                        I                                < 10cm                        I                                < 10cm                        I                                

1111 organ involvement          II organ involvement          II organ involvement          II organ involvement          II 

IIIIIIIIIIII

TTTT ≥≥≥≥ 10cm                        III10cm                        III10cm                        III10cm                        III

≥≥≥≥ 2 organs involve           2 organs involve           2 organs involve           2 organs involve           

IV                                             IV                                             IV                                             IV                                             IV  IV  IV  IV  

Nakagawa  & Asamura  2003JTCS  &  2004 Interactive CNakagawa  & Asamura  2003JTCS  &  2004 Interactive CNakagawa  & Asamura  2003JTCS  &  2004 Interactive CNakagawa  & Asamura  2003JTCS  &  2004 Interactive Cardiovasc Thorac Surg       ardiovasc Thorac Surg       ardiovasc Thorac Surg       ardiovasc Thorac Surg       

그림1.  Masaoka 병기를 재분류한 Asamura병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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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어의 정의

  흉선절제술(thymectomy)은 종양자체만의 제거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광범

위 흉선절제술(thymothymectomy) 은 종양 및 흉선 조직, 가능한 주위 조직

의 제거를 시행한 술식으로  정의 하였다. 완전 절제(complete resection)는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으로 잔존하는 종양세포가 없이 절제된 경우로 정의하

고 불완전 절제(incomplete resection)은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으로 잔존하

는 종양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재발은 추적 기간중에 방사선학

적 검사나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통하여 종격동내에 다시 생기거나 흉막 또는 

폐로의 전이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다시 종양이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마. 통계학적 분석

  각 군간의 발생빈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X
x
-test를 사용하였고 생존율은 수

술로부터 마지막 추적시기 또는 사망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흉선상피

종양에 의한 사망까지의 시간을 계산,  임상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Kaplan-Meier method로 구하였으며  생존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log-rank test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p값이 0.05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정의하였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수 분석

은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연령, 중증 근무

력증의 유무, 완전 절제 여부, 수술 전.후 의 보조 요법 및 WHO조직학적 분

류, Masaoka병기 및 Asamura병기에 따른 생존율의 통계적 유의성을 SPS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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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ⅢⅢⅢⅢ장장장 . . . . 결결결 과과과

가. 임상양상

  추적관찰이 가능한  74례의 흉선상피종양 환자 중 남자 26명과 여자 48명

(남녀비 0.54)이고 수술시 연령은 16세에서 78세(평균 52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8례의  환자에서 중증 근무력증이 동반(11%)되었으며 기타 질환의 

동반 여부는 관찰되지 않았고 중증근무력증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완전 절제

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74례중 69례(93%)로 그 중 종양 자체만을  제거한 흉

선절제술(thymectomy)은28례(41%),  종양과 함께 정상 흉선 및 가능한 주

위 종격동의 조직을 포함하여 광범위 흉선절제술 (thymothymectomy)을 시

행한 경우가 41례(59%),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조직 검사만을 시행한 경

우가5례(7%)였다. 수술후 보조 요법을 받은 경우는 7례(9%)였고  그 중 방사

선요법 단독4례, 약물요법단독2례, 방사선과 약물 요법을 모두 받은 경우가 1

례 있었다.   완전 절제가 가능했던 69례중 재발이 확인된 경우가 5례(7%)로 

2례의 국소적 재발, 1례의 흉막 전이 및 2례의 원격 전이가 있었다.  

   18례의 사망중 흉선상피종양에  직접 연관된 경우가 6례(33%)였고 나머지

의 사망원인으로는 폐렴9례, 심장 질환1례,  뇌혈관질환1례, 패혈증1례가 있

었다. 

나. 조직학적 분류 및 임상 병기에 따른 생존율

   조직학적 분류(WHO)상 A군 4례, AB군 25례, B1군 15례, B2군 21례,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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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례 및 C군 5례의 분포를 보였고  5년과 10년 생존율이 각각A군 

100%/99%, AB군 96%/89%,  B1군 91%/88%, B2군79%/49%, B3군 

63%/52%, C군38%/12%로 나타났다. Masaoka임상병기상 병기I은 24례

(31%), II기30례(41%), III기 14례(19%)a및IV기는 6례(9%)였고 같은 환자군

을  Asamura등이 제안한 체계로 재분류하자 병기 I은40례(53%), 병기 II는

14례(19%), 병기 III은14례(19%) 병기 IV는6례(9%)로 Asamura분류상 병기

I의 환자군의 수가 증가 Masaoka병기 및 이를 재분류한 Asamura분류법에  

따른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병기 I은 99%, 98%/99%, 97%, 병기II는 

97%, 92%/92%, 85%, 병기 III은 67%, 52%/73%, 62%이고 병기IV의 경우 

19%, 16%/ 23%, 11%로 나타났다. 

다. 통계적 분석

   수술시 완전 절제 여부 (p=0.002), WHO조직학적 분류(p=0.003), Masaoka

병기(p=0.001) 및 Asamura병기에 따른 생존율(p=0.003)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흉선상피종양의 수술 후 예후연관인자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중증 

근무력증의 유무, 완전 절제 여부, 수술 전.후의 보조 요법 등의 변수는 통계

학적인 의의가 없었다. (그림2-4) WHO분류상A, AB, B1군과 비교하여B2, 

B3, C군에서 월등히 나쁜 생존율을 나타냈으며(p=0.003)  Masaoka 및 

Asamura 임상병기는 모두 WHO 조직분류체계와 밀접한 임상연관성을 나타

냈다(P=0.00, P=0.00).  Masaoka병기III, IV와 비교하여I, II병기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좋은 생존율을 나타냈으며(P＜0.05) WHO Type B3및 C, 

Masaoka병기 III, IV군에서는 수술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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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생존율을 높았으며 통계적유의성은 없었다. Masaoka 병기와 Asamura

병기 분류체계는 흉선상피종양의 수술적 절제후 생존율 예측에 의미있는 예

후 인자(P =0.001, P＜0.003)이지만 Asamura등이 주장한 재분류법이 

Masaoka병기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림2. WHO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생존율 (p=0.003)

그림3. Masaoka병기에 따른 생존율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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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Asamura병기에 따른 생존율(p=0.003)

ⅣⅣⅣⅣ. . . . 고고고 찰찰찰

   흉선상피종양은 주로 전종격동 부위에서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며 특

징적인 임상양상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세포조직학적 형태를 나타낸다. 즉, 종

양 상피세포와 비종양성 임파구세포가  공존하는 분포 정도와 세포의 형태, 

비정형성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른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 흉선종(thymoma) 

5-10%에서는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을 비롯하여 erythroid 

hypoplasia, neutrophil hypoplasia, pancytopenia, Cushing's syndrome, 

Di George syndrome, carcinoid syndrome, Lambert-Eaton syndrome, 

nephritic syndrome, SIADH(syndrome of inappropriate secretion of 

antidiuretic hormone), Whipple's disease, lupus erythemat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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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phigus, scleroderma, polymyositie, polyneuritis, polyarthropathy, 

myotonic dystrophy, Sjogren's syndrome, Addison's disease, 

hypogammaglobulinemia 또는hypergammaglobulinemia등의 전신 증후군

의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19-20 

   본 연구에서는 8례의 환자에서 중증근무력증이 동반(11%)되었으나 기타 

질환의 동반 여부는 관찰되지 않았고 중증근무력증의 동반여부가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종양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따라서 그 용어의 정의, 조직학적 분

류, 임상 병기 분류, 예후 연관인자 및 이에 따른 치료 전략에 관하여 수많은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흉선종(thymoma)이라는 용어는 1978년 Levine등이  

'비종양성 임파구로 구성된 흉선상피 종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이전까지

는  흉선에서 기인하는 seminoma, lymphoma 및 neuroendocrine carcinoid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면역화학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들을 제외시킬 수 

있었다.
21

 흉선암(thymic carcinoma)이라는 용어는 1979년 Levine이 처음 

사용하였고 1991년 Suster, Rosai 등에 의하여 정의가 수정되었는데 흉선종

과는 달리 뚜렸한 세포의 비정형성을 나타내고 임상경과나 예후 등이 월등히 

나쁜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하여 자체적인 조직분류법을 적용하여 squamous 

cell carcinoma, mucoepidermoid carcinoma, basaloid carcinoma의 low 

grade histology군과 lymphoepithelioma-like carcinoma, small cell 

carcin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를 포함하는 high grade histology

로 분류하였다.
22

  1999년 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흉선종군(A, 

AB, B1, B2, B3군)과 흉선암군(C군)을 하나의 조직분류체계에서 분류하고 

이를 정점으로 WHO 분류체계의 예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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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저자들이 WHO분류가 높은 임상 연관성과 진단적 재현

성(90%이상)을 나타내는 흉선상피종양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후결정인자라

고 주장하였다.
9, 23

.  본 연구 결과에서도 WHO분류는 흉선상피종양의 수술적 

절제후 생존율 예측에 유의한 단일 예후인자로 나타났고  A, AB, B1군과 비

교할때B2, B3, C군에서 월등히 나쁜 생존율을 나타냈다(p=0.003).  흉선상피

종양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에도 종양의 피막이 잘 유지 된다는 점과 혈행성 

전이 및 임파절 전이가 매우 드물다는  종양의 특성 때문에  다른 종양에서 보

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TNM형 임상병기와는 다른 Masaoka분류체계가 현

재까지 사용되어 왔다. 

   Masaoka병기는 현재까지도 흉선암군인 WHO분류상 C군을제외한 흉선상

피종양의 가장 중요한 단독 예후결정인자로 알려져 왔고 일부 저자는 수술후

의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예후 관련인자라고 보고한 바 

있다.
12,24

 그러나 Blumberg와 Lewis등은 종양의 크기 및 주위 장기 침습정도

를 중요한 예후 연관인자로 보고하며 흉선상피종양에도 TNM 형 병기 체계를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4,14,17

  Yamakawa와 Tsuchiya 등도 각각 흉선

종과 흉선암에서의 TNM형 병기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15,16

  또한 Asamura

와 Nagakawa 등은 Masaoka병기 분류상 수정이 필요한 문젯점들을 지적하

였는데  피막의 침습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Masaoka 병기 I 과 II간에 의미있

는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Masaoka 병기 I과 II를 하나의 병기

로 통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8,13-14

  또한 다양한 층의 임상군을 포괄하는 

Masaoka 병기 III군을 주위 장기의 침습 정도 (침습된 장기의 수와 종양의 크

기를 기준으로) 에 따라서 새로운 병기 II와 III군으로 세분화 시켜서 재분류함

으로써 생존율에 따른 병기간의 분포 양상이 더 균등한 새로운 임상 병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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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13, 17  

본 연구에서는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흉선 상피

종양 환자 74례의 임상자료 및 조직 검체를 재검토하여 동일군을 Masaoka병

기와 Asamura병기로 분류하였다. Masaoka 및 Asamura 임상병기는 모두 

WHO 조직분류 체계와 밀접한 임상연관성을 나타냈고 (P=0.00, P=0.001) 

Asamura병기가 각 병기별 생존율의 수치가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으나 Masaoka병기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0.001,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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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 론론론

  Masaoka 및 Asamura임상병기는 모두 WHO 조직분류 체계와 밀접한 임상

연관성을 나타냈고(P=0.00, P=0.001) Asamura병기가 각 병기별 생존율의 

수치가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으나 Masaoka병기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증명하지는 못했다.(P =0.001, P＜0.003) 

  Asamura등이 지적한 Masaoka병기의 제한 요소는 여러 저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설득력 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점은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인 점,  수술기록지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피막

침습 여부 등의 Masaoka 분류기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검체의 육안 소견

을 다시 검토하는것이 가능하지 않다 는 점 등의 문제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또한 Asamura등이 재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한 종양의 크기(지름 10cm)

나 주위 장기 침습 정도를 장기의 수(2개 미만 또는 이상)로  제한한 점 에 대

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들어 진행된 흉선상피종양에서의 치료에 있어서 다중재적 접근이 활발

히 시도되고 향상된 치료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보다 예후연관성과 임상

재현성이 높은 임상병기 분류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흉선상피종양

의 치료 전략을 병기별로 세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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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Prognostic Prognostic Prognostic Prognostic Relevance Relevance Relevance Relevance of of of of Histopathologic Histopathologic Histopathologic Histopathologic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nd and and and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Staging Staging Staging Staging in in in in Thymic Thymic Thymic Thymic Epithelial Epithelial Epithelial Epithelial Tumor Tumor Tumor Tumor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of of of of Medical Medical Medical Medical ScienceScienceScienceScience

The The The The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 School, School, School, Yonsei Yonsei Yonsei Yonsei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Doo Doo Doo Doo Yun Yun Yun Yun Lee)Lee)Lee)Lee)

 Prognostic relevance and clinical reproducibility of Masaoka staging 

system and WHO schema has been universally accepted for 

classification of thymic epithelial tumor. Masaoka stage is known to be 

the most import determinant of survival in all WHO subtypes except 

C(thymic carcinoma group) but controversies have been raised on 

capsular invasion as the definition of dividing Masaoka stage I from II 

and high heterogeneity of stage III including wide range of disease 

profile requiring different mode of treatment strategies. Asamura et al. 

has proposed a new staging shema that revised Masaoka system by 

merging stage I and II into new stage I and subdividing stage III into 

new stage II an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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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on clinical data and histologic 

specimen of 74 cases of surgically resected thymic epithelial tumor in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from 

March 1990 to December 2004. All the cases were reclassified on 

WHO histologic schema, Masaoka stage and Asamura schema. 

   Complete resection was possible in 69 our of 74 cases(93%), among 

which 5 cases showed recurrence of  tumor(7%).  Distribution of 

histologic subtypes included 4 cases of WHO type A, 25 cases of  type 

AB, 15 casea of type B1, 21 cases of type B2, 3 casea of type B3 and 6 

cases of type C; the 5 and 10 year survival of each type was 

100%/99%, 96%/89%, 91%/88%, 79%/49%, 63%/52%, 38%/12%. 5 and 

10 year survival by Masaoka and Asamura stage was 99%, 98%/99%, 

97% for stage I, 97%, 92%/92%, 85% for stage II, 67%, 52%/73%, 62% 

for stage III and 19%, 16%/ 23%, 11% for stage IV. Completeness of 

resection (p=0.002), WHOschema(p=0.003), Masaoka stage(p=0.001) 

and Asamura stage(p=0.003) were noted as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Both Masaoka and Asamurastaging showed close clinical 

relevance with WHO histologic classifation (P=0.00, P=0.00) 

   WHO classification, Masaoka stage and Asamura stage were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postoperative survival of 

thymic epithelial tumor. Asamura scheme does not demonstrate 

significant superiority over Masaoka stage in predicting survival of 

thymic epithelial tumor after surgical resection although it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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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distribution of survival according to stage.  

-------------------------------------------------------

Key words: WHO histopathologic classification, Masaoka stage, 

Asamura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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