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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서 6판과 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의 예후 예측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정 규 

 

(지도교수: 김 익 용) 

<국문요약> 

연구목적 

대장암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6판과 새로이 개정된 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의 예후 예측력을 비교하여 7판 병기 분류법이 국내 대

장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적합한지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수술 

전 항암 화학 또는 방사선 요법을 받은 환자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

자, 림프절 전이여부 판정이 불가능한 Nx 및 획득된 림프절이 12개 미만인 환

자들을 제외한 2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제6판과 제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5년 전체 생존율 비교 분석하였다. 생존분

석은 Kaplan-meier 방법으로 구하였고 생존율의 차이는 log-rank test로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7판에서 새롭게 분류된 T4a와 T4b사이에 5년 전체 생존율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97) 7판의 N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은 N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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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a 85.2%, N1b 70.4%, N2a 58.1%, N2b 38.0% 였으며, 세부 그룹별 통계적 의

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 

7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병기 별 5년 전체 생존율은 I기(96.9%), 

IIA기(92.1%), IIB기(82.7%), IIC기(90.0%), IIIA기(90.9%), IIIB기(81.4%), 

IIIC기(54.2%)였으며, IVA기 (32.3%), IVB기(17.4%)였다. 

제7판에서 새롭게 분류된 병기 IIC는 IIB와 5년 전체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제7판에서 IIIC에서 IIIB로 바뀐 

T3N2a의 5년 전체 생존율은 변화된 T, N 그룹을 제외시킨 5년 전체 생존율에

서 IIIB와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7판에서 병기 IV의 세부 분류에 따른 5

년 전체 생존율을 비교하면 IVa 32.3%, IVb 17.4%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p=0.026)  

 

결론 

개정된 제7판 분류법의 국내 환자의 병기II에서 IIB와 IIC는 5년 전체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병기 II 분류는 제6판에 비해 

세분화 되었지만,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N을 세분화 한 것은 예후를 반영하기에 적절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병기 III에서 T3N2a가 IIIC에서 IIIB로 바뀐 변화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병기 IV에서 IVA와 IVB는 5년 전체 생존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제6판에 비해 예후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일기관의 생존율만을 분석하고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대장암 환자의 새로운 병기에 따른 예후가 제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국내의 다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단어: 대장암, TNM 병기 분류, 5년 생존율,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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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서 6판과 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의 예후 예측 비교 

 

(지도교수: 김 익 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정 규 

 

  

          

I. 서론 

 

대장암은 미국의 경우 매년 142,000명 정도가 새로 발병하고 51,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1 국내에서도 생활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대장암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남자 

49.7명, 여자 33.9명으로 서구와 유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2 

대장암에 대한 병기 분류 시스템은 유사한 병기의 환자들과의 비교에 

기초한 예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확한 병기 분류는 치료결과를 평가하고, 치료기관 사이에 

정보를 교환 또는 비교하는데 필수적이다. 대장암에서 종양의 침윤의 깊이와 

림프절전이 범위는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TNM병기분류 시스템은 대장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정된 제7판 UICC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ancer 

Control)/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TNM분류가 2010년 1월 

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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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암 병기 분류법이 쓰이고 있으나,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병기 

분류법은 AJCC와 UICC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TNM 병기 분류법이다. TNM 병기 

분류법은 원발암의 크기와 침습정도(T), 주변 림프절 전이 정도(N), 그리고 

원격장기 전이 유무(M)에 따라 암을 분류하였다. AJCC와 UICC는 임상데이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6~8년 주기로 TNM 병기 분류법을 개정해 

왔다. 6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5판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는 III기를 종양의 침윤정도와 림프절 전이 개수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이다.3,4 

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은 6판으로부터 많이 수정되어 2009년 

발표되었다.5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T4 병변은 암종이 내장 복막을 

관통한 경우에는 T4a, 암종이 다른 장기 또는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였거나, 다른 장기 또는 구조물과 유착된 경우에는 T4b로 구분되었다. 

2) N1과 N2 그룹 내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는 예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장주위로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에 따라 N1은 1개 전이된 경우 N1a, 

2~3개 전이된 경우 N1b, N2는 4~6개 전이 시 N2a, 7개 이상 전이 시 N2b로 

세분화되었다. 3) II기에서 T4a는 IIB, T4b는 IIC로 세분화 되었다. 4) 

N1병변에서 T4bN1은 6판에서는 IIIB로 분류되었으나 예후가 IIIC와 가까워 

IIIC로 재 분류되었다. 유사하게 N2병변에서 T1N2a는 IIIA로 T1N2b, T2N2a-b, 

그리고 T3N2a 는 IIIB로 재 분류되었다.  5) M1은 한 개의 장기 또는 원격 

위치에 전이가 있는 경우 M1a, 2개 이상의 장기 또는 원격 위치에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복막에 전이가 있는 경우 M1b로 분류되었다.  

결장암 및 직장암 환자를 치료 후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에서 재발이나 생존율에 관련이 

있는 여러 인자들에 관한 보고들을 한 바 있다. 저자는 결장암 및 직장암 

환자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헌에서 알려져 있는 병기와 관련된 

예후인자들을 본 기관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생존율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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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대장암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6판과 새로이 개정된 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이 환자의 예후를 

적절하게 예측하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개정된 7판 병기 분류법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II. 대상환자 및 방법 

 

1. 대상환자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모두 2917명 이었다. 이 환자들 중 

병리학적 분류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환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전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등 선행 신보조치료를 받은 환자(189명 

6.5%) 

2)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9명 0.3%) 

3) 림프절 전이 정도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Nx 42명 1.4%) 

4) 수술 후 총 획득된 림프절이 12개 미만인 경우(509명 17.4%)로 전체 

2917명 중 상기 환자들을 제외한 2168명(74.3%)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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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진단 및 수술 전 병기결정 

 

정규수술인 경우 대장내시경을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를 확인 후 조직학적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선암으로 진단하였고 수술 전 병기결정은 복부 및 

골반 전산화 단층촬영을 기본으로 하여 종양의 침윤 깊이 및 주위 림프절 

전이여부와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 여부를 조사하였다. 직장암의 경우 골반 

MRI 와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전신전이는 양전자 단층촬영 

이용하여 수술 전 병기 결정을 하였다.  

 

나. 수술방법 

 

원발 종양과 주위의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는 근치적 절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중 종양이 간 만곡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행결장과 횡행결장 중 비장 만곡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좌측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상부 및 중부 직장암의 경우에는 장측근막과 

벽측근막 사이의 무혈관층을 따라 장측근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 

직장간막절제술과 골반 자율신경을 보존하여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하부직장암의 경우에는 복회음절제술 혹은 초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간으로의 원격전이가 동반되어있는 환자의 경우 절제가 가능하다면 

일차병변과 동시 혹은 추후에 전이 간병변을 절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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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후 보조치료 

 

   결장암의 경우 병리조직학적으로 TNM 병기 II기 이상의 환자들은 보조적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였다. 정맥을 통한 5-Fluorouracil과 Leucovorin을 

이나 혹은 5-Fluorouracil과 Leucovorin, Oxaliplatin을 병용한 FOLFOX 

요법으로 보조적 항암화학치료를 하였다. 직장암의 경우는 TNM 병기 II기 

이상의 환자에서 항암화학치료와 골반 부에 방사선 치료를 병합 시행 하였다.  

 

라. 수술 후 추적관찰 

 

수술 후 처음 2년간은 매 3개월마다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시행하면서 

혈청 CEA를 포함한 종양표지자 등을 시행하였고 6개월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년이 지나면 6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 

하였다.  

 

 

마. 병기분석 

 

대상 환자들의 임상 기록을 확인하여 6판 AJCC TNM 병기를 조사하였고, 

7판 AJCC TNM 병기분류법에 따라 재 분류하였다. 새로 개정된 7판 병기 

분류법이 예후를 예측하는데 6판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6판과 7판의 병기 별, 그리고 T, N, M 세부 분류에 따라 5년 전체 생존율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입원 환자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를 통하여 대상환자를 확보하였고, 이를 후향적으로 퇴원기록 및 

외래기록을 중심으로 한 의무기록을 통하여 환자의 인적 사항, 수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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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직학적 검사결과, 수술 후 치료방법, 재발 및 생존여부 등의 정보를 

구하였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은 전화통화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하여 재발 및 생존율의 추적을 보완하였다.  

 

바. 통계분석방법 

통계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IL, USA)를 이용하였다. 

생존곡선의 그래프는 Kaplan-Meier 방법으로 구하였고, 생존곡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og-rank 검정을 사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III. 결과  

 

1. 환자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모두 2168명의 대상 환자가 결장 및 직장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고, 

전체 환자 중 남자는 1283(59.2%)명, 여자는 885(40.8%)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45배 많았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9.59(±11.54)세였다. 절제 후 

평균 획득된 림프절의 개수는 28.59 (±18.02)개였으며, 중앙추적기간은 

49.3(1.2~101.9)개월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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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Histopatholological Data of 2,168 patients 

Characteristic No. % 

   

Mean age(± SD) 59.59(±11.54)  

Male:Female(%) 1283:885(1.45:1)  

   

Surgery   

Abdominoperineal resection 104 4.8 

Hartmann 53 2.4 

Low anterior resection 888 41.0 

Anterior resection 407 18.8 

Total proctocolectomy 35 1.6 

Subtotal colectomy 13 0.6 

Rt. hemicolectomy 542 25.0 

Lt. hemicolectomy 106 4.9 

Transverse colectomy 13 0.6 

Segmental resection 5 0.2 

   

Histologic pattern 

adenocarcinoma 
  

well 283 13 

moderate 1662 76.7 

poorly 103 4.8 

unknown 6 0.2 

Mucinous carcinoma 107 4.9 

Signet ring cell carcinoma 7 0.3 

   

Mean No of LN   

metastatics LNs 2.64(±5.39)  

retrived LNs 28.59(±18.01)  

   

Median Follow Up period(range) 49.3(1.2~101.9)months  

 

 

 

 

2. 종양 침윤도 T 와 림프절 전이 N 분류에 따른 생존율 분석 

 

T와 N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5년 전체 생존율을 산출하여 

6판과 개정된 7판의 전체 생존율을 각각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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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 분류에 따른 생존율 분석 

종양의 침윤도의 병기의 6판의 T 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은 T1 

96.7%, T2 92.4%, T3 78.2%, T4 53.1%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Table 2, Figure 1) 

7판의 T 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은 T1 96.7%, T2 92.4%, T3 78.2%, T4a 

53.4%, T4b 52.0%였다. 그러나 7판에서 새롭게 분류된 T4a(53.4%)와 

T4b(52.0%) 사이에 5년 전체 생존율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97) 

(Table 3, Figure 2) 

 

Table 2.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6th edition T classification  

 

6th TNM STAGING SYSTEM 

pT 

N Death 

5 year  survival 

N % 

T1 123 4 119 96.7% 

T2 250 19 231 92.4% 

T3 1488 325 1163 78.2% 

T4 307 144 163 53.1% 

total 2168 492 1676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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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6th edition T classification 

 

 

 

Table 3.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7th edition T classification 

 

7th TNM STAGING SYSTEM 

pT N Death 
5year survival 

N % 

T1 123 4 119 96.7% 

T2 250 19 231 92.4% 

T3 1488 325 1163 78.2% 

T4a 232 108 124 53.4% 

T4b 75 36 39 52.0% 

total 2168 492 1676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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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7th edition T classification 

 

 

 

 

나. N 분류에 따른 생존율 분석 

 

림프절 전이 정도인 6판의 N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은 N0 (90.3%), 

N1(77.2%), N2(46.4%)였으며 통계적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4,  Figure 3) 

7판의 N분류에 따른 5년 생존율 곡선의 대응별 비교에서 N0 90.3%, N1a 85.2%, 

N1b 70.4%, N2a 58.1%, N2b 38.0% 였다.(p<0.001)  7판에서 새롭게 분류된 

N1a와 N1b의 5년 전체 생존율은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p<0.001)를 보였으며 

N2a와 N2b역시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p<0.001)를 보였다. (Table 5,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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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6th edition N classification 

 

6th TNM STAGING SYSTEM 

pN 

 N Death 

5year  survival rates 

N % 

N0 1092 106 986 90.3% 

N1 619 141 478 77.2% 

N2 457 245 212 46.4% 

total 2168 492 1676 77.3% 

 

 

Figure 3.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6th edition 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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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7th edition N classification 

 

7th TNM STAGING SYSTEM 

pN 

N Death 

5year  survival rates 

N % 

N0 1092 106 986 90.3% 

N1a 284 42 242 85.2% 

N1b 335 99 236 70.4% 

N2a 191 80 111 58.1% 

N2b 266 165 101 38.0% 

total 2168 492 1676 77.3% 

 

 

Figure 4.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by 7th edition 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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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기 변화에 따른 생존율 분석 

 

 

각 병기 별 예후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5년 전체 생존율를 구하였고, 

병기 별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종양의 침윤도와 림프절 

전이 여부를 모두 나타내는 6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5년 전체 생존율은 

I기(96.9%), IIA기(92.1%), IIB기(84.7%), IIIA기(90.9%), IIIB기(83.7%), 

IIIC기(60.6%), IV기(27.8%)였다.(Table 6) 개정된 7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병기 별 5년 전체 생존율은 I기(96.9%), IIA기(92.1%), IIB기(82.7%), 

IIC기(90.0%), IIIA기(90.9%), IIIB기(81.4%), IIIC기(54.2%), IVA기(32.3%), 

IVB기(17.4%)였다.(Table 7) 

 

 

Table 6.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6th TNM stages 

 

6th TNM staging 

N Death 

5year  survival 

N % 

Stage I 286 9 277 96.9% 

Stage IIA 682 54 628 92.1% 

Stage IIB 72 11 61 84.7% 

Stage IIIA 66 6 60 90.9% 

Stage IIIB 466 76 390 83.7% 

Stage IIIC 287 113 174 60.6% 

Stage IV 309 223 86 27.8% 

Total 2168 492 1676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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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7th TNM stages 

 

7th TNM  staging 

 N Death 

5year  survival 

N % 

Stage I 286 9 277 96.9% 

Stage IIA 682 54 628 92.1% 

Stage IIB 52 9 43 82.7% 

Stage IIC 20 2 18 90.0% 

Stage IIIA 66 6 60 90.9% 

Stage IIIB 574 107 467 81.4% 

Stage IIIC 179 82 97 54.2% 

Stage IVA 217 147 70 32.3% 

Stage IVB 92 76 16 17.4% 

Total 2168 492 1676 77.3% 

 

 

가. II기 분석 

 

근치적 절제 후 획득된 림프절이 12개 미만인 환자들을 제외한 II기 

환자의 수술 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기존 6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IIA의 생존율은 92.1%, IIB의 생존율은 84.7%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1) (Table  6, Figure  5) 

그러나 개정된 7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IIB의 생존율은 82.7%였고, IIC의 

생존율은 90.0%로 두 군간의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392) 

(Table  7,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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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 according to the 

6th TNM stages 

 

 

 

 

Figure 6.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 according to the 7th 

TNM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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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II기 분석 

 

기존 6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생존율은 IIIA 90.9%, IIIB 83.7%, 

IIIC 60.6%였으며 IIIA와 IIIB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55)  IIIB와 IIIC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6, 

Figure 7) 개정된 7판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한 병기에 따른 5년 생존율 

곡선의 대응별 비교에서 각각의 생존율은 IIIA 90.9%, IIIB 81.4%, IIIC 

54.2%였으며, 6판과 같이 IIIA와 IIIB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73), IIIB와 IIIC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7, Figure 8) 

 

Figure 7.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I according to the 

6th TNM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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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I according to the 

7th TNM stages 

 

 

 

 

병기 III에서 기존 6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에서 7판으로 개정 시 병기 

IIIA, IIIB, IIIC간 병기 이동이 있었다. 이동이 있었던 T1N2a(IIIC에서 

IIIA로 개정), T2N2a-b, T1N2b, T3N2a (IIIC에서 IIIB로 개정), 

T4bN1(IIIB에서 IIIC로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TNM 분류를 이용한 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하였을 때 병기 IIIA 90.9%, IIIB 84.2%, IIIC 

52.8%이었다. 대상환자 중 기존 6판에서 IIIC였던 T3N2a는 7판에서 IIIB로 

바뀌었으며 T3N2a의 5년 전체 생존율은 72.1%로 병기 IIIB의 5년 전체 생존율 

84.2%와 가까웠다. (Table 8,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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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I except Subcategories 

of changed stage (Subcategories of changed stage: T1N2a, T2N2a, T1N2b, T3N2a, T2N2b, 

T4bN1) 

 TNM  STAGING 

 N Death 

5YEAR  SURVIVAL 

N % 

STAGE IIIA 66 6 60 90.9% 

STAGE IIIB 450 71 379 84.2% 

STAGE IIIC 163 77 86 52.8% 

TOTAL 790 185 605 76.6% 

 

 

 

 

 

Figure 9.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II except 

Subcategories of changed stage (Subcategories of changed stage: T1N2a, T2N2a, 

T1N2b, T3N2a, T2N2b, T4bN1) 

 

 

Total death 

   5 Year survival rates   

N  %  6th staging  7th staging 

 
T3N2aM0 111 31 80 72.1% IIIC  I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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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기 IV에서 변화된 병기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 비교 

 

7판에서 병기 IV의 세부 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을 비교하면 IVa 

32.3%, IVb 17.4%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0.026) (Table  7, 

Figure 10) 

 

Figure 10.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of stage IV according to the 

7th TNM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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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결장암 및 직장암 환자를 치료 후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많은 연구기관에서 재발이나 생존율에 

관련이 있는 여러 인자들에 관한 보고들을 한 바 있다. 수술 전 혈청 CEA 

수치가 대장암의 병기와 관련 있고 수술 후 재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어 수술 전 혈청 CEA 수치는 대장암 환자에서 수술 시행 후 전이 

및 재발의 예측인자로 여겨지고 있다.6,7 그리고 종양과 림프절로 부터 떨어진 

부위의 암침착(tumor deposits)이 있는 경우 II기와 III기에서 나쁜 예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8-11 또한 수술 전 화학 방사선 치료 후 병리학적 

결과에 따른 종양 반응 정도(tumor regression grade,TRG)가 예후와 관련 

있는데 병리학적으로 완전 관해인 경우 국소재발이 줄고 암 특이 사망률의 

감소 및 생존율 향상 등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다.12,13 환상절제연 역시 재발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후인자이다.14,15 그 밖에 미세 부수체 불안정성(MSI), 신경주위 침습, 림프 

및 혈관 침습, KRAS 변이 등이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1980년대 이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Cancer Control (UICC)와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는 공동으로 TNM분류를 

발표하면서, 현재 제7판 UICC/AJCC TNM분류가 2010년 1월 1일자로 적용되고 

있다. 1997년에 5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이 발표 되었다.3  5판에서는 각 

병기 별 세부 분류가 없었다. 2002년 6판 AJCC TNM 병기 분류법은 

5판으로부터 몇 가지 수정이 있었는데, II기는 IIA(T3N0M0)와 IIB(T4NOMO)로 

나뉘었고 III기는 IIIA(T1-T2, N1M0), IIIB(T3-4, N1M0), IIIC(any T, 

N2M0)로 나뉘었다.4 7판 병기 분류법은 6판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상당히 복잡해졌다.5 본 연구는 이런 복잡한 병기 분류법의 변화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http://www.skypdf.com


23 

 

수술 후 획득된 림프절의 수는 환자의 나이, 성, 암의 등급과 암의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16 NCCN 가이드라인 및 여러 문헌에 따르면 

대장암에 대한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의 림프절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17-19 II기 대장암의 경우, 처음에 확인된 림프절이 12개 

미만이면, 병리 의사에 의해 표본 조사를 다시 하여 림프절 조직을 추가로 

찾는 것이 권장된다.17 III기에서도 획득된 림프절의 수가 중요한데 음성인 

림프절의 수는 IIIB, IIIC기 결장암 환자에서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6판과 7판 AJCC 병기 분류법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12개 미만의 림프절이 획득된 환자군은 제외하였다.  

6판이 출시된 후 생존율과 재발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II기와 III기의 재 

분류가 이루어졌다. SEER 분석을 통해 II기는 IIA(T3N0), IIB(T4aN0), 

IIC(T4bN0)로 세분화 되었다.21 SEER 데이터를 살펴보면 병기 IIC의 경우 

IIB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후의 차이를 보였다.(Table 9) 종양이 깊이 침윤될 

경우 림프절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T4bN0MO(병기 IIC)로 분류된 환자 군이 

비교적 적어 분석에 대한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본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병기 IIB와 IIC사이의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직장암과 대장암의 SEER 분석에서 T4의 침습 정도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여주었다.21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7판 AJCC 병기 분류법에서 T4는 암종이 

내장 복막을 관통한 경우 T4a, 암종이 다른 장기 또는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였거나, 다른 장기 또는 구조물과 유착된 경우 T4b로 구분되었다.5 

림프절 전이와 상관없이 T분류에 따른 5년 전체 생존율 역시 T4a와 T4b사이에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II기의 주된 변화인 T4a와 T4b 

분류에 따른 병기는 많은 데이터 수집과 함께 좀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SEER 분석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수가 N1과 N2 그룹 내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1 이에 N1은 N1a(1개 전이)와 N1b(2~3개 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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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는 N2a(4~6개 전이)와 N2b(7개 이상 전이)로 세분화 되었다.5 본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7판 병기 분류법의 림프절 분류의 그룹별 통계적 의미 있는 

5년 전체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N의 세분화에 따른 병기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을지에 대해서는 T의 세분화와 마찬가지로 좀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7판 병기 분류법은 Rectal cancer pooled analysis, SEER analysis, NCDB 

colon cancer analysis에 기초하여 III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21-23  

6판에서 7판으로 바뀌면서 N1병변에서 T4bN1은 IIIB에서 IIIC로 재 분류 

되었다. 유사하게 N2병변에서 T1N2a는 IIIC에서 IIIA로 바뀌었고, T1N2b, 

T2N2a-b, 그리고 T3N2a 는 IIIC에서 IIIB로 재 분류되었다.5 T3N2a는 

통계학적 의미는 없지만 IIIC보다 IIIB에 더 가까운 5년 전체 생존율을 

보여주어 적절한 변화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위치에 따른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생존율을 하지 않은 것, 또한 각 병기별 세부 그룹내의 대상 환자군이 

적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단일 기관의 

환자의 성적이며 중앙 추적기간이 49.3개월로 짧은 단점이 있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조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5년 전체 생존율을 산출 

하였는데, 좀더 정확한 예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 연관 사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7판에서 대장주위 림프절 전이 없이 장막 밑 조직, 

또는 장간막, 또는 복막화 되지 않은 결장-직장 주위 조직에 암침착(tumor 

deposit)이 있는 경우 N1c로 분류되었다.5 병기 II에서 림프절외 

암침착(N1c)가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병기 III에서도 예후를 나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8-11 본 연구에서는 7판 

병기 분류법이 발표되기 전에 N1c에 대한 병리 기록이 미흡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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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TNM category 

 

  
 
 
 
 
Total  

 
 
 
 
 
death 

5Year 
survival   

SEER  
RECTUM 

SEER  
COLON 

  

N  %  5 year 
survival(%) 

5 year 
survival(%) 

6
th
staging  7

th
staging 

T1N0M0  107 2 105 98.1% 96.6% 97.4% I  I  

T2N0M0  179 7 172 96.1% 92.1% 96.8% I  I  

T3N0M0  682 54 628 92.1% 78.7% 87.5% IIA  IIA  

T4aN0M0  52 9 43 82.7% 69.2% 79.6% IIB  IIB  

T4bN0M0  20 2 18 90.0% 53.6% 58.4% IIB  IIC  

T1-2N1M0  66 6 60 90.9% 85.1% N1a 90.7% IIIA  IIIA  

N1b 83.7% 

T1N2aM0  0  0  0  -  82.7% 79.0% IIIC  IIIA  

T2N2aM0  7  2  5  71.4%  67.7% IIIC  IIIB  

T3N1aM0  193 20 173 89.6% 66.9% 74.2% IIIB  IIIB  

T4aN1aM0  25 5 20 80.0% 65.6% 67.6% IIIB  IIIB  

T3N1bM0  203 41 162 79.8% 59.7% 65.3% IIIB  IIIB  

T1N2bM0  2  1  1  50.0%  59.3% 62.4% IIIC  IIIB  

T2N2bM0 4 2 2 50.0% 46.2% IIIC IIIB 

T4aN2aM0  15  5  10  66.7%  53.1% 40.9% IIIC  IIIC  

T4aN1bM0  29 5  24  82.8%  52.6% 54% IIIB  IIIB  

T3N2aM0  111  31 80  72.1%  49.9% 53.4% IIIC  IIIB  

T3N2bM0  112  48  64  57.1%  37.5% 37.3% IIIC  IIIC  

T4aN2bM0  29 19  10  34.5%  28.5% 21.8% IIIC  IIIC  

T4bN1M0  15 5  10  66.7%  28.5% N1a 38.5% IIIB  IIIC  

N1b 31.2% 

T4bN2aM0  4  3  1  25.0%  22.1% 23.3% IIIC  IIIC  

T4bN2bM0  3  2  1  33.3%  14.1% 21.8% IIIC  I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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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새로운 제7판 분류법의 병기II에서 IIB와 IIC는 5년 전체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제7판의 병기 II 분류는 제6판에 비해 

세분화 되었지만,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주어 

T4를 세분화한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을 세분화 한 것은 

예후를 반영하기에 적절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병기 III에서 T3N2a가 IIIC에서 IIIB로 바뀐 변화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병기 IV에서 IVA와 IVB는 5년 전체 생존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제6판에 비해 예후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일기관의 생존율만을 분석하고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대장암 환자의 새로운 병기에 따른 예후가 제7판 AJCC 

TNM 병기 분류법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국내의 다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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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new AJCC TNM staging system includes a number of modifications to 

the colorectal canc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linical usefulness of 7th 

edition AJCC TNM staging system by comparison of prognosis prediction 

with 6th edition 

 

Patient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2 to December 2007, 2917 patients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we excluded  the following 1) patensts 

who received preoperative chemotherapy or radiotherapy; 2) patients with 

mortality within 30 days after surgery 3) patients with Nx  4) patients 

with the number of LN lesser than 12. We enrolled 2168 patients. 

The 5 year overall survival rates(5YOSR) were compared between 6th and 

7th AJCC TNM st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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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5YOSR between T4a and T4b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p=0.997) 

The 5YOSR according N classification was significant different 

(N1a(85.2%) VS N1b(70.4%) p <0.001 , N2a(58.1%) vs N2b(38.0%) p<0.001)  

5YOSR between stage IIC and IIB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5 YOSR of 

T3N2a(IIICàIIIB) was similar with IIIB in stage III that excepted the 

changed T,N categories. In stage IV, 5 YOSR between IVA(32.3%) and 

IVB(17.4%) was significant different.(p=0.026) 

 

Conclusion 

New T and stage II classification had no clinical usefulness in this 

study. Further studies with greater patient numbers are necessary to see 

whether such new T and stage II will provide a useful system for 

identifying groups with different outcome.   The 7th TNM staging system 

for colorectal cancer appeared to provide prediction of survival than 

the 6th TNM staging system in the lymph node(N)  and stage IV 

classification. 

 

                                                                        

Key words: colorectal cancer, TNM staging, 5 year survival rates,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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