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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studies evaluating the accuracy of 

preoperative imaging

Reference Accuracy CT*, % EUS
†, %

Botet el al.(5)

Habermann et al.(6)

T staging

N staging

Overall

T staging

N staging

42

48

45

76

70

92

78

73

86

90

*CT = computed tomography; 
†EUS = endoscopic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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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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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암의 수술  병기 설정은 환자의 후를 결정하
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해 매우 요하다. 이에 자
들은 암의 TN병기 설정을 해 주요한 진단 도구인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단력에 해 분석하
다.

상  방법: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분당서울
병원에서 암으로 제술을 시행 받은 1,206명의 환

자 ,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아니거나, 내시경  막
제술 후 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를 제외한 1,174

명을 상으로 후향 인 연구를 시행하 다. 두 검사의 수
술  병기와 술 후 조직병리학  병기가 일치하는 정도
를 보기 해서 코헨의 카 값(kappa value)과 ROC곡선하 
면 (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을 이용하 다.
결과: 1,174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59.31±11.98세 고, 조
기 암이 638 , 진행 암이 536 다. 1,117명의 환자에서 

산화단층촬 이 시행되었으며, 음  내시경은 839 에
서 시행되었다. T병기를 진단하는데 있어 산화단층촬 이
나 음  내시경의 카 값은 각각 0.4039 (P=0.021), 0.4201 
(P=0.026)로 등도의 일치도(moderate agreement)를 보 으나, 

체 T병기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외에도 조기 암에서의 막 병변과 막하 병변
을 구분하는 음  내시경의 진단력은 정확도 58.92%, 카

값 0.206으로 fair agreement를 보여 상보다 진단력이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T2 이상의 병변과 T2 이하의 
병변을 감별하기 해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두 검사  높은 병기를 진단한 검사를 채택하 을 때 AUC
가 0.84로 한 개의 검사를 시행했을 때보다 진단력이 증가
하 다. N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산화단층촬 의 
진단력이 음  내시경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암의 T병기를 진단하기 해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  어느 한 검사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었
으나, T2 이상의 병변과 T2 이하의 병변을 구별하기 해
서는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높은 병기를 채택한 경우 
진단력이 높았다. 한, 림  이 여부를 알기 해서
는 산화단층촬 이 우월하 다. 막 병변과 막하 병
변을 구별하기 한 음  내시경의 진단력은 낮았다.

심 단어: 산화단층촬 , 음  내시경, 진단력, 병기, 
암

서      론

   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별 맞춤의학과 함께 덜 침습 인 치료가 선호되고 있

다. 암 치료에 있어서도 막하 제술(endoscopic submu-

cosal dissection), 막 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복강경 하 제술(laparoscopic gastrectomy), 범  

제술(radical gastrectomy), 제한  제술(limited gastrec-

tomy)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별 맞춤 의학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1) 하지만,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한 치

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정확한 진단이 

필수 이다. 특히 내시경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막 제술과 막하 제술은 많은 조기 암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2) 복강경 제술의 경우도 T2병기까

지 응증을 확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수술  T2병기

와 T3병기의 심달도(depth of invasion) 구별이 요하다. 

재, 암의 수술  병기 설정을 한 주된 검사로서는 산

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진단 인 가치를 평가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Table 1).(3) 한 Kwee 

등(4)이 암의 막 병변과 이 외 병변을 구별하는 데 있어

서 음  내시경의 정확도에 해 고찰한 논문의 의하면, 

음  내시경의 민감도는 18.2∼100%, 특이도는 34.7∼

100%까지의 다양한 범 를 보이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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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n=1,174)

Number Percentage (%)

Sex

Stage

EGC/AGC

Pathologic T staging

Operation

Male

Female

I

II

III

IV

EGC*

AGC
†

T1

T2

T3

T4

OG
‡

LAG§

 773

 401

 732

 157

 133

 151

 638

 536

 619

 342

 177

  36

 717

 457

65.8

34.1

62.4

13.4

11.3

12.9

54.3

45.7

52.7

29.1

15.1

 3.1

61.1

38.9

Total 1,174     100

*EGC = early gastric cancer; 
†AGC = advanced gastric cancer; 

‡OG = open gastrectomy; §LAG = laparoscopy-assisted gastrec-

tomy.

불균일성(heterogeneity)을 보인다. 그러나, Botet 등(5)과 

Habermann 등(6)의 연구에 의하면 재까지는 T병기와 N병

기를 진단함에 있어 음  내시경이 조  더 정확한 것처

럼 보인다. 이에 T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음  내시

경의 진단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고, 임상 으로도 

막 병변과 더 깊은 병변을 감별하기 한 일차  상검사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수술  병기 설정을 

한 음  내시경의 진단력을 평가하기 한 연구는 주

로 조기 암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을 포함한 체 암에서의 음  내시경과 산화단층

촬 의 진단력(diagnostic performance)을 알아보기 해 각 

진단 도구인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단결과

를 표  검사(gold standard)인 술 후 병리결과와 비교하여 

반 으로 얼만큼 정확하게 측하 는 지와 세부 으로 

T병기, N병기를 얼만큼 정확하게 측하 는 지를 기 으

로 진단력을 평가하 다.

상  방법

1) 상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분당서울 병원에서 

암으로 확진되어 제술을 시행 받은 1,206명의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아니거나, 병변이 두 개 이상이거

나, 내시경  막 제술 후 제술을 시행한 경우, 한 

고식 인 제술을 받은 환자와 수술  보조 항암요법

을 받은 환자의 경우를 제외한 1,174 를 상으로 후향

인 연구를 시행하 다. 총 1,174   남자가 773 , 여자가 

401 으며 평균 나이는 59.37세(25∼89) 다. 체 1,174

 에서 1,117 가 수술 에 산화단층촬 을 시행하

고, 839 가 음  내시경을 시행하 다. 수술 후 병리

학 인 병기 설정에 따라 조기 암이 638 (54.3%)로 진행 

암인 536 (45.7%)보다 많았고, Stage I이 732 (62.4%)

다. 제술을 시행한   총 717 (61.1%)가 개복술로 

복강경을 이용한 제술보다 다소 많은 양상이었다. 술 

후 조직병리학 인 T1병기는 619 (52.7%), T2병기는 342

(29.1%), T3병기는 177 (15.1%), T4병기는 36 (3.1%)

다(Table 2). T병기를 진단하기 해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을 모두 시행한 환자군(paired group)은 818명이

었고, 그  N병기를 언 한 환자군(paired group)은 194명

이었다. 술  음  내시경으로 진단된 T1병기는 524

(62.5%)로 이 에서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을 구분할 수 

있는 환자 수는 340 다

2) 연구 방법

  의 심달도에 따른 T병기는 Union international contrele 

cancer (UICC)의 TNM (1997)분류에 따른 정의로 구분하

다. 산화단층촬 을 해서는 16-channel MDCT (mX- 

8000; Philips Medical Systems, Highland Heights, Ohio)를 사

용하 고, 내시경 기종으로는 GIF-Q 260 (olympus, Tokyo, 

Japan)이었으며, 음 내시경 GF-UM2000 (olympus, To-

kyo, Japan)과 측장비(EU-M2000, Olympus, Tokyo, Japan)

를 이용하 다. 음  내시경은 분당서울 병원의 두 명

의 소화기내과 교수가 시행했고, 산화단층촬 의 독 

역시 상의학과의 두 명의 교수가 시행하 다. 음  내

시경과 산화단층촬  모두, 보통 내시경으로 암이 

확진된 환자에 한해서 술  병기설정을 해 시행하는 검

사이므로, 두 검사를 시행  독하기 에 임상 인 정보

는 제공되었다. T1병변은 막과 막하층에 국한된 경우

이며, T2병변은 고유근층과 장막하층, T3병변은 장막층, 그

리고 T4병변은 인근장기로 침범한 경우로 정의하 다. 

한 N병기의 경우, 내시경 음 로는 장경이 8 mm 이상이

고 에코(hypoechoic LN)를 보이며, 구별이 잘 되는 경우

(well demarcated LN), 산화단층촬 으로는 단축의 장경

이 8 mm 이상이거나 괴사(necrosis)가 있는 경우를 N＋로 

분류하 고, N−는 의미 있게 커진 림 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 다.

  의 방법으로 각각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으

로 진단된 를 수술 후 조직 병리학 인 병기와 비교하여 

T와 N병기를 정확히 측한 정도를 분석하 고, 각 병기를 

정확하게 측한 정도를 진단력(diagnostic performance)이라 

정의하 다. 그리고 T1병기에 있어서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을 구분하는 음  내시경의 진단력에 해서도 알아 

보았다.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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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and EUS for T staging (n=1,117)

CT T staging 
Total 

EUS T staging 
Total 

cT1 cT2 cT3 cT4 eT1 eT2 eT3 eT4 

Pathologic T staging 

  pT1 

  pT2 

  pT3 

  pT4 

Total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

Accuracy (%) 

547

127

 24

  3

701

 90.9

 70.1

 78

 86.8

 81.3

 42

 88

 50

  4

184

 27.6

 88

 47.8

 75.2

 70.7

 13

 92

 75

 12

192

 46.3

 87.8

 39.1

 90.6

 83.5

 0

12

13

15

40

44.1

97.8

37.5

98.3

99.6

 602

   319

 162

  34

1,117

   64.91

456

 57

 11

  0

524

 82.9

 77.9

 87.7

 70.5

 81.2

 80

 90

 19

  4

193

 43.7

 83.7

 46.6

 82

 73.9

 14

 59

 39

  9

121

 55.7

 89.3

 32.2

 95.7

 86.5

 0

 0

 1

 0

 1

 0

99.9

 0

98.3

98.3

550

206

 70

 13

839

 69.73

Overstaging (%)

Understaging (%)

Kappa

172 (15.3%)

220 (19.7%)

  0.4039 (SE
‡: 0.021)

154 (18.4%)

100 (11.9%)

 0.4201 (SE: 0.026)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SE= standard error.

한 검사를 채택하여 진단한 경우 진단력의 차이가 있는 지

에 해서도 분석하 다.

  통계 처리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과 SAS 

9.1을 이용하 다. T병기를 진단하기 한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단력(diagnostic performance)를 비교하기 

해 카 값(kappa value)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 다. 

한, T1병기의 막 병변과 막하 병변(T1a와 T1b) 진단을 

한 두 검사의 진단력을 비교하기 해서 역시 카 값을 이용

하여 정확히 측한 정도를 보았다. 카 값은 최소 0에서부

터 1까지의 일치도를 보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

하다. ＜0.2인 경우 Poor agreement, 0.21∼0.40 Fair agreement, 

0.41∼0.60 Moderate agreement, 0.61∼0.80 Good agreement, 

0.81∼1.0 Very good agreement를 나타낸다.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T2 이상 는 T2 이하의 병변을 구별하기 

한 정확도를 비교하기 해서 ROC 곡선하 면 (area under 

the Recie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을 사용하

다. AUC는 검사의 정확도를 나타내 주는 검사로서 AUC값에 

따라서 0.9∼1은 Excellent, 0.8∼0.9 Good, 0.7∼0.8 Fair, 0.6∼

0.7 Poor, 0.5∼0.6 Fail을 의미하며 AUC가 큰 검사일수록 진

단 인 정확도가 더 높다. N병기의 진단력을 보기 해서는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각각의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의 합을 총 환자수로 나  값을 비교하 다.

결      과

1) T병기에 있어서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

의 진단  일치도 비교

  산화단층촬 을 시행한 총 1,117   735 (64.9%), 

음  내시경을 시행한 총 839   585 (69.7%)가 정확

한 T병기를 측했다. 이에 체 T병기의 진단력를 보기 

한 카 값은 산화단층촬 인 경우 0.4039, 음  내시경

인 경우 0.4201로 두 검사법 모두 등도의 일치도(moderate 

agreement)를 보 고, 음  내시경의 카 값이 다소 크긴 

하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이 없었다(P=0.6274) (Table 3). 

즉, T병기를 측하는 데 있어서 음  내시경의 진단력이 

더 높지 않다. 산화단층촬 으로 과 평가(overstaging)된 

경우는 172 (15.3%), 과소평가(understaging)된 경우는 220

(19.7%) 고, 음  내시경으로 과 평가된 경우는 154

(18.4%), 과소평가된 경우는 100 (11.9%)로 산화단층

촬 의 경우 과소평가된 가 다소 많았고, 음  내시경

인 경우에는 과 평가된 가 많았다 이 외에도 각 병기 

별로 두 검사의 양성 측도(PPV)와 음성 측도(NPV)  정

확도(overall accuracy)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두 검사 모두 

낮은 T병기일수록 양성 측도가 높았고, 높은 T병기일수록 

음성 측도가 더 높은 양상이었다. 특이하게도 두 검사 모

두 정확도는 T2 병변의 경우 다른 병기에 비해 떨어지는 

양상을 보 다.

  이에 각각의 T병기별로 두 검사의 진단력을 비교하기 

해, 두 검사를 모두 실시한 집단에 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분석하 다(Table 4). T1병변에 한 산화단층촬 의 민

감도는 92.4%로 음  내시경의 민감도인 83.1%보다 높았

고(P＜0.001), 특이도(CT 59%, EUS 76.3%, P＜0.001)는 음

 내시경이 더 높았다. 이 외에 T2병변에 한 산화단층

촬 의 민감도는 22.2%로 음  내시경보다 낮은 값을 보

다.(P＜0.001) T3병변의 경우 음  내시경의 민감도(CT 

50%, EUS 54.4%, P=0.678)가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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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diagnostic performance in both CT and 

EUS (Paired group, n=818)

N
∥ Agreement (%)

CT_Tagr*

EUS_Tagr
†

High_Tagr‡

Low_Tagr§

596

574

553

603

72.86%

70.17%

67.60%

73.71%

*CT_Tagr = agreement between CT and pathologic T; 
†EUS_ 

Tagr = agreement between EUS and pathologic T; ‡High_Tagr 

= agreement between High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and 

pathologic T; 
§Low_Tagr =  agreement between Low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and pathologic; 
∥N = number of 

agreement.

Fig. 1. Area under the ROC curve for discrimination of each T staging. (A) ROC curve for discrimination between T1, 2 and T3, 4. 

AUC of CT (CT_T) = 0.819; AUC of EUS (EUS_T) = 0.824; AUC of new_high_T* = 0.84; AUC of new_low_T† = 0.815 (*AUC 

of new_high_T = AUC when select high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in paired group. 
†AUC of new_low_T = AUC when select  

low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in paired group), (B) ROC curve for discrimination between T1 and T2, 3, 4. AUC of CT (CT_T) 

= 0.766; AUC of EUS (EUS_T) = 0.818; AUC of new_high_T* = 0.84; AUC of new_low_T† = 0.753 (*AUC of new_high_T = AUC 

when select high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in paired group; 
†AUC of new_low_T = AUC when select  lower stage among the 

CT and EUS in paired group).

Table 4.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CT and EUS (Paired group, 

n=818)

CT* EUS
† p-value

Sensitivity(%)

Specificity(%)

T1

T2

T3

T4

T1

T2

T3

T4

92.4

22.2

50

41.7

59

91.9

91.2

99.3

83.1

44.4

54.4

 0

76.3

83.9

89.9

99.9

＜0.001

＜0.001

  0.678

＜0.001

＜0.001

  0.308

  0.125

*CT = computied tomography; 
†EUS = endoscopic ultrasonography.

유의하지 않았으며, T4병변에 해서는 음  내시경으로 

진단한 사례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했다.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 두 검사  한 검사의 결과

를 채택했을 경우의 진단력의 차이에 해서도 알아보았

다. T병기를 진단함에 있어서 두 검사의 결과  낮은 병기

를 채택하여 진단한 경우의 술 후 병리학 인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진단력은 병리학 인 결과를 정확히 측한 분

율(Percentage)로 계산을 하여 비교하 다. 낮은 병기를 채

택한 경우의 진단력은 73.71%로 각 검사(CT 72.86%, EUS  

70.17%)보다 높은 것을 찰할 수 있었다(Table 5). 이에 반

해, 두 검사 결과  높은 병기를 채택하여 진단한 경우의 

진단력은 67.6%로 각 검사의 진단력보다 낮은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제술의 응증인 T2 이하 병변

을 구별해 내고, 막 제술 는 막하 제술이 불가능

한 T2 이상의 병변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력을 알아보기 

해 각 검사별 ROC 곡선하 면 (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을 비교하 다(Fig. 1). 우선, T2 이하의 병변을 구별해 

내기 해서는 음  내시경의 ROC 곡선하 면 이 0.824

로 산화단층촬 의 ROC 곡선하 면 인 0.819보다 큰 값

을 보여 산화단층촬 보다 음  내시경의 진단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

여 높은 병기로 진단한 경우의 ROC 곡선하 면 이 0.84로 

각각의 검사를 시행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2 이상의 병변을 구별하기 한 ROC 곡선하 면 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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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and EUS for N staging

CT EUS

N− N＋   N− N＋

Path N−  563 104  61 38

N＋  227 263  39 59

Total 1,117 197

Sensitivity (%) 53.67 60.2

Specificity (%) 84.41 61.62

Overall accuracy  74.95%  60.91%

본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두 검사 모두를 

시행하여 높은 병기를 채택하 을 때의 ROC 곡선하 면

이 0.84로 산화단층촬 (AUC of CT= 0.766)이나, 음  

내시경(AUC of CT=0.818)보다 더 T2 이상의 병변과 T2 이

하의 병변을 구별하는 진단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T병기에서 음  내시경의 막 병변과 막하 병

변 구분에 있어서의 진단력

  음  내시경에서 T1a와 T1b병기가 구별되는 340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카 값을 이용하여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의 변별력 알아보았다. 정확도는 58.92%, 양성 측도

는 71%, 카 값은 0.206 (P＜0.001)으로 fair agreement를 보

여 음  내시경의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의 변별력은 

비교  낮았다(Table 6).

3) N병기에서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

단력 비교

  산화단층촬 을 시행한 1,174   N병기에 해 기술

한 1,157 와 음  내시경을 시행한 839   N병기에 

해 기술한 197 를 분석하여 수술  임상 인 N병기를 진

단함에 있어서 두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Table 6). CT의 민감도는 0.5367, EUS의 민감도는 

0.6020이었으며 두 진단법의 민감도를 비교하기 해 Mc-

Nemar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  5%에서 두 진단법의 

민감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P=0.7361). 

산화단층촬 의 특이도는 0.8441, 음  내시경의 특이도

는 0.6162로 McNemar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검사의 특이도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61). 한, 두 검사의 진단

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194

의 환자군에서 각각의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의 합

을 총 환자수로 나  값을 비교하 다. 이에 산화단층촬

은 진단력은 68.55%로 음  내시경(60.82%)보다 높았

다. 결론 으로 N병기를 진단하기 한 진단력은 산화단

층촬 이 더 우월하다.

고      찰

  병기와 신 상태에 따른 치료는 부분의 암환자에서 

보다 나은 결과(good outcome)을 해서 매우 요하다. 

암에 있어서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 후 사망률(mortality)과 이환율(morbidity)이 증가

하고 있다.(7) 보다 덜 침습 인 치료가 선호됨과 동시에 내

시경 인 치료는 재 조기 암의 치료에 리 이용되고 

있고, 최소한의 침습 인 치료로 생각되고 있다. Tada 등(8)

은 1984년 Strip biopsy로 알려진 EMR technique을 개발하

고, Ono 등은 최근에 막 제술로 제가 불가능한 30 

mm 이상의 병변에 한 막하 제술을 발 시킨 후, 많

은 조기 암이 이 두 방법으로 치료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

암의 림  이가 막 병변의 경우 1∼3%, 막하 병

변이 11∼20%까지 보고 되고(9) 있어 수술  정확한 병기

의 진단이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추후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칠 수 있어  요시 되고 있다. 

  암의 T병기와 N병기를 진단하기 해 많은 검사 방법

들이 있다. 내시경은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 인 검사로 병변의 크기  치 확인, 조직학

인 확진을 해 필수 이다. 그러나 내시경은 병변의 심

달도  림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 내시경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음  내시경이다. 음  내시경은 1979년 처음 도

입되어,(10) 최근 속한 발 을 보이고 있다. 음  내시

경은 벽의 각 층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암의 

심달도를 측하기 해 매우 유용한 검사로 간주되고 있

다. 그러나 음  내시경 역시 시술자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검사이고, M병기를 알 수 없으며, 근  림 의 이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산화단층촬  역시 암 

환자의 수술  병기 설정에 있어, 원격 이 여부를 별하

기 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T병기의 진단을 

해서도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다.(11)

  Habermann 등(6)은 TN병기를 진단하는 정확도가 산화

단층촬 (T 76%, N 70%)과 음  내시경(T 86%, N 90%) 

검사 모두 비슷하다고 보고하 다. 이와는 반 로 Botet 등

(5)은 산화단층촬 에 비해 음  내시경이 더 정확하다

고 주장하 고, Puli 등(12)은 22개의 연구에 해 meta-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음  내시경은 조기 암의 막 

병변의 감별보다는 진행된 암에서 더 정확하다고 결론지

었다. Kwee와 Kwee(4)는 음  내시경의 진단력에 한 

기존의 18개의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각 자료들의 방법론

인 질(methodological quality)의 하와 함께, 민감도와 특

이도에 있어 불균질성(heterogeneity)을 찰할 수 있었고 결

론 으로 음  내시경의 정확도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

다. 즉, 암의 수술  병기 설정을 한 음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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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화단층촬 의 정확도(overall accuracy or diagnostic 

efficiency)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재까

지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한, 음  내시경에 

한 기존의 연구는 부분 막 제술이나 막하 제술

의 응증을 감별하기 해 조기 암에 국한되어 시행한 

경우가 부분이고, 진행성 암에 해 연구를 한 일부 보

고가 있다 하더라도 상 환자 수가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환자를 상으로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단력에 해 알아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 까지 음  내시경의 진단력에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종양의 침습 범 가 막에 국한되어 있는지를 감별

하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18.2∼100% (median 87.8%), 34.7

∼100% (median 80.2%)로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4) 

음  내시경의 T병기에 한 정확도(overall accuracy)는 

65∼92% (T1 80∼83%, T2 60∼74%, T3 86%∼100%, T4 25

∼83%), N병기에 한 정확도는 65∼90%로 보고되고 있

다.(13-17) 최근에 Bentrem 등(18)이 R0 resection을 시행한 

225명의 암 환자에 해 음  내시경의 정확도를 조사

한 결과 T병기의 정확도는 57%이고, N병기의 정확도는 

50%로 기존의 연구들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 다. 본 연구

에서 T병기를 진단하기 한 음  내시경의 정확도는 

69.7% (T1 81.2%, T2 73.9%, T3 86.5%, T4 98.3%), N병기의 

정확도는 60.91%로 Bentrem 등의 정확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산화단층촬 에 있어서 T병기를 측하는 정확도(ove-

rall accuracy)는 69∼82%이고 MDCT (multi-detector row CT)

의 도입으로 77∼89%까지 향상되었다. N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도는 59∼78%로 보고되고 있다. (6,19-24)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산화단층촬 의 정확도는 T병기에서는 

64.9%, N병기에서는 74.9%로 T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 정확

도가 기존의 연구들보다 낮은 값을 보 다.

  그러나,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의 진단력을 비

교하기 한 카 값을 분석하 을 때, 두 검사 모두 등도

의 일치도를 보이며 T병기를 진단하는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복강경 제

술의 응증이 되는 T2 이하의 병변을 진단하거나, 막 

제술이나 막하 제술의 비 응증을 감별하기 한 T2 

이상의 병변을 감별하기 해서는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

하여 높은 병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진단력이 더 높았다. 두 

검사  낮은 병기를 진단한 검사를 채택한 경우의 진단력

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T2 이상의 병변 는 T2 이하

의 병변을 감별해 내는 진단력은 높은 병기를 진단한 검사

를 채택한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체 분석 상 에서 T1병변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검사  낮은 병기를 진단하는 경우를 채택

하는 경우의 진단력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T1병변에 한 산화단층촬 의 민감도가 높은 이유는 

내시경  조직검사로 암을 확정한 후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T2병변에 한 산화 단층 촬 의 민감

도가 22.2%에 불과하고 음  내시경의 민감도가 44.4%라

는 것을 감안할 경우 통계학 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인 T병기를 측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음  내시

경의 진단력이 더 우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조기

암에서의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을 구분하는 음  

내시경의 변별력은 정확도 58.92%, 양성 측도 71%, 카

값 0.206 (P＜0.001)으로 Fair agreement를 보여 상보다 진

단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두 검사 모두 T병기가 낮을수록 양성 측도가 

높았고, 높을수록 음성 측도가 높았다. 한 두 검사 모두 

T2병변인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찰할 수 있었

다. T2병변의 진단에 있어서 음  내시경의 정확도가 떨

어지는 이유는 막하층 자체 감별의 어려움, 궤양에 의한 

궤양 부의 섬유화, 미세침윤 등으로 알려져 있다.(25) 박 

등(26)은 T2병기의 경우 막하 암의 섬유화, 궤양 등에 의

한 과 평가와 미세침윤에 한 과소평가, 장막하 암의 과

 평가 등으로 음  내시경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주

장한다.

  본 연구는 진행 암 환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환자를 

상으로 분석을 하 다는 장 을 가진 반면, 후향 으로 

차트 리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에 표 이 애매하거나 TN병기에 해 정확한 언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 다. 한, TN병기

에 한 두 검사의 진단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무작  

배정이 아닌 후향 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두 검

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들의 집단을 구별해서 분석하 다. 

이 외에도 시술자 의존 으로 알려진 내시경 음 를 두 

명의 내시경 시술자가 시행하 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른 정확도와 유사

한 정확도를 보이고, 모든 검사들은 시술자와 상 없이 정

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재 성(reproduc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는 하다. 본 연구에서 

T2병변에 해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 모두 다른 

T병기와는 다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

으나, 그 요인에 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두 검사의 T병기의 오차 이유 등에 

해 밝히는 연구들이 후행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결      론

  암의 T병기를 진단하기 해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  어느 한 검사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었고 두 

검사 모두 등도의 일치도(moderate agreement)를 보여 진

단 인 검사로서의 진단력이 낮았다. 한 두 검사 모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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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T2병변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낮았다. T병

기 반에 한 진단력이 등도이고 T2병변의 진단 인 

정확도가 특별히 낮았던 것을 감안하 을 때, 복강경하 

제술을 해 음  내시경을 이용한 T2와 T3병변의 구

별을 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한, 

T1병변에 해서 역시 막 병변과 막하 병변을 감별하

기 한 음  내시경의 진단력이 상보다 낮으므로, 

막 제술이나 막하 제술을 시행할 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시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분석에서 한 환자에서 

산화단층촬 과 음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하여 두 검

사 결과  높은 병기를 채택하 을 때 T2 이상 는 이하

의 병변을 진단하는 데 있어 진단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

다. 이에 암의 종류와는 무 하게 복강경하 제술 

는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기 에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하

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음

의 해상도와 분해능의 향상과 함께 개개의 시술자들의 

재 성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음  내

시경의 진단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림  

이 여부를 알기 해서는 음  내시경보다 산화단층

촬 이 우월하 다. 이에 조기 암의 림  이 여부의 

확인을 해 산화단층촬 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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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and EUS for Clinical TN Staging of Gastric Cancer

Ru Mi Shin, M.D.1,2, Ju Hee Lee, M.D.2, Moon Soo Lee, M.D.2, Do Joong Park, M.D., Ph.D.1,2, Hyung-Ho Kim, 
M.D., Ph.D.1,2, Han-Kwang Yang, M.D., Ph.D.1 and Kuhn Uk Lee, M.D., Ph.D., FACS1

Department of Surgery, 1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2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Purpose: Preoperative clinical staging of gastric cancer is ver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treatment plans and predicting 
the prognosis. The previous reports regarding the accuracy of computed tomography or endoscopic ultrasound for the 
preoperative staging of gastric cancer have shown various outcomes. We analyzed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and EUS, which are important staging tools for the staging of TN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1,174 patients who underwent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tpital from May, 2003 to December, 2007. We derived the Kappa value to examine 
the agreement of the preoperative staging obtained from CT and EUS with the pathological staging.
Results: The mean age of the 1,174 patients was 59.31±11.98 years. Six hundred thirty seven patients had early gastric 
cancer and 536 had advanced gastric cancer. The diagnostic performance between CT and EUS for the T staging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T and EUS for the kappa values. The kappa values showed moderate agreement 
at 0.4039 (P=0.021) and 0.4201 (P=0.026), respectively. This suggest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aminations for the overall T staging. Analysis of the discrimination of mucosal and submucosal lesions with EUS showed 
an accuracy of 58.92% and a Kappa value of 0.206 (P＜0.001), suggesting fair agreement and a lower diagnostic 
performance than expected. To differentiate lesions with stages higher than or equal to T2 or T3 from the lesion with 
stages lower than T2 or T3, respectively, adoption of the higher stage from the CT staging or the EUS staging showed 
a larger AUC of 0.84 than that from either stage alone. The CT-derived node stage had the higher diagnostic performance 
(68.55%) than that of the EUS-derived node stage (60.82%) for the node staging.
Conclusion: The CT-derived stage and EUS-derived stage showed comparable results for determining the T stage of 
gastric cancer. Yet the higher stage of the two stages from CT and EUS most accurately discriminated between those 
lesions with stages higher than T2 and those lesions with stages lower than T2. (J Korean Gastric Cancer Assoc 
2009;9:177-185)

Key Words: Computed tomography, Endoscophic ultrasonography, Agreement, Gastric c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