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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론: 분화 갑상선암에서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AJCC/UICC) tumor-node-metastasis (TNM) 병기 분류 체계는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가 높아 치료 및 추적관찰의 빈도와 강도를 결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최근 갑상선초음파 촬영등 진단적 영상검사의 발전으로과거에 낮은병기

로 분류되었을 환자들이 높은 병기로 분류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의 분화 갑상선

암 환자 코호트를 기준으로 정립된 이전 TNM 병기 분류 체계는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능이 낮아졌다. 2018 년 1 월부터 적용될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 8 판에

서는 기준 연령, 갑상선 외 침범의 정의, 그리고 국소 림프절 전이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최종병기가 개정되었다. 진단시 환자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기준 연령의변경과 고령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예후 예

측 인자로 정립된측경부 림프절 전이여부를 최종병기에 고려하지않은 점은매우 큰

변화이다. 본 연구는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TNM 7 판의 병기 분류 체계에서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가 가장 높은 기준 연령을 확인하고, TNM 7 판과 8판의 질

병 특이 생존율 예측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TNM 8 판에서 국소 림프절 전

이의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의 생존율 예측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

다.

재료 및 방법: 1996 년부터 2005 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분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3176 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질병 특이 생존기간은 갑상선암

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분화 갑상선암으로 인해 사망이 확인된 시점 또

는 마지막으로 추적 관찰된 시점까지로 정의하였다. 기준 연령의 임계 값을 확인하기

위해 TNM 7 판의 기준 연령을 45 세부터 65 세까지 5 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환자

를 재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국소 림프절 전이는 해부학적 위치 및 전이된 림프절 개수

에 따라 분석하였다.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의 정확도는 PVE (proportion of variation 

explained) 와 Harrell’s c-index 값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기존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기준 연령 45 세를 적용하였을 때 I, II, III, IV기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8%, 98.6%, 98.8%, 85.4% 였다. 기준 연령을

55 세로 변경하였을 때 690 명(22%)의 병기가 낮아졌으며 I, II, III, IV기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8%, 94.8%, 97.5%, 75.9% 였다. 55 세의 기준 연령을 적용

하였을 때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은 각각 5.6% 와 0.807 로 다른 기준 연령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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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비해 높은 값을 가졌다. 대상환자들을 TNM 병기 분류 체계 8 판에 의해 분

류하였을 때, TNM 7 판에서 T3 로 분류 되었던 환자의 약 67%가 T1 또는 T2 로 재분류

되었고, 전체 환자 중 약 40%의 최종병기가 낮아졌다. 각 병기에 따른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TNM 7 판의 경우 IV 기에서 85.4% 였던 것에 비해 TNM 8 판에서는 III 기

79.6%, IV기 41.8% 로 각 병기 사이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은 TNM 8 판에서 5.9%, 0.87 로 7판의 4.4%, 0.78 에 비해 높

았다. 추가로 TNM 8 판의 I/II 기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림프절전이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 분석을 시행하였고, 55 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N1b 인 경우 N0 (HR=8.7, 95% 

CI 2.6-28.6, p<0.001) 및 N1a (HR=4.2, 95% CI 1.3-13.1, p=0.014) 에 비해 유의하게 질병

특이 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소 림프절 전이가 5 개 초과인 경우 N0 

(HR=10.1, 95% CI 2.5-26.6, p<0.001) 및 국소 림프절 전이 5 개 이하 (HR=3.8, 95% CI

1.2-11.9, p=0.020)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TNM 8 판에서 55

세 이상의 II 기 환자 중 N1b 인 환자를 IIB, 나머지를 IIA로 나누어 분류 하였을 때, IIA

에 비해 IIB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HR=2.6, 95% CI 1.1-

6.8, p=0.04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질병 특이 생존

율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연령으로 45 세보다 55 세가 더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TNM 8

판을 적용하였을 때 TNM 7 판에 비해 상당수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병기가 낮아

졌고,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가 향상되었다. 추가로 TNM 8판의 I/II 기 환자를 대

상으로 국소 림프절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N1b 는 유의한 예

후 예측 인자임이 확인되었다. 분화 갑상선암의 TNM 8 판 병기 분류 체계에서 N1b를

고려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이 가능하며 치료 및 추적관찰 등의

계획수립에보다 유용하게사용될 수있을것이다.

중심단어: TNM staging, Thyroid neoplasms, Survival, Prognosis, Valid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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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갑상선암은 가장 흔한 내분비계 악성 종양이며 그 중 90% 이상은 분화 갑상선암으

로 유두암과 여포암을 포함한다.1) 지난 20 년간 한국에서 분화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약 20 배 증가하였고,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발생률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2-7) 분

화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표준치료(갑상선 전 절제술, 미세전이/잔여 병소에 대한 방

사성 요오드치료, 갑상선호르몬투여에따른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에 양호한

예후를 보이나 약 10%의 환자는 종양으로 인해 사망하고 더 많은 수의 환자가 경과 중

재발을 경험한다.8) 분화 갑상선암의 예후 예측인자를 정립하기 위한많은 연구들이 시

행되었고, 예후에 따라 병기를 분류하여 이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져 왔다.9-13) 부적절

한 병기의 적용은치료 강도에 영향을미쳐 암으로인한 사망 또는부작용의 발생 위험

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예후를 평가하고 수술 후 보조치료법에 관한 결정 및

추적관찰의 빈도와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한 병기 체계의 정립은 중요하다.14) 또

한 암 등록 및의료진 간연구 목적의정보교환을위해서도 적절한 병기 설정은중요하

다.14)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병기 분류 및 점수 체계가 보고

되었다.15) 각각의 병기 분류 체계는 분화 갑상선암의 재발률과 생존율의 예후 인자로

정립된 진단시 연령, 원발종양의 크기,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 및 분화도, 갑상선 외 침

윤,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 등의 소견을 조합하여 무병 생존 기간 및 질병 특이 생존율

을 예측한다.9-14) 현재 통용되는 것은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AJCC/UICC) tumor-node-metastasis (TNM) 병기 체계이며 다른

병기 체계에 비해 갑상선암의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가 높아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및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에서 분화 갑상선암의 병기는이

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 12, 14, 16-20) AJCC/UICC TNM 병기 체계는 원발종양(T), 

국소 림프절(N), 원격전이(M)의 해부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비 해부학적 요소인 진단

시 연령을 고려한 것이 특징적이며 임상에 적용하기 용이하다.13, 14, 21) 그 외에도 분화

갑상선암의 병기 분류에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예후 계수, AGES (age, grade, extent, size) 점수, AMES (age, metastases, extent, 

size) 점수, MACIS (metastasis, age, completeness of resection, invasion, size) 점수, Chio 

State University (OSU) 병기, Clinical class (University of Chicago), 그리고 NTCTCS 

(National Thyroid Cancer Treatment Cooperation Study) 병기 분류 등이 제시되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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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병 특이 생존율보다 무병 생존 기간 예측에 더 적합하다.9, 10, 12, 16, 22-25)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를제외한 다른 병기 분류 체계 또한 후향적 다변량분석으로 확인

된 여러 예후인자들을 고려해서 개발되었으나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복잡하다는 단점

이 있어보편적으로사용되지는않는다.9, 10, 12, 16, 22-25)

현재 분화 갑상선암에서 통용되는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는 1940 년대에

처음으로 정립되었고, 분화 갑상선암의 병기 분류 체계 중 유일하게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8) 2003 년 1월부터 TNM 6 판이 개정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TNM 7

판에서는 그 내용에 변화가 없어 현재 적용되는 TNM 병기 분류 체계는 내용면에서

2003 년 이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1).13) 최근 갑상선 초음파 촬영 및 전산화

단층 촬영의 보편화 등의 진단적 영상 검사의 발전으로 촉진되지 않는 작은 결절, 국소

림프절 전이 및 원격전이 등이 조기에 발견됨에 따라 과거에 낮은 병기로 분류되었을

환자들이 현재 더 높은 병기로 분류되게 되었다.26-29) 이러한 병기의 이동은 낮은 병기

와 높은 병기에 속한 환자군모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낮은 병기의환자에서 나

쁜 예후 인자를 가진 환자를 배제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게 되고, 높은 병기에서는 나

쁜 예후 인자가 비교적 조기에 발견된 환자를 포함함으로써 과거 분류되었을 각 병기

에 해당하는 환자군에 비해 생존율이 향상된다.30) 따라서, 과거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

코호트를 기준으로 정립된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를 현재에 그대로 적용한

다면 과거에비해질병특이생존율의예측능이 낮아질 수밖에없다.

병기의 이동이 이루어 짐에따라 TNM 7 판의 병기분류 체계의 적절성에 관해몇 가

지 의문점이 제시되었고, 현재의 임상적 상황에 맞게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예후를 정

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

어졌다. 첫번째로,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의 비 해부학적인 요소인 연령 기준 45

세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분화 갑상선암에서 진단 당시의 연령은 질병으로 인한 사

망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이며 대부분의 병기 분류 체계에 포함되어 있

다.9-13)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는 1983 년도에 개정된 TNM 2 판에서부터

45 세를 기준으로 병기를 분류하였으나, 이는 과거 분화 갑상선암 환자 코호트에서 연

령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14, 31-33) 실제로 몇

몇 연구에서 기준 연령의 임계 값으로 45세가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45세를

적용하였을 때 환자들의 병기가 실제 예후보다 높게 평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

되었다.31, 34-37) 최근 한 다기관 연구에서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기준 연령의 임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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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45 세 대신 55 세를 적용하였을 때, 저위험 환자들의 병기가 과잉 측정되는 것을 막

고 고위험 환자들의 예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5)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분화 갑상선암 진단 당시의 연령의 의미가 55 세 이전까지

는 불명확하다고 보고하였다.38)

두번째로, 기존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microscopic 

extrathyroidal extension)이 있는 경우 T3 가 되어 최종병기가 높아지는데, 현미경적 갑

상선 외 침범 자체가 과연 질병 특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21) 갑상

선 외 침범은 분화갑상선암 환자의 주요한예후인자 중 하나로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 외에도 MACIS 점수, EORTC 예후 계수에도 포함된 인자이다.9, 13, 24, 39) 갑상

선 외 침범은 5-45% 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확인되며 발견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39, 40) 갑상선 외 침범은 AJCC/UICC TNM 6 판부터 원발종양의 크기에 무관하게 최

소 침범(주위 연조직이나 근육에 최소 침범)이 있는 경우 T3, 중증 침범(갑상선 피막을

지나 주위 연조직, 후두, 기관, 식도, 반회후두신경에 침범)의 경우 T4a, 그리고 척추 앞

근막, 종격동의 혈관, 경동맥을 감싸고 있는 경우 T4b 로 분류되었다.13) 따라서, 4 cm 

미만의 분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최소 갑상선 외 침범이 있는 경우 T3 로 분류된다. 

45 세 이상의 환자가 T3 인 경우에는 N, M 병기에 관계 없이 적어도 III 기 이상으로 분

류되어 병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3) 이전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중증 갑상선 외 침

범이 있는 분화 갑상선암이 최소 침범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39, 4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최소 갑상선 외 침범이 있는 경우가 갑상선

외 침범이 없는 경우와 유사한 예후를 보였고,40, 42, 43) 최소 갑상선 외 침범 중에서도 특

히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만 있는 경우는 분화 갑상선암의 재발 및질병 특이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43) 분화 갑상선암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이 동반되어 부

적절하게 높은 병기가 적용된다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이 있는 4 cm 미만의 분화

갑상선암에서높은 T 병기를적용하는것이적절한가는 논란의여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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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7th edition of AJCC/UICC TNM classification system for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21)

Definition
T0 No evidence of primary tumor
T1a Tumor ≤1 cm, without extrathyroidal extension 
T1b Tumor >1 cm but ≤2 cm in greatest dimension, without extrathyroidal 

extension 
T2 Tumor >2 cm but ≤4 cm in greatest dimension, without extrathyroidal 

extension
T3 Tumor >4 cm in greatest dimension limited to the thyroid or

Any size tumor with minimal extrathyroidal extension (e.g., extension into 
sternothyroid muscle or perithyroidal soft tissues)

T4a Tumor of any size extending beyond the thyroid capsule to invade 
subcutaneous soft tissues, larynx, trachea, esophagus, or recurrent laryngeal 
nerve

T4b Tumor of any size invading prevertebral fascia or encasing carotid artery or
mediastinal vessels

N0 No metastatic nodes
N1a Metastases to level VI (pretracheal, paratracheal, and prelaryngeal/Delphian 

lymph nodes)
N1b Metastases to unilateral, bilateral, or contralateral cervical (levels I, II, III, IV, 

or V) or retropharyngeal or superior mediastinal lymph nodes (level VII)
M0 No distant metastases
M1 Distant metastases

Patient age <45 years old at diagnosis
I Any T Any N M0
II Any T Any N M1

Patient age ≥45 years old at diagnosis
I T1a N0 M0

T1b N0 M0

II T2 N0 M0

III T1a N1a M0

T1b N1a M0

T2 N1a M0
T3 N0 M0

T3 N1a M0

IVA T1a N1b M0
T1b N1b M0

T2 N1b M0

T3 N1b M0
T4a N0 M0

T4a N1a M0

T4a N1b M0

IVB T4b Any N M0

IVC Any T Any N M1

Abbreviations: AJCC/UI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n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TNM, tumor-node-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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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2018 년 1 월부터 적용될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가 8 판으로 개정되었다.44) Table 2 는 AJCC/UICC 

TNM 병기분류 체계 7 판과 8 판을 비교한 것이다.21, 44) 기존 TNM 병기 분류 체계에 비

해 개정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준 연령의 임계 값이 45 세에서 55 세로 높아진

점과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만 있다면 갑상선에 국한된 경우와 동일하게 T 병기를

적용하고 육안적인 갑상선 외 침윤이 있는 경우만 T3 이상이 된 점이다.21, 44) 또한, 최

종 TNM 병기 분류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았다.21, 

44)

TNM 8 판에의 최종 병기 분류에 국소 림프절 전이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은 점은또 하나의 쟁점이다. 분화갑상선암에서경부 림프절전이는약 80% 의 환자

에서 확인되며 중요한 예후 인자 중 하나이다.36, 45-50) 분화 갑상선암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의 존재여부는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질병 특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13, 36) 또

한, 경부 림프절 전이의 해부학적인 위치 및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도 분화 갑상선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36, 47-49, 51) 몇몇 연구에서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존재가 분화갑상

선암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유의한 연관을 보임이 확인되었다.47-49, 51) 최근 한 연구에

서는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가 생존율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36)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를 N0 (경부 림프절 전이 없음), N1a (중

앙 경부 림프절 전이), 그리고 N1b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고,

TNM 7 판에서는 45 세이상의 분화 갑상선암환자에서 N1a 인 경우 III 기, N1b 인 경우

IVA 기로 분류하였다.21) 하지만 TNM 8 판에서는 N1a 와 N1b 의 구분이최종 병기분류

에 적용되지 않아 상당수의 N1b 환자가 실제 예후에 비해 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

어 재발및 질병 특이 사망의 위험도가증가할가능성이 있다.44)

AJCC/UICC TNM 병기 분류체계 8 판을적용하면전체적으로 I, II 기의 환자가증가

하고 III, IV기가 감소하게 된다. TNM 8 판 병기 분류 체계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의 환자를 대상으로 TNM 8 판을 적용하여 재분

류 하였을 때, 병기에 따른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TNM 7판의 IVA 기 환자가

TNM 8 판의 III 기 환자와 유사하게제시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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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7th and 8th editions of AJCC/UICC TNM staging system for 

DTC

AJCC/UICC 7th edition AJCC/UICC 8th edition

T Category

TX Primary tumor cannot be assessed unchanged from 7th edition 

T0 No evidence of primary tumor unchanged from 7th edition

T1 Tumor size ≤2 cm, limited to the 

thyroid 

unchanged from 7th edition

T2 Tumor size >2 cm and ≤4 cm, limited 

to the thyroid 

unchanged from 7th edition

T3 Tumor size >4 cm, limited to the 

thyroid, or any tumor with minimal 

extrathyroid extension (e.g., extension 

to sternothyroid muscle or perithyroid 

soft tissues)

Tumor size >4 cm, limited to the 

thyroid, or gross extrathyroidal 

extension invading only strap muscles 

(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 or omohyoid muscles)

T4a Tumor extends beyond the thyroid 

capsule and invades subcutaneous soft 

tissues, larynx, trachea, esophagus, or 

recurrent laryngeal nerve

Gross extrathyroidal extension 

invading subcutaneous soft tissues, 

larynx, trachea, esophagus, or recurrent 

laryngeal nerve

T4b Tumor invades prevertebral fascia, 

mediastinal vessels, or encases carotid 

artery

Gross extrathyroidal extension 

invading prevertebral fascia, encasing 

the carotid artery, or mediastinal 

vessels

N Category

NX Regional lymph nodes cannot be 

assessed

unchanged from 7th edition

N0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0a: One or more cytologically or 

histologically confirmed benign lymph 

nodes

N0b: No radiologic or clinical evidence 

of loco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1a Metastasis to level VI (pretracheal, 

paratracheal, and 

prelaryngeal/Delphian lymph nodes)

Metastasis to level VI or VII 

(pretracheal, paratracheal, or 

prelaryngeal/Delphian or upper 

mediastinal) lymph nodes

N1b Metastasis to unilateral, bilateral, or 

contralateral cervical (level I, II, III, IV, 

or V) or retropharyngeal or superior 

mediastinal lymph nodes (level VII)

Metastasis to unilateral, bilateral, or 

contralateral lateral neck lymph nodes 

(level I, II, III, IV, or V) or 

retropharyngeal lymph nodes

M Category

MX Distant metastasis cannot be assessed unchanged from 7th edition

M0 No distant metastasis unchanged from 7th edition

M1 Distant metastasis unchanged from 7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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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group

I Tx Nx M0 <45 yrs Tx Nx M0 <55 yrs

T1 N0 M0 ≥45 yrs T1-2 N0/NX M0 ≥55 yrs

II Tx Nx M1 <45 yrs Tx Nx M1 <55 yrs

T2 N0 M0 ≥45 yrs T1-2 N1 M0 ≥55 yrs

T3a/T3b Nx M0 ≥55 yrs

III T3 N0 M0 ≥45 yrs T4a Nx M0 ≥55 yrs

T1-3 N1a M0 ≥45 yrs

IVA T1-3 N1b M0 ≥45 yrs T4b Nx M0 ≥55 yrs

T4a Nx M0 ≥45 yrs

IVB T4b Nx M0 ≥45 yrs Tx Nx M1 ≥55 yrs

IVC Tx Nx M1 ≥45 yrs

Abbreviations: AJCC/UI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n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TNM, tumor-node-metastasis;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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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의 예측도 비교는 표준화된통계학적 방법이 없기때문에 용이하지 않다.18, 52)

병기 분류 체계에서 생존율의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한 많은 통계학적인 기법

이 소개되었으나,16, 35, 52, 53) 분화 갑상선암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proportion of variation explained (PVE) 및 Harrell’s c-index 가 있다.8, 14, 16, 20, 52, 54, 55) PVE 

는 0% 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제시되며, 그 값이 높을수록 생존율의 예측도가 좋

다.55) Harrell’s c-index 는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민감도

와 특이도가 100%에가까운예측도를 보인다.52)

이러한 TNM 병기 분류 체계의 실제 예후 예측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1996 년부터 2005 년 사이에 분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TNM 7 판의 병기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을 때 병기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 및 그 예측도를 확인해 보고, TNM 7 판에서 기준 연령의 임계 값을

변화시켰을 때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을 비교함으로써 생존율의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기준 연령을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된 TNM 8 판의 병기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을때 각병기에따른생존율예측도를 TNM 7 판과비교하고, 더 나아가 TNM 

8 판에의 I/II 기 환자에서 국소림프절전이의정도(해부학적 위치및 전이 림프절의 개

수)를 고려하였을때의생존율예측도에 대해서도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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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6 년 1 월 1 일부터 2005 년 12 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18 세 이상의 환자 중 분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을 포함하였고, 분화 갑상선암 중 부분적

으로 역형성 변화를 가져온 미분화암은 제외하였다. 해당 기간 중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는 3727 명이었고 이중 갑상선 유두암은 3232명, 여포암은 175 명으로, 분화 갑상

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총 3407 명이었다. 3407 명 중 18 세 이상의 분화 갑상선암

3176 명 (남 402 명, 여 2774 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질병 특이 생존기간

은 갑상선암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분화 갑상선암으로 인해 사망이 확

인된 시점또는마지막으로 추적관찰된시점까지로 정의하였다.

2. 수술및방사성요오드치료

1996 년부터 2005 년까지 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에 대해 동일한 프

로토콜이 적용되었다. 갑상선 전 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또는 근전 절제술(near-

total thyroidectomy)이 표준 치료로 시행되었고, 종양의 특성 및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갑상선 엽절제술(lobectomy)이 시행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예방적 중앙 경부 곽청술이

시행되었고, 측경부 림프절에서 수술 중 육안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거나 수술

전 경부 초음파 및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측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형적 경부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중앙 경부 곽청술은 일반적으로 VI 구역 림프절을

포함하였고, VII 구역 림프절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만 시행하였다. 측경부림프절 곽청술은 II, III, 그리고 IV 구역을 포함하였고, I 과 V 구

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 한하여 시행하였다. 수술

후 원발종양이 단일 결절이면서 크기가 1 cm 미만이고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술 후 3 개월 이내에 방사능 요오드 (131-I) 잔여 갑상선 제거술을 시

행하였다. 방사능 요오드 투여 후 2 일과 7 일에 전신 스캔을 촬영하여 잔존 갑상선의

여부 및원격전이병소여부등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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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적관찰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억제 요법을 시행하였고, 매 6~12 

개월 간격으로 문진과 이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항 갑상

선글로불린 항체, 그리고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방사능 요오드 잔여 갑상선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12~24 개월 이후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를 중단하여 내인성

TSH 가 상승되기를 기다린 뒤에 진단적 전신 방사능 요오드 스캔과 TSH 및 TSH 자극

갑상선글로불린과 항 갑상선글로불린 항체를 측정하였다. 항 갑상선글로불린 항체가

음성인 환자에서 TSH 자극 갑상선글로불린이 2 μg/liter 이상인 경우와 항 갑상선글로

불린 항체가 양성인 경우, 그리고 임상적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등의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 앞선검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험적으로 고용량의 방사능 요오드를 투여하고 치료 후 전신 스

캔을 촬영하였다.

4. 연령의임계값을변형시킨 TNM 모델의정의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 7 판에서 진단 연령의 임계 값을 달리하여 이에 따

른 병기별 질병 특이 생존율을확인하고, 질병 특이생존율의 예측 정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모든 환자들이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되었고 이때의 기준 연

령이 45 세이므로 이를 TNM45로 정의하였다. 이후 기준 연령의 임계 값을 50 세 에서

65 세까지 5 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대상 환자들은 재분류 하였고 각각의 분류 체

계를 TNM50, TNM55, TNM60, 그리고 TNM65 로정의하였다.

5. TNM 병기 분류체계 8 판의적용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은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 8 판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었고 (TNM-8), 이에 따른 병기별 질병 특이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TNM 7 판

(TNM-7)에 의한 각 병기별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정도와 TNM-8 에 의한 질병특이 생

존율 예측정도를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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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소림프절전이에따른분류 및국소림프절전이를고려한병기분류의 제안

TNM-8 의 병기 분류에서 I, II 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 및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TNM-8 의 국소 림프절(N) 분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N0 (국소림프절

전이 없음), N1a (level VI 또는 VII 림프절의 전이), 그리고 N1b (level I, II, III, IV, V 또

는 후 인두 림프절의 전이).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N1 환자들은 전이된 림프절의 개

수에 따라 2 그룹으로분류하였는데, small-volume (전이 림프절 5 개이하) 림프절 전이

와 large-volume (전이 림프절 6 개 이상) 림프절전이로 정의하였다.

추가로, TNM-8 을 적용하였을 때 II 기로 분류된 5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 림프절

전이에 따라 병기를 세분화 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안하였고 (modified-TNM), I, II

기 환자를 대상으로 modified-TNM 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을 구하고 TNM-8 과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를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 Definition of the modified-TNM staging system 

TNM-8 Modified-TNM

The definitions of T, N, and M Categories are identical 

Stage group

I Tx Nx M0 <55 yrs I Tx Nx M0 <55 yrs

T1-2 N0/NX M0 ≥55 yrs T1-2 N0/NX M0 ≥55 yrs

II Tx Nx M1 <55 yrs IIA Tx Nx M1 <55 yrs

T1-2 N1 M0 ≥55 yrs T1-2 N1a M0 ≥55 yrs

T3a/T3b Nx M0 ≥55 yrs T3a/T3b N0-1a M0 ≥55 yrs

IIB T1-2 N1b M0 ≥55 yrs

T3a/T3b N1b M0 ≥55 yrs

III T4a Nx M0 ≥55 yrs III T4a Nx M0 ≥55 yrs

IVA T4b Nx M0 ≥55 yrs IVA T4b Nx M0 ≥55 yrs

IVB Tx Nx M1 ≥55 yrs IVB Tx Nx M1 ≥55 yrs

Abbreviations: TNM, tumor-node-metastasis



12

7. 통계적분석

통계적 분석은 R version 3.10 과 R library survival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빈, 오스트리아; http://www.R-project.org)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

(continuous variables)는 중앙값 (사분위수) 또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범주

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는 숫자와 퍼센트로 표현하였다. 환자들의 임상 병리학적

특징에 대한 비교는 Student’s t-test 와 Chi-squared test 를 사용하였다. Kaplan-Meier 방

법을 이용하여 각 인자 및 병기에 따른 생존곡선을 그렸다. 질병 특이 생존율에 대한

분석에는 Cox-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이용하였고, 생존위험도는 위험비(Hazard 

ratio, H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s, 95% CI)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으로 표현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준 연령 임계 값을 변화시킨 TNM 모델(TNM50, TNM55, TNM60, TNM65)과

TNM45 의 비교, TNM-7 과 TNM-8 의 비교, 그리고 TNM-8 과 modified-TNM 의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도를 비교하기 위해 Cox-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PVE 를

구하였다.8) PVE(%)는 생존율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0%에서 100%

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높을수록 예측 변수 (예후 인자)들과 종속 변수 (질병 특이 생

존율)의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높은 PVE 값을 가진 병기 분류 모델이 분화 갑

상선암의 질병 특이 생존율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 PVE 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

용하여 구하였다: PVE = 1 – exp (-G2/n). 여기서 ‘G2’ 은 모든 예후 예측 인자의 계수

(coefficient)가 0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Chi-squared test 에 의해 결정된 maximum 

likelihood ratio 이고, ‘n’ 은 총연구대상자를 의미한다.55)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다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Harrell’s c-

index 를 이용하였는데,52) 예측도가 완벽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 모델의 경우

Harrell’s c-index 값이 1 로 표현된다. 따라서 Harrell’s c-index 값이 1 에 가까운 모델일

수록 질병특이생존율에대해더정확한예측능을가짐을 의미한다.

추가로 TNM-7 에서 질병 특이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 연령 임계 값을

확인하기 위해 Youden’s index 를 이용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분

석을 이용하였다.56) ROC curve 의 모든 지점에서 Youden’s index 를 구하였고,  그 값이

가장 높은지점이최적의임계값으로정의되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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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대상분화갑상선암환자의기저임상 병리학적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3176 명 (남 402 명, 여 2774 명)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중앙 추

적관찰 기간은 10.0 (사분위수, 9.1-11.9)년 이었다.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6.0 ±11.9 세였고, 1479 명(47%), 949 명(30%), 그리고 748 명(23%)의 환자가 각각 45

세 미만, 45-55 세, 55 세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환자(96.5%)가 변이형 갑상선 유두암을

포함한 유두암, 116 명(3.5%)의 환자가 여포암이었다. 원발 종양의 크기는 평균 1.7 ± 

1.3 cm 이었다. 590 명(19%)에서 수술 중 육안적으로 갑상선 외 침윤이 확인되었

고, 1048 명(33%)에서 수술 시 육안적으로는 갑상선 외 침윤이 확인되지 않았으

나 병리 검사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윤이 확인되었다. 경부 림프절 전이는

1580 명(56%)에서 확인되었고 VI, VII 구역 및 측경부 림프절은 각각 1261 명(40%), 

6 명(<1%), 그리고 313 명(10%)에서 확인되었다. 57 명(2%)의 환자에서 수술 당시

원격전이가 동반되어 있었다. 674 명(21%)의 환자가 갑상선 엽 절제술을, 2502

명(79%)의 환자가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436 명(77%)의 환자가 수술

후 방사능 요오드를 이용한 잔여 갑상선 제거술을 받았다.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기저임상병리학적특성은 Table 4 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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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3176 patients with DTC

Mean ± SD or Number (%) 

Age (years) 46.0 ± 11.9

  <45 1479 (47)

  45-55 949 (30)

  ≥55 748 (23)

Sex (female) 2774 (87)

Pathology

PTC, classic 2882 (91)

FV-PTC 162 (5)

    PTC, other variant 16 (0.5)

FTC 116 (3.5)

Tumor size (cm) 1.7 ± 1.3

Microscopic extrathyroidal extension 1048 (33)

Gross extrathyroidal extension 590 (19)

Cervical LN metastasis 1580 (56%)

Level VI 1261 (40)

Level VII 6 ( <1)

Level I, II, III, IV or V 313 (10)

Distant metastasis 57 (2)

Initial surgical extent 

Lobectomy 674 (21)

Total thyroidectomy 2502 (79)

RAI remnant ablation 2436 (77)

Date presented as n (%) unless indicated otherwise

Abbreviations: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PTC, papillary thyroid cancer; FV-PTC,

follicular variant PTC; FTC, follicular thyroid cancer; RAI, radioactive iodin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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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임계값을변화시킨 TNM 병기에서질병특이생존율비교

2-1) 연령 임계 값을 변화시킨 TNM 병기 적용시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분포와

각병기에따른 질병특이생존율변화

TNM45 를 적용하였을 때, 1871 명(59%), 82 명(3%), 983 명(31%), 그리고 240 명(7%)

의 환자가 각각 I, II, III, IV 기로 분류되었다 (Table 5). 이때 I, II, III, IV 기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8%, 98.6%, 98.8%, 85.4% 였다 (Table 5, Figure 1A). 기준 연

령의 임계 값을 45 세에서 50 세로 변경하였을 때 (TNM50), I, II, III, IV 기 분화 갑상선

암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9%, 98.5%, 98.2%, 81.7% 였다 (Table 5, 

Figure 1B).

TNM55 를 적용하였을 때, 690 명(22%)의 환자가 TNM45 에 비해 병기가 낮아졌다.

TNM55 를 적용하면, 2549 명(80%), 63 명(2%), 434명(14%), 그리고 130 명(4%)의 환자

가 각각 I, II, III, IV 기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병기에 해당하는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

은 99.8%, 94.8%, 97.5%, 75.9% 였다 (Table 5, Figure 1C).

TNM60 을 적용하였을 때, I, II, III, IV 병기에 해당되는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

각 99.6%, 85.4%, 96.2%, 73.8% 였다 (Table 5, Figure 1D). 대상 환자들을 TNM65 에 따

라 재분류 하였을 때, TNM45 에 비해 1133 명(36%)의 병기가 낮아졌다. TNM65 에서

2977 명(94%), 55 명(2%), 100 명(3%), 44 명(1%)의 환자가 각각 I, II, III, IV 기로 분류되

었고, 각각에 해당하는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9.6%, 80.7%, 91.0%, 59.8% 였다

(Table 5, Figure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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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적의질병특이생존율예측을위한 기준연령임계 값

연령 임계 값을 다르게 적용시킨 변형된 TNM 모델에서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의 정

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PVE, Harrell’s c-index 및 ROC curve 분석을 시행하였다.

TNM45, TNM50, TNM55, TNM60, 그리고 TNM65 모델에서 각각의 PVE 값은 4.4%, 

5.1%, 5.6%, 5.2%, 그리고 5.2% 였다 (Table 5). TNM55 를 적용하였을 때 PVE 값은 5.6%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Harrell’s c-index 또한 TNM55 에서 0.807 로 다른 기준 연령

을 적용한모델들에비해높은값을가졌다.

ROC curve 분석에서는 55.9 세가 민감도 80.8%, 특이도 79.5% 로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의 가장적절한연령임계값으로확인되었다 (AUC=0.848, p<0.00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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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and 10-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of patients according to modified TNM staging using different age cut-off values 

TNM45* TNM50* TNM55* TNM60* TNM65*

Staging (N, %)

I 1871 (59) 2249 (71) 2549 (80) 2818 (89) 2977 (94)

II 82 (3) 72 (2) 63 (2) 59 (2) 55 (2)

III 983 (31) 667 (21) 434 (14) 220 (7) 100 (3)

IV 240 (7) 188 (6) 130 (4) 79 (2) 44 (1)

10-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

I 99.8 99.9 99.8 99.6 99.6

II 98.6 98.5 94.8 85.4 80.7

III 98.8 98.2 97.5 96.2 91.0

IV 85.4 81.7 75.9 73.8 59.8

Down staging (N)

Total (N, %) Ref. 385 (12) 690 (22) 966 (30) 1133 (36)

II → I Ref. 17 31 42 54

III → I Ref. 316 549 763 883

IV → I Ref. 45 98 142 169

IV → II Ref. 7 12 19 27

PVE (%) 4.4 5.1 5.6 5.2 5.2

Harrell’s c-index (coefficient) 0.776 0.786 0.807 0.759 0.746

The percentages of subject number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Abbreviations: PVE, proportion of variation in survival time explained

*Patients were re-staged using modified TNM models with different age cut-offs between the age of 45 and 65 years, at 5-year intervals: TNM45, 

TNM50, TNM55, TNM60, and TN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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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SS of patients with DTC using the modified TNM staging models with 

different age cut-off values: (A) age 45, (B) age 50, (C) age 55, (D) age 60, and (E) age 

65 years.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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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OC curve analysis to evaluate optimal age cut-off value. ROC curve analysis 

to determine the optimal age cut-off for predicting DSS. The optimal age cut-off point for 

predicting DSS was 55.9 years which was associated with a maximal value of Youden’s 

index on ROC curve analysis (AUC=0.848, p<0.001).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AUC,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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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NM55 를 적용하였을 때 TNM45 에 비해 낮은 병기로 재분류된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분포와질병특이 생존율

TNM45 대신 TNM55 를 적용하였을 때, 678 명(21%)의 환자가 I 기로 재분류 되고 (II

기에서 31 명, III 기에서 549 명, 그리고 IV기에서 98 명), 12 명(<1%)의 환자가 IV 기에

서 II 기로 병기가 낮아졌다 (Table 5). TNM55 를 적용하였을 때 TNM45 에 비해 병기가

낮아진 환자들에 대한 질병 특이 생존율에 관한 곡선은 Figure 3 에 나타내었는데,

TNM55 에서 I 기로 재분류 된 678 명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9.7% 로 매우

높았다. TNM45 에서 II, III, IV 기였던 환자 중 TNM55 의 I 기로 재분류된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생존율은각각 100.0%, 99.8%, 98.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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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SS of the patients who were down-staged after changing the cut-off age from 

45 to 55 years in TNM staging system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TNM, tumor-node-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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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NM-7 및 TNM-8 적용 시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분포 변화 및 질병 특이 생존율

분석

3-1) TNM-7 과 TNM-8 의 원발종양(T), 국소림프절(N) 분류에서의분포변화

TNM-7 을 적용하였을 때 T1, T2, T3, 그리고 T4 에 해당되는 환자는 각각 1170 명

(37%), 302 명(10%), 1528 명(48%), 그리고 176 명(5%) 이었다 (Table 6). 대상 분화갑상

선암 환자들을 TNM-8 에 따라 재분류 하였을 때, T1 및 T2 에 해당되는 환자는 각각

1995 명(63%)과 496 명(16%)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TNM-7 에서 T3 에 속했던

환자 1528 명중 1019 명(67%)이 T1(n=825)과 T2(n=194)로 재분류됨에기인한다.

국소 림프절(N) 분류에서는 TNM-8 을 적용하였을 때, TNM-7 에서 VII 구역 림프절

의 전이로인해 N1b 로분류되었던환자 6 명이 N1a 로 병기가 낮아졌다.

3-2) TNM-7 과 TNM-8 에따른각 병기의환자분포비교

TNM-7 에서 I, II, III, 그리고 IV 기에 포함된 환자는 각각 1871 명(59%), 82 명(2.5%), 

983 명(31%), 그리고 240 명(7.5%) 이었다 (Table 7).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을

TNM-8 을 적용하여 재분류 하였을 때, TNM-7 의 II, III, IV 기의 환자 중 각각 59 명,

684 명, 98 명이 TNM-8 에서 I 기로 재분류 되어, I 기의 환자수가 2712 명(95%)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II 기의 환자는 TNM-7 의 82명에서 TNM-8 의 382 명(12%)으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TNM-7 의 III 기 환자 299 명과 IV기 환자 60 명이 TNM-8 의 II 기로 병기

가 낮아짐에 기인한다. 반면 TNM-8 의 III, IV 기의 환자는 각각 60 명(2%), 22 명(1%)

으로 TNM-7 에 비해 그수가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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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number of patients in 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NM-7 and TNM-8. 

TNM-8
T1 (n=1995) T2 (n=496) T3 (n=509) T4 (n=176)

TNM-7

T1 (n=1170) 1170 - - -
T2 (n=302) - 302 - -
T3 (n=1528) 825 194 509 -
T4 (n=176) - - - 176

Abbreviations: TNM-7, 7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TNM-8, 8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Table 7. The number of patients in TNM staging according to TNM-7 and TNM-8. 

TNM-8
I (n=2712) II (n=382) III (n=60) IV (n=22)

TNM-7

I (n=1871) 1871 - - -
II (n=82) 59 23 - -
III (n=983) 684 299 - -
IV (n=240) 98 60 60 22

Abbreviations: TNM, tumor-node-metastasis; TNM-7, 7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TNM-8, 8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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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NM-7 과 TNM-8 분류에따른분화갑상선암환자의질병특이생존율 비교

TNM-7 과 TNM-8 의 원발종양(T) 분류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을 먼저 비교해 보았

다. TNM7 을 적용하였을 때, T1, T2, T3, T4 군의 10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6%, 

99.6%, 98.4%, 88.4% 였다 (Table 8, Figure 4A). TNM-7 에서 T3 와 T4 에 해당하는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은 T1 환자들에 비해 질병 특이 생존율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R=4.1, 95% CI 1.6-10.6, p=0.004, and HR=28.7, 95% CI 10.7-77.0, 

p<0.001). T1 과 T2 환자군 사이의 질병 특이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p=0.658). TNM-8 에 따라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을 재분류하면, T1, T2, T3, T4

환자군의 10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3%, 99.1%, 97.6%, 88.4% 였다 (Table 8, 

Figure 4B). TNM-8 에서도 T1과 T2 군의 질병 특이 생존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332), T3 과 T4 군은 T1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

였다 (HR=3.6, 95% CI 1.7-7.7, p<0.001, and HR=17.2, 95% CI 8.6-34.4, p<0.001). 

국소 림프절(N) 분류에서 TNM-7 을 적용하였을 때, N0, N1a, N1b 군의 10 년 질병 특

이 생존율은 각각 98.9%, 98.7%, 95.5% 였고, TNM-8 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각 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이 각각 98.9%, 98.7%, 95.4% 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8).

TNM-7 과 TNM-8 모두 N1b 군이 N0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

였다 (HR=4.6, 95% CI 2.4-9.0, p<0.001 and HR=4.8, 95% CI 2.5-9.2, p<0.001). 

TNM-7 과 TNM-8 에 따라 병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Figure 4C 와 4D 에서와 같이 각

병기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and   

p<0.001). TNM-7 에서 I, II, III, IV 기 환자군의 10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8%, 

98.6%, 98.8%, 85.4% 였고, II, III, IV 기 환자군은 I기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질

병 특이 생존율을보였다 (Table 8). 하지만, I 기환자군에 대한 II 기 환자군의 위험비는

16.0 (95% CI 3.2-79.7, p<0.001)으로, I 기 환자군에 대한 III 기 환자군의 위험비가 7.5 

(95% CI 2.1-26.8, p=0.002)인 것에 비해 높았다. 대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에 대해

TNM-8 을 적용하였을 때, I, II, III, IV 기 환자군 각각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9.8%, 95.4%, 79.6%, 41.8% 였다 (Table 8). TNM-8 에서 II, III, IV 기 환자군은 I 기 환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고, I 기 환자군에 대한 II, III, IV기

환자군의 위험비는 각각 21.1 (95% CI 8.9-50.0, p<0.001), 108.2 (95% CI 41.7-280.7, 

p<0.001), 339.1 (95% CI 136.3-843.4, p<0.00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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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NM-8 적용시 재분류된분화갑상선암환자들의질병 특이생존율

TNM-8 적용시재분류된 환자들의 질병 특이 생존율은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TNM-

7 II, III, IV 기에서 TNM-8 I 기로 재분류된 59, 684, 98 명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100.0%, 99.7%, 그리고 98.7% 였다. 이는 기존에 속한 TNM-7 II, III, IV 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인 98.6%, 98.8%, 85.4% 에 비해 높았다. TNM-7 의 III, IV 기 에서

TNM-8 의 II 기로 재분류된 299, 60 명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6.6% 와

89.6% 였다. 이 값들은 기존 TNM-7 에서 속했던 III, IV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인

98.8% 와 95.4% 에 비해 낮았으나 TNM-8 III 기 환자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인

79.6% 에 비해 높았다. TNM-7 IV기에서 TNM-8 III 기로 재분류된 60 명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79.6%로, 이 값 또한 TNM-7 IV 10년 질병 특이 생존율 85.4% 에 비해

낮으나 TNM-8 의 IV기 환자의 10 년질병 특이 생존율 41.8% 에비해높았다.

3-5) TNM-7 과 TNM-8 의질병특이 생존율예측도비교

TNM-7 과 TNM-8 에 따른 병기의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를 비교하기 위해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을 구하였다. PVE 는 TNM-7 에서 4.4%, TNM-8 에서 5.9% 의 값

을 가졌다 (Table 8). Harrell’s c-index 또한 TNM-7 보다 TNM-8 에서 높은 값을 보였는

데, 각각의 Harrell’s c-index 값은 0.78 과 0.8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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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ve risk of DSS in patients with DTC according to TNM-7 and TNM-8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values between the two staging systems.

10-year 
DSS rates (%)

HR 95% CI P-value
PVE 
(%)

Harrell’s 
c-index

TNM-7 

T classification 1.9 0.65

T1 99.6 1.0 Ref.

T2 99.6 1.4 0.3-7.5 0.66

T3 98.4 4.1 1.6-10.6 0.004
T4 88.4 28.7 10.7-77.0 <0.001

N classification 0.7 0.58

N0 98.9 1.0 Ref.

N1a 98.7 1.1 0.6-2.2 0.78

N1b 95.5 4.6 2.4-9.0 <0.001

TNM staging 4.4 0.78

I 99.8 1.0 Ref.

II 98.6 16.0 3.2-79.7 <0.001

III 98.8 7.5 2.1-26.8 0.002

IV 85.4 104.8 32.2-341.2 <0.001

TNM-8
T classification 1.9 0.69

T1 99.3 1.0 Ref.

T2 99.1 1.6 0.6-4.2 0.33

T3 97.6 3.6 1.7-7.7 <0.001
T4 88.4 17.2 8.6-34.4 <0.001

N classification 0.7 0.58
N0 98.9 1.0 Ref.

N1a 98.7 1.1 0.6-2.1 0.80

N1b 95.4 4.8 2.5-9.2 <0.001
TNM staging 5.9 0.87

I 99.8 1.0 Ref.

II 95.4 21.1 8.9-50.0 <0.001

III 79.6 108.2 41.7-280.7 <0.001

IV 41.8 339.1 136.3-843.4 <0.001

Abbreviations: T, tumor; N, node; TNM, tumor-node-metastasis; TNM-7, 7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TNM-8, 8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E, 

proportion of variation in survival time expl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re shown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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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DSS curves of patients with DTC according to the T classification and 

TNM staging. DSS curves according to the T classification in TNM-7 (A) and TNM-8 

(B). DSS curves according to TNM-7 (C) and TNM-8 staging system (D).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NM, tumor-node-

metastasis; TNM-7, 7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TNM-8, 8th edition of TNM st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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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SS of the patients who were down-staged after changing TNM staging 

system from TNM-7 to TNM-8.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TNM, tumor-node-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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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NM-8 병기 분류 체계에서 I, II 기 환자들의 국소 림프절 전이에 따른 질병 특이 생

존율분석

4-1) TNM-8 적용시 I, II 기 분화갑상선암환자들의기저 임상병리학적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3176 명의 분화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TNM-8 을 적용하면

I, II 기의 환자는 총 3094 명 (남 381 명, 여 2713 명) 이었고, 이들의 중앙 추적

관찰 기간은 10.0 (사분위수, 8.2-12.0)년 이었다 (Table 9).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5.6 ± 11.6 세였고, 666 명(22%)의 환자가 수술 당시 55 세 이상의

연령이었다. 2982 명(96%)의 환자가 수술 후 갑상선 유두암을, 112 명(4%)은 여포

암을 진단받았다. 원발종양의 크기는 평균 1.7 ± 1.3 cm 이었다. 수술시 육안적으

로는 갑상선 외 침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리 검사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윤이 확인된 환자는 1043 명(34%) 이었고, 수술시 육안적으로 갑상선 외 침윤

이 확인된 환자는 519 명(17%) 이었다. 경부 림프절 전이는 1528 명(49%)의 환자

에서 확인되었는데, N 병기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N0, N1a, N1b 에 각각 1566 명

(51%), 1241 명(40%), 287 명(9%)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N1 환자를 전이된 림프절

수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1058 명(34%)의 환자가 small-volume 림프절 전이군에,

470 명(15%)의 환자가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에 포함되었다. 분화 갑상선암

초기 수술시 35 명(1%)의 환자에서 원격전이가 확인되었고, 2421 명(78%)의 환자

가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방사능 요오드를 이용한 잔여 갑상

선 제거술은 2357 명(76%)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TNM-8 에서 각 병기에 포함된

환자수는 I 기 2712 명(88%), II 기 382 명(1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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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Baseline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tage I/II 

DTC (n=3094)

Mean ± SD or Number (%) 

Age (years) 45.6 ± 11.6

  < 45 1479 (48)

  45-55 949 (31)

  ≥ 55 666 (22)

Sex (female) 2713 (88)

Pathology

PTC 2982 (96)

FTC 112 (4)

Tumor size (cm) 1.7 ± 1.3

Microscopic extrathyroidal extension 1043 (34)

Gross extrathyroidal extension 519 (17)

Cervical LNM 1528 (49)

Stratified by N classification* 

N0 1566 (51)

N1a 1241 (40)

N1b 287 (9)

Stratified by No. of metastatic LNs

N0 1566 (51)

Small-volume LNM (≤5) 1058 (34)

  Large-volume LNM (>5) 470 (15)

Distant metastasis 35 (1)

Initial surgical extent 

Lobectomy 673 (20)

Total thyroidectomy 2421 (78)

RAI remnant ablation 2357 (76)

AJCC TNM staging (8th ed.)

  Stage I 2712 (88)

  Stage II 382 (12)

Date presented as n (%) unless indicated otherwise.

*Nodal stag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8th edition of the AJCC/UICC TNM staging 

system. Small-volume and large-volume LNM is divided by number of metastatic LNs of 5.

Abbreviations: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PTC, papillary thyroid cancer; FTC, 

follicular thyroid cancer; LN, lymph node; LNM, lymph node metastasis; RAI, radioactive 

iodin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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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NM-8 의 I, II 기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국소 림프절 분류에 따른 질병 특이 생

존율

I, II 기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N 병기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을 55 세 기준으로 나

누어서 분석하였다. 55 세 미만의 환자에서 N0, N1a, N1b 에 포함되는 환자수는 각각

1187 명 (49%), 1002 명(41%), 239 명(10%) 이었다 (Table 10). N0, N1a, N1b 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99.6%, 99.8%, 99.1% 였다. 55 세 미만의 환자에서 N 병기에

따라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을 그렸을 때 N 군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고 (p=0.013, 

Figure 6A), N1b 환자군이 N0 환자군에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낮은 질병 특이생존

율을 보였다 (HR=4.1, 95% CI 1.0-16.8, p=0.048). 5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379 명(57%), 

239 명(36%), 48 명(7%)의 환자가 N0, N1a, N1b 군에 속하였고, 각각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8.7%, 97.4%, 91.4% 였다. N0, N1a, N1b 그룹간의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Figure 6B). 55 세 이상의 환자에서 N1b 환자

군이 N0 (HR=8.7, 95% CI 2.6-28.6, p<0.001) 및 N1a 환자군 (HR=4.2, 95% CI 1.3-13.1, 

p=0.014)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 낮은질병특이 생존율을보였다.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는 앞서 정의한 바와같이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에 따

라 small-volume 림프절 전이군 (전이 림프절 5 개 이하)과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

(전이 림프절 6 개 이상)으로 분류하여이에따른 질병 특이생존율을추가분석하였다.

55 세 미만의 환자에서 N0, small-volume 림프절 전이,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에 속

한 환자는 1187 명(49%), 831 명(34%), 410명(17%) 였고 각각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

은 99.6%, 99.7%, 99.4% 였다 (Table 10). 55 세 미만에서 전이된 림프절 개수에 따른 분

류시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259, Figure 7A). 또한, small-

volume 과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은 N0 과 비교하여 질병 특이 생존율이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640 and p=0.239). 55세 이상의 환자에서 전이된 림프절

개수에 따라재분류하였을 때, 379명(57%), 227 명(34%), 60 명(9%)의 환자가각각 N0, 

small-volume 림프절 전이,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에 포함되었고, 각 군에 대한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8.7%, 97.5%, 92.3% 였다. 55 세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수에 따

른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1, Figure 7B), large-

volume 림프절 전이군이 N0 (HR=10.1, 95% CI 2.5-26.6, p<0.001) 및 small-volume 림프

절 전이군 (HR=3.8, 95% CI 1.2-11.9, p=0.02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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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ative risk of DSS in patients with DTC according to N classification and 

number of LN metastasis

No. 10-yr DSS rates (%) HR 95% CI P-value

N classification

Age <55 years

  N0 1187 99.6 1.0 Ref.

N1a 1002 99.8 0.5 0.1-2.9 0.469

    N1b 239 99.1 4.1 1.0-16.8 0.048

Age ≥55 years

    N0 379 98.7 1.0 Ref.

N1a 239 97.4 2.1 0.6-6.8 0.230

    N1b 48 91.4 8.7 2.6-28.6 <0.001

No. of LN metastasis

Age <55 years

N0 1187 99.6 1.0 Ref.

    Small-volume LNM 831 99.7 0.7 0.1-3.6 0.640

Large-volume LNM  410 99.4 2.3 0.6-9.5 0.239

Age ≥55 years

N0 379 98.7 1.0 Ref.

    Small-volume LNM 227 97.5 2.1 0.6-6.9 0.220

    Large-volume LNM  60 92.3 10.1 2.5-26.6 <0.001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N classification of the 8th edition of 

the AJCC TNM staging system: N0 (no LNM), N1a (metastasis to level VI or VII LNs), and 

N1b (metastasis to level I, II, III, IV, V or retropharyngeal LNs). We also divided the patie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tastatic LNs: N0 (no LNM), small-volume 

LNM (≤5 metastatic LNs), and large-volume LNM (>5 metastatic LNs). 

Abbreviations: N, node; LN, lymph node; LNM, lymph node metastasis;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re shown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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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SS of patients with stage I/II DTC according to the N classification of the 

TNM staging system in (A) younger patients (<55 years) and (B) older patients (≥55 

years).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NM, tumor-node-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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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SS of patients with stage I/II DTC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tastatic 

LNs in (A) younger patients (<55 years) and (B) older patients (≥55 years).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LN, lymph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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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NM-8 의 I, II 기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 정도를 고려한 새로

운 TNM 분류체계의제안및 질병특이생존율분석

앞선 분석에서 특히 55 세 이상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N1b 와 large-volume 림프

절 전이는 N0 및 N1a 또는 small-volume 림프절 전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따라서, TNM-8 에서 55 세 이상의 N1b 환자를 IIB 기로

세분화하여 II 기를 IIA와 IIB 로 나누어보았다 (modified-TNM).

TNM-8 을 적용하였을 때, 2712 명(88%)와 382 명(12%)의 환자가 각각 I 기와 II 기에

포함되었고 각각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9.8% 와 95.4% 였다 (Table 11). TNM-8

에서 I 기와 II 기에 따른 질병 특이 생존 곡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1, Figure 

8A), II 기 환자군은 I 기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HR=21.4, 95% CI 9.0-50.7, p<0.001). 

Modified-TNM 을 적용하였을 때, I, IIA, IIB 기에 포함된 환자수는 각각 2712 명

(88%), 334 명(10%), 48 명(2%) 이었다 (Table 11). I, IIA, 그리고 IIB 기 각각에 대한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9.8%, 96.0%, 그리고 91.4% 였고, 세 군의 질병 특이 생존 곡선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Figure 8B). IIA 기 환자군 및 IIB 기 환

자군은 I 기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는데, I

기 환자군에 비해 IIA 기 환자군의 위험비는 17.4 (95% CI 7.0-43.2, p<0.001), IIB 기 환

자군의 위험비는 46.4 (95% CI 15.5-138.6, p<0.001)로 IIB 군의 위험비가 IIA 기보다 높

았다. 또한, IIA와 IIB 기의 질병 특이 생존율을 따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IIB기 환

자군이 IIA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HR=2.6, 

95% CI 1.1-6.8, p=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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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SS of patients with stage I/II according to the TNM-8 and modified-TNM 

staging system

No. 10-yr DSS rates (%) HR 95% CI P-value

TNM-8

Stage I 2712 99.8 1.0 Ref.

Stage II 382 95.4 21.4 9.0-50.7 <0.001

Modified-TNM staging

Stage I 2712 99.8 1.0 Ref.

Stage IIA 334 96.0 17.4 7.0-43.2 <0.001

Stage IIB 48 91.4 46.4 15.5-138.6 <0.001

TNM staging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8th edition of AJCC TNM staging system. 

Modified-TNM staging additionally stratified stage II patients into IIA and IIB. Only N1b 

patients aged 55 years or older were re-staged as stage IIB, while the remaining patients 

were stage IIA. 

Abbreviations: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NM, 

tumor-node-metastasis;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re shown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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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SS of patients with stage I/II according to the (A) TNM-8 and (B) modified-

TNM staging system. We divided patients with stage II into stage IIA and IIB in the 

modified-TNM staging system. N1b patients aged 55 years or older were re-staged as stage 

IIB, while the remaining patients were stage IIA. 

DSS, disease-specific survival;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NM, tumor-node-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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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기존의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기준연령의 임계 값을 변화시켜 적용

해본 결과 분화 갑상선암의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을 위한 최적의 연령 임계 값은 55

세였다. 55 세의 연령 임계 값을 적용하였을 때(TNM55), PVE 와 Harrell’s c-index 는 다

른 연령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ROC curve를 이용한 분석

또한 55 세를 뒷받침 하였다.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기준 연령을 45 세에서 55 세로

변경하는 것은 약 22%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병기를 낮추어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

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 연령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 TNM 8 판의 적용은

TNM 7판에 비해 약 40%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병기를 낮추었다. 10 년 질병 특이 생

존율은 TNM 7 판의 경우 IV 기에서 85.4% 였던 것에 비해 TNM 8 판에서는 III 기

79.6%, IV기 41.8% 로 각 병기 간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은 TNM 8 판에서 7 판에비해높아 TNM 8 판이질병 특이 생존율

을 더 잘 예측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의 III, IV 기에 속했던 환자에서 다수의 병기

를 낮춤으로써 치료의 강도를 보다 더 개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TNM 8판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5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측경부 림프절전이또는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질병특이 생

존율이 낮음을확인하였다. TNM 8 판에서 55세 이상의 II 기 환자중 측경부림프절전

이가 있는 환자를 IIB기로 따로 분류(modified-TNM)하였을 때 IIA에 비해 IIB 환자군

이 유의하게낮은질병특이생존율을보였다.

분화 갑상선암 병기 분류 체계의 대부분은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사망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질병 특이 생존율을 통해 TNM 병기 분류 체계의

예후 예측도를 비교하였다.44) 하지만 분화 갑상선암의 경우 질병의 경과가 매우 느리

기 때문에 재발한 경우에도 수술 및 방사성 요오드치료 등을 통하여 완치의 가능성이

있고, 완치되지 않더라도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매우 길

다.57) 따라서 분화 갑상선암에서 무병 생존 기간을고려하지 않고 질병에 따른 생존 여

부만으로 예후를 판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clinical class, AMES, OSU 와 같은

일부 병기 분류 체계는 재발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나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복잡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10, 23, 25) AJCC/UICC TNM 병기 분류 체계는 재발률에

비해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유용하지만, 젊은 저위험군에서의 재발률 차이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44)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는 재발의 위험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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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중간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층화하여 TNM 병기 분류 체계에 보완함으로 개인

의 예후를 평가하고 수술 후 보조치료법에 관한 결정 및 추적관찰의 빈도와 강도를 결

정하기를 권고하고있다.14)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진단 당시의 연령이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다.9-13)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는 45 세를 기준으로 병기를 구

분하고 있으며, 분화 갑상선암의 대부분의 병기 분류 체계에서 40 세에서 50 세 사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고 있다.9, 10, 12, 16, 21-25) EORTC 점수에서는 연령을 직

접 점수에 포함하여 환자의 연령에 높은 비중을 두었고, AMES 에서는 남성 41 세, 여

성 51 세미만을저위험군으로분류하였다.9, 10) AGES 와 MACIS 점수에서는 40 세를기

준으로 점수를 달리 하였고, NTCTCS 병기에서는 45 세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도를 분

류하였다.11, 12) 여러 연구들에서 35 세 이후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점차 높아짐이 확인되었다.1, 18, 31, 37, 58-61) 하지만, 현재까지 분화 갑상선

암 환자의 예후를개별적으로구분 할수 있는 단일화된 연령의 임계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24, 31, 34, 37, 60, 62) 몇몇의 연구에서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인한 질병 특이 생존율을예

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 진단시 연령을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거나 연령을 여

러 범주로 나누어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24, 31, 34, 62) TNM 7 판의 45 세 기준은 과거 분화 갑상선암 코호트의 중앙값을 바탕

으로 정한 것으로,14, 31-33) TNM 병기분류 체계에서 45 세의 기준이 분화 갑상선암 환자

의 질병 특이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 값은 아니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었

다. 31, 34-37) 최근 한 다기관 연구에서 TNM 병기분류 체계에서 45 세 대신 55 세를 적용

하였을 때 저위험 환자들의 병기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막고 고위험 환자들의 예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 개정된 TNM 8

판에서는 기준 연령이 45세에서 55 세로 변경되었다.35, 4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연령 기준을 45세부터 65 세까지 5 년 단위로 변화시켜 적용하였

고, 55 세를 적용하였을 때 질병 특이 생존율을 가장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기준 연

령을 증가시킴에 따라 IV기 환자군에서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낮아졌는데, I 기

에서 IV기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의 범위가 45 세에서 85.4% 와 99.8% 사이인 것에

비해 55 세를 적용하였을때에는 75.9%에서 99.8% 사이로 넓어졌다. 기준 연령 55 세를

적용하였을 때 PVE, Harrell’s c-index 값이 가장 높았던 점은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55 세를 기준으로 적용 할 때, 예후가 좋은 약 22%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병기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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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고 IV기 환자들의 예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기

의 변화는 약 22%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더 낮은 병기로 분류되어 불필요하게 추가

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TNM 병기분류 체계에서 55 세

를 적용하였을때 45 세에비해 병기가 낮아진환자의 비율은 이전 연구의약 12%에비

해 상대적으로 높았다.32, 35)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다른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 포함된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T3 또는 N1 에 속한 환자의 비율이 각각 48% 와 56% 로 이전

연구들의 T3 환자의 비율 24-27% 및 N1 환자의 비율 30-31% 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볼 수있겠다.32, 35)

T3 분류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TNM 8 판에서 주목할 변화이다.21, 44) 기존의 TNM 병

기 분류 체계에서는 최소 갑상선 외 침범(주위 연조직이나 근육에 최소 침범) 이 있는

경우를 T3 로정의하여, 45 세이상인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현미경적으로확인된최소

침범이 있다면 적어도 III 기 이상인 고위험 환자군으로 분류된다.21) 하지만, 이전의 연

구들에서 분화 갑상선암에서최소 갑상선외 침범중 특히 현미경적갑상선 외침범 유

무는 질병의 재발 및 질병 특이 사망 등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40, 

42, 4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TNM 8 판에서는 4 cm 이하의 분화 갑상선암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만 있는 경우는 갑상선에 국한된 경우와 동일하게 원발 종양

의 크기에 따라 T1 또는 T2 로, 육안적으로 갑상선 외 침범이 주변 근육에서 확인된 경

우에 한하여 T3 이상으로 분류된다.44) 본 연구에서 TNM 8 판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TNM 7 판에서)의 T3 환자의 약 67%가 T1 또는 T2 로재분류 되었는데, T3환자군

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TNM 7 판에서 98.4%,  TNM 8 판에서 97.6%로 유사하였

다. 또한, T3 환자군의 질병 특이 생존율의 위험비도 T1 에 비해 TNM 7 판에서 4.1 

(p=0.004), TNM 8 판에서 3.6 (p<0.001)으로 양 군간 큰 차이 없이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4 cm 이하의 분화 갑상선암에서 현미경적 갑상선 외 침범만 있는 경우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들의 병기를 낮춤으로써 보다 개별화된 치료 방

향을 결정할수있고그에따른부작용을방지할수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TNM 8 판에서는 7 판에 비해 기준 연령, 원발종양(T), 국소 림프절(N) 분류의 정의

뿐 아니라 최종 병기를 결정하는 분류에도 변화를 주어 I 기에서 IV기에 해당하는 환

자들의 비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21, 44) 본 연구에서 TNM 8 판을 적용하였을 때 대

상 분화 갑상선암 환자 중 약 40%의 최종 병기가 낮아졌다. TMN 8 판에서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은 TNM 7 판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높았으며, 이를 통해서 TN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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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예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NM 7 판과 8

판 모두에서 I, II 기에 속한 환자들의 예후는 양호하였는데 TNM 7판에서는 각각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이 99.8%, 98.6% 였고 TNM 8판에서는  각각 99.8%, 95.4% 였다.

하지만, III 기와 IV 기에 속한 환자의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TNM 8 판에서 각각

79.6%, 41.8% 로 TNM 7 판의 98.8%, 85.4% 에 비해 낮았다. 또한, TNM 7판에서는 I 기

에 대한 II 기와 III 기의 질병 특이 생존율의 위험비가 각각 16.0, 7.5 로 II 기 환자군이

III 기 환자군에 비해 더 나쁜 예후를 보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TNM 

8 판에서는 I 기에 대한 질병 특이 생존율의 위험비가 II 기에서 21.1, III 기에서 108.2 로

병기가 높아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후가 악화되는 것을 보여 TNM 8 판이 보다 더 적

절한 병기분류임을확인할 수있었다.

분화 갑상선암에서 측경부 림프절의전이의 존재여부는 특히 고령 환자에서 주요한

예후 인자이다.36, 45-50, 63)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는 중앙 경부 림프절 전이를 N1a, 측

경부 림프절 전이를 N1b 로 분류하고 있다. TNM 7판에서는 N1a 와 N1b 에 따라 최종

병기 분류에 차이를 두었으나, TNM 8 판에서는 N1a 와 N1b 의 구분이 최종 병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정되었다.21, 44) 이러한 수정의 근거로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다(N1)고 하더라도 T4a, T4b, 또는 M1 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과 국소 림프절 전이와 예후와의 연관성이

측경부 림프절 전이(N1b) 때문이 아닌 전이된 림프절의 수 또는 크기 때문일 가능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44) 하지만, 국소 림프절 전이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은 점

은 상당수의 N1b 환자가 실제 예후에 비해 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발및 질병 특이사망의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44) 본 연구에

서는 예방적 중앙 경부 곽청술이 시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분

화 갑상선암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T4a, 

T4b, 그리고 M1 의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I, II 기의환자를 대상으로분석하였다. 본연

구에서 고령(55 세 이상) N1b 인 환자들에서 10 년 질병 특이 생존율이 91.4%로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TNM 8 판 II 기 환자의 10 년 질병특이 생존율에 비해 낮은 값을보였

다.44) 전이 림프절 5 개를 기준으로 small-volume 및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군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고령의 환자군에서 large-volume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

우 더 나쁜 예후와 유의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화 갑상선암에서 예방적 측경

부 곽청술은 거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이된 림프절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통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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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보다 전이된 경부 림프절 개수에 따른 구분이 임상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

하면 이러한 전이 림프절 개수와 질병 특이 생존율의 연관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14)

본 연구에서 TNM 8 판에서 55 세 이상의 II 기 환자들을 국소 림프절 전이의 정도를 고

려하여 IIA 와 IIB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IIB 기가 IIA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질병 특이 생존율을 보였다. 분화 갑상선암의 발생율이 높고 증가추세임을

고려한다면, 55 세 이상의 II 기 환자를 국소 림프절 전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분류하는

것이 다수의 환자에서 더 나은 예후를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이 될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NM 병기 분류 체계에따른 질병 특이 생존율 예측도를비교하기 위

해 PVE 와 Harrell’s c-index 값을 사용하였다. 생존율 예측도 비교에는 표준화된 통계

학적 방법은 없으나 암의 병기 분류 체계를 비교한이전의 연구들에서 이 두 가지 방법

이 많이 사용되며 그중에서도분화 갑상선암에서는 특히 PVE 가 많이 적용되었다.8, 14, 

16, 18, 20, 52, 54, 55) PVE 값은 100% 에 가까울수록 생존율의 예측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데,55) 본 연구의 여러 TNM 모델에서 PVE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질병 특이 사망의 발생이 낮기 때문이지만, 한편

으로는 TNM 병기 분류 체계 자체 만으로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질병 특이 생존율을

완전히 예측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서로 다른 병기분류 체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TNM 7 판 보다는 TNM 8 판이, TNM 8 판 보다는 추가로

국소 림프절 전이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분화 갑상선암의 예후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할 수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한 기관에서 치료받은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환자 선별에 비뚤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기간 동안 분

화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및방사성 요오드 치료, 추적관찰 등의 과정에서 단일화된 프

로토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향적

인 연구로 기존의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의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이것이 질병 특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분화 갑

상선암의 유병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중앙 추적 기간인 10 년은 생

존율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대규모의 분화갑상선암환자를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 추적관찰 한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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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를 통해 TNM 병기 분류 체계에서 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질병 특이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연령으로 45 세보다 55 세가 더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TNM 8 판을

적용하였을 때 TNM 7 판에 비해 약 40%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병기가 낮아졌고,

질병 특이 생존율의 예측도가 향상되었다. 추가로 TNM 8 판의 I/II 기 환자에서 TNM 

병기 분류에 국소 림프절 전이의 범위를 포함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특히 55 세 이상

의 환자에서 N1b 는 질병 특이 사망의 유의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TNM 8 판 병

기 분류 체계에서 국소 림프절 전이의 범위를 고려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분

화 갑상선암 환자에서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이 가능하며 치료 및 추적관찰 등의 계획수

립에 보다유용하게사용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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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Backgroud: Clinical recommendation for proper treatment and follow-up strategy in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DTC) might be based on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AJCC/UICC) tumor-node-

metastasis (TNM) staging system. Recent advances in diagnostic imaging, such as neck 

ultrasonography, have induced stage migration in patients with DTC. Therefore, the 

predictability of disease-specific survival (DSS) have been low in current TNM staging 

system (7th edition, TNM-7) based on outdated historical cohorts. Recently, the 8th edition of 

the TNM staging system (TNM-8) has been published, and it will be used from Jan. 2018. 

The most notable changes include the value of age cut-off and definition of T3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central and lateral neck lymph node (LN) metastases was 

not adopted in stage grouping. We evaluated the optimal age cut-off value to predict DSS in 

patients with DTC and the prognostic validity of TNM-8 compared to TNM-7. We also 

evaluated the prognostic implication of cervical LN metastases for predicting DSS in DTC 

patients with I/II disease.

Methods: This historical cohort included 3176 consecutive patients with DTC who 

underwent initial surgery at the Asan Medical Center between 1996 and 2005. DSS was 

defined as the time from the date of surgery until last censoring or death caused by DTC. The 

optimal age cut-off value between 45 and 65 years for prediction of DSS was evaluated. 

Regional LN metastases was classified according to anatomical staging and number of LN 

metastases. The proportion of variation explained (PVE) and Harrell’s c-index were 

calculated to compare the DSS predictability of each TNM models.

Results: Using TNM staging with 45 years as the cut-off, 10-year DSS rates of stage I, II, III, 

and IV were 99.8%, 98.6%, 98.8%, and 85.4%, respectively (PVE=4.4%, Harrell’s c-

index=0.776). Using 55 years as the cut-off, 10-year DSS rates of stage I, II, III, and IV were

99.8%, 94.8%, 97.5%, and 75.9%, respectively (PVE=5.6%, Harrell’s c-index=0.807). In 

total of 690 patients (22%) were down-staged using 55 years as cut-off compared to 45 years. 

When TNM-8 was applied, 67% of patients with T3 and 40% of total patients were down-

staged compared to TNM-7. The 10-year DSS rates of stage I, II, III, and IV by TNM-7 were

99.8%, 98.6%, 98.8%, and 85.4%, respectively. In TNM-8, those of stage I, II, III, an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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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99.8%, 95.4%, 79.6%, and 41.8%, respectively. The values of PVE and Harrell’s c-

index of TNM-7 were 4.4% and 0.78 whereas those of TNM-8 were 5.9%, and 0.87. In older 

patients (≥55 years), those with N1b had significantly poorer DSS compared to those with 

N0 (HR=8.7, 95% CI 2.6-28.6, p<0.001) and those with N1a (HR=4.2, 95% CI 1.3-13.1,

p=0.014). Patients with large-volume LN metastasis (>5 LNs) had significantly poorer DSS 

compared to those with N0 (HR=10.1, 95% CI 2.5-26.6, p<0.001) and those with small-

volume LN metastasis (≤5 LNs; HR=3.8, 95% CI 1.2-11.9, p=0.020). When patients were re-

classified considering LN metastases (N1b in patients aged ≥55 years as stage IIB and 

remaining cases as stage IIA), DSS was significantly poorer in stage IIB patients than in 

stage IIA patients (HR=2.6, 95% CI 1.1-6.8, p=0.042).

Conclusions: The age cut-off of 55 years was more appropriate for TNM staging to achieve

better predictability for DSS in patients with DTC. About 40% of patients were re-classified 

to lower stages with the application of TNM-8 compared to TNM-7. Applying TNM-8 could 

improve predictability for DSS in patients with DTC. However, N1b classification which 

was not considered in TNM-8 has a significant prognostic implication in patients with stage 

I/II DTC, especially in older patients. Our study suggests that modification of TNM-8 

adopting N1b classification in staging would be better for prediction of DSS in patients with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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