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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식도암과 이형성에서 내시경 치료의 임상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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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Outcomes of the Endoscopic Treatments for the Early Esophageal Carcinoma and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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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Esophageal cancer and dysplasia are relatively rare in Korea, compared to other Far Eastern countries. So, the 
feasibility and safety of endoscopic treatments for these diseases is not well established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technical feasibility, safety and the clinical outcomes of endoscopic treatment for esophageal epithelial lesion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April 2005 and March 2013, 25 esophageal epithelial lesions from 22 patients were treated with 
endoscopic treatment such as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o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Results: Of the 25 lesions, 11 lesions were treated with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ESD group) and 14 lesions with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group). In the ESD group, the diagnosis was squamous cell carcinoma in 7 patients (64%), 
high grade dysplasia in 3 patients (27%), and low grade dysplasia in 1 patient (9%). In the EMR group, thediagnosis was  squamous 
cell carcinoma in 8 patients (57%), high grade dysplasia in 2 patients (14%), and low grade dysplasia in 4 patients (29%). En bloc
resection rates were 100% in ESD and 42.9% in EMR, respectively. For the median 12 months follow up period, there was no re-
currence in the ESD group. However, there were three recurrences in the EMR group.
Conclusions: Endoscopic treatment for esophageal epithelial lesions is safe and feasible therapeutic modalities. Especially, ESD can 
provide higher rate of en bloc and curative resection for early esophageal cancer and dysplasi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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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에서 식도암은 바렛식도에 기인한 선암이 증가하고 있으

나, 극동아시아지역에서는 식도 상피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

상피세포암이 대다수를 차지한다.1-3 우리나라에서 식도암의 국

내 조 발생률(crude incidence rate)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십만 명당 4.4명이며, 조 사망률(crude mortality rate)은 십만 

명당 2.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는 전체 연간 암 발생 환자

의 1%로 한국에서는 흔한 악성종양이 아니다. 하지만,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조기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점막층 및 점막하

층까지 국한된 식도암으로 이 중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내시경

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1,5,6 최근에 색소내시경, 협대역 

내시경과 확대 내시경 등의 발달로 조기 식도암이나 전암병변

인 이형성의 진단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식도암의 나쁜 예

후를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질환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5 식도암의 내시경적 치료기준은 논

란의 여지가 있지만 점막층을 침범한 경우까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5 하지만 초음파 내시경과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조기 식도암 침윤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7 이상적인 내시경 치료의 전략은 일괄절제가 원칙

이며, 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이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보다 우

수하다.8 저자들은 본원의 증례들을 후향적으로 정리하여 두 내

시경 치료법의 성적을 비교하고 추적관찰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88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14, No 3, September 201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Esophageal Lesions

Characteristic
ESD group

(n=11)
EMR group

(n=14)
P value

Location 1.0
    Upper 0 (0) 1 (7)
    Middle 4 (36) 5 (36)
    Lower 7 (64) 8 (57)
Type (macroscopic classification) 0.17
    Elevated 2 (18) 3 (21)
    Flat 6 (55) 11 (79)
    Depressed 3 (27) 0 (0)

Values are presented as n (%).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5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서 내시경 치료받은 후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조기 식도암 또

는 이형성 진단을 받은 22명의 환자, 25개의 병변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2. 방법

모든 환자들은 시술 전, 본원 또는 타원에서 상부위장관 내

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에서 이형성 또는 중등도 이하

의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었다. 아스피린을 포

함한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시술 7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였다. 시술 전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은 컴퓨터단층촬영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하

여 전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내시경 초음파(GF-UM2000;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국소 침윤 심달도와 림

프절 전이를 확인하였다. 미다졸람(3∼6 mg)과 프로포폴(8∼

16 mg)을 이용하여 진정수면을 시행한 후, 본원에 구비된 내시

경(GIF H260Z, Q260J; Olympus)을 이용하여 치료를 시행하

였다. 내시경 끝에는 부드러운 캡(D-201-11804; Olympus)

을 씌웠다. 시술 전 협대역 및 확대 내시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피유두혈관상을 관찰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루골용액을 도

포하여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점막하 박리술의 경우는 IT 

knife-2 (KD-611L; Olympus)나 Hook-knife (KD-620LR; 

Olympus)를 이용하여 절제하였고, 점막 절제술은 올가미(SD-7P; 

Olympus)를 이용하였다. 시술 후 병변이 내강의 3/4 이상을 

차지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식이 진행 당시부터 프레드니솔론 

30 mg을 1개월간 투여하였으며, 서서히 용량을 감량하였다. 

환자들은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3∼6개월 간격으로 

내시경을 추적관찰하였으며,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함께 시행하였다. 

일괄절제(en bloc resection)는 병변을 포함한 절제가 하나

의 조각으로 시행된 경우로, 완전절제(complete resection)는 

병리학적 분석에서 병변이 점막층에 국한되고 변연에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림프관이나 혈관 내에서도 비정상적 세포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편평상피세포암에서 국소 

심달도는 상피(epithelium)에 국한된 경우는 M1, 고유판

(lamina propria)까지 침범한 경우 M2,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범한 경우를 M3로 정의하였으며, 점막하층으

로의 침범이 200μm 이내로 침범한 경우를 SM1으로 정의하

였다. 

통계분석은 병변의 크기 등의 연속변수의 비교는 비모수 검

정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양군의 중간값을 비

교하였으며, 병변의 위치나 형태 등 범주형 변수의 비교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환자의 특징

22명의 환자 중 남자는 20명, 여자는 2명으로 남성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85%의 환자가 음주력이 있었고, 81%의 환

자가 흡연력이 있었다. 식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 

1명의 환자에서 위암과 후두암의 기왕력이 있었다. 3명의 환자

에서 두 개의 병변이 있었고 1명은 저도 이형성과 편평상피암

종이 같이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각각 모두 저도 이형성 또는 

모두 고도 이형성이었다. 25개의 병변 중 11예에서 ESD를, 14

예에서 EMR을 시행하였다. 

2. 병변들의 특징

병변들의 위치는 양 군에서 대부분 중부 및 하부 식도에 위

치하였으며, 양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0). 육안적인 

소견은 편평한 형태(O-IIb type)가 가장 많았으며, 용종형으로 

돌출된 병변은 없었고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7, 

Table 1).

3. 내시경 치료 성적의 비교

시술에 걸린 시간은 ESD군이 74분으로 35분인 EMR군보다 

길었다(P=0.02). 일괄절제율을 비교하였을 때, ESD군은 11예

(100%)인 반면, EMR군은 6예(42.9%)로 낮은 일괄절제율을 보

였다(P＜0.01). 병리학적으로 완전하게 절제된 증례는 ESD군

에서 10예(90.9%), EMR군에서 6예(42.9%)였으며, 양 군의 통

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17). 합병증으로는 시술 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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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apeutic Outcomes of Endoscopic Treatments

 
ESD group

(n=11)
EMR group

(n=14)
P value

Procedure time (min) 74 (22∼161) 35 (10∼120) 0.02
En bloc resection 11 (100) 6 (42.9) ＜0.01
Complete resection 10 (90.9) 6 (42.9) 0.17
Complication
    Delayed bleeding 1 (0.09) 2 (0.14) -
    Pneumomediastinum 0 (0) 0 (0) -
    Esophageal stricture 0 (0) 0 (0) -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 (%).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Table 3. Histopatholgic Findings of the Lesions after Endoscopic 
Treatment

 
ESD group

(n=11)
EMR group

(n=14)
P value

Squamous cell carcinoma 7 (64) 8 (57) 0.6
    Differentiation 0.5
        Well differentiated 1 (14) 1 (13)
        Moderately differentiated 5 (72) 3 (29)
        Poorly differentiated 1 (14) 4 (48)
    Depth of invasion 1.0
        M1/M2 2/0 (29) 0/1 (12.5)
        M3 4 (57) 5 (62.5)
        SM1 1 (14) 2 (15)
Dysplasia 4 (36) 6 (43) 0.5
    High grade dysplasia 3 (75) 2 (33)
    Low grade dysplasia 1 (25) 4 (67)
Incomplete resection 1 (9.1) 8 (57.1) 0.17
    Positive lateral margin 0 (0) 5 (62.5)
    SM invasion 1 (100) 0 (0)
    Positive lateral margin & 

SM invasion 
0 (0) 1 (12.5)

    Positive vertical margin & 
SM invasion 

0 (0) 1 (12.5)

    Positive lateral margin & 
lymphatic invasion 

0 (0) 1 (12.5)

Values are presented as n (%).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M, mucosa; SM, submucosa. 

지연성 출혈이 ESD군에서 1건, EMR군에서 2건 발생하였으며, 

모두 내시경적으로 치료되었다. 기종격동이나 식도의 협착 등 

다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2). 

4. 병리학적 결과

절제된 조직의 크기는 ESD군에서 30 mm로 EMR군의 20 

mm보다 컸으며(P=0.06), 병변의 크기는 ESD군에서 9 mm로 

EMR군의 9 mm와 유사하였다(P=0.53).

ESD군에서 7예의 편평상피세포암과 3예의 고도 이형성, 1예

의 저도 이형성이 있었다. 편평상피세포암중에 1예는 좋은 분

화도(well differentiated), 5예는 중등도의 분화도(moderately 

differentiated), 1예는 나쁜 분화도(poorly differentiated)를 

나타냈으며, 나쁜 분화도를 보인 증례는 시술 전 겸자 조직검사

에서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인 암종이었다. EMR군에서는 8예의 

편평세포암종과 2예의 고도 이형성, 4예의 저도 이형성이 있었

으며, 편평상피세포암 중 1예는 좋은 분화도, 3예는 중등도의 

분화도, 4예는 나쁜 분화도를 보였다. 이들 중 나쁜 분화도의 

증례들은 시술 전 겸자 조직검사에서 각각 고도 이형성 1예와 

편평상피세포암 의증 1예,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편평상피

암 2예였다. 침윤의 깊이는 ESD군에서 M1/M2가 2예, M3가 4

예, SM1이 1예였으며, EMR군에서는 M1/M2가 1예, M3가 5

예, SM1이 2예였다. 불완전 절제된 증례들을 분석해 보면, ESD

군의 1예는 점막하층을 침범하였고, EMR군은 5예의 변연침범

과 2예의 변연침범에 동반된 점막하층 침범, 1예의 변연침범과 

동반된 림프관 침범이 있었다(Table 3). 

5. 불완전절제에서 추가 치료

ESD군에서 SM1층까지의 침윤을 보였던 1예는 수술을 시행

하였다.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에서는 남아있는 암종은 없었으

며, 림프절 전이도 없었다. EMR군 중에 저도 이형성을 보였던 

3예에 한하여 내시경적 추적검사를 시행하였고, 고도 이형성을 

보였던 1예는 추가 EMR을 시행하였다. 불완전 절제된 4예의 

암환자 중 1예는 환자의 수술 거부로 광역동 치료(photody-

namic therapy, PDT)를, 3예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한 3

예의 경우 모두 변연 침범이 있었고 2예는 점막하층을 침범하

였으며, 나머지 1예는 림프관 침범이 있었다. 세 환자 중 2명을 

본원에서 수술하였고 2명 모두 암종은 남아있지 않았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다(Table 4).

6. 추적검사 결과

중간값 12개월(6∼93개월)의 추적검사 기간 중 EMR군에서 

총 3예의 편평상피세포암에서 재발이 있었다. 1예는 53개월 만

에 재발한 환자로 EMR로 완전 절제되었으나 나쁜 분화도와 점

막근층의 침범을 보였던 경우로,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여 PDT

를 시행한 후 협착이 발생하여 몇 차례의 식도 확장술을 시행

하기는 하였으나 3년 가량 추적관찰 중 추가 재발은 없었다. 

54개월 만에 재발한 다른 1예의 경우, EMR로 완전 절제되었으

나 나쁜 분화도와 점막고유층의 침범이 있었던 병변이었다. 이 

환자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병리 결과에서 고유근층을 침범

하였으나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나머지 1예에서는 17개월 만

에 재발한 경우로, EMR 후 변연침범이 확인되었으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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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ditional Treatment for Incomplete Resection

Age (yr)/sex Method Pathology En bloc resection 2nd line treatment Final  pathology

55/Female EMRa LGD, M+ No Follow-up -
59/Female EMRa LGD, M+ No Follow-up -
55/Male EMRa LGD, M+ No Follow-up -
59/Male EMRa HGD, M+ No Additional EMR HGD
66/Male EMR M3, WD, M+ Yes PDT -
61/Male EMRa SM1, MD, M+ No Operation No residual cancer, LN(−)
62/Male EMRa SM1, MD, M+ No Operation NA
45/Male EMRa M3, PD, LI, M+ No Operation No residual cancer, LN(−)
59/Male ESD SM1, MD, M+ Yes Operation NA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M+, positive margin; LGD, low grade dysplasia; HGD, high grade dysplasia; M, mucosa; SM, submucosa; 
PDT, photodynamic therapy;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LN, lymph node; WD, well differen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NA, not 
available; LI, lymphatic invasion; ESD, endoscopic submcosal dissection.
aPiecemeal resection.

Fig. 1. Clinical outcomes of EMR group.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SCC, squamous cell carcinoma; PDT, photodynamic therapy; HGD,
high grade dysplasia; LGD, low grade dysplasia.

수술 거부로 PDT를 시행하였던 경우였다(Fig. 1). 이 환자의 수

술 후 병리 결과는 점막암이었으며,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Table 5).

총 11예 ESD 환자 중 편평상피세포암 중 1예에서 불완전 절

제 소견을 보여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 

중에 재발은 없었다. 완전 절제된 10예에서도 경과 관찰 중 재

발 소견은 없었다(Fig. 2).

고    찰

식도암은 우리나라에서 드문 암이지만, 그 예후가 불량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악성 종양이다. 점막암인 경

우 5년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점막하층 이하로 침범한 경

우는 50∼85% 미만으로 감소하며, 림프절의 전이 여부가 예후

에 중요하여 N0에서는 40∼60%이지만 N1에서는 17%로 감소

한다.9,10 진행된 식도암은 내시경적 진단이 어렵지 않으나 조기 

식도암의 진단은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기 식도암의 

대부분이 편평한 형태이기 때문에 육안적 형태로 식별이 어려

운 경우가 많아 식도 점막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최근 협대역 내시경과 확대 내시경의 발달로 상피유두내혈관루

프(intra-papillary capillary loop, IPCL)의 변화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Inoue11는 이러한 형태를 5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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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urrence after Endoscopic Treatment

Age (yr)/
sex

Method Pathology
Time to 

recurrence (mo)
Complete 
resection

2nd line
treatment

Recurrence
Treatment for 

recurrence
Post operation 

pathology

78/Male EMR M3, PD 53 Yes - Local PDT -
66/Male EMRa M3, WD, M+ 17 No PDT Local Operation T1N0
54/Male EMR M2, PD 54 Yes - Local Operation T2N0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M, mucosa; PDT, photodynamic therapy, PD, poorly differentiated; WD, well differentiated; M+, positive 
margin.
aPiecemeal resection.
Median follow-up periods: 12 (6∼93) months.

Fig. 2. Clinical outcomes of ESD group.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SCC, squamous cell carcinoma; HGD, high grade dysplasia; 
LGD, low grade dysplasia. 

하였고, 색소내시경과 더불어 식도암의 조기진단에 큰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내시경 

초음파 등의 발달로 병기결정의 정밀도가 향상되었다. 이는 내

시경적 치료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조기 식도암에서 내시경 치료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소 림프절의 전이 여부라 할 수 있겠다. Eguchi 등12의 보고

에 따르면 EMR 후 수술을 시행한 464명의 식도 편평상피세포

암 환자에 대한 분석에서 M3의 경우 18%, SM1의 경우에는 

53.1%에서 림프절 전이를 보고하였으며, 국소 침윤 심달도와 

림프관 침윤을 국소 림프절 전이의 주요 위험인자로 보고하였

다. Kim 등13은 T1 병기의 200명의 식도 상피세포암 환자에 

대한 연구 분석에서 20 mm 이상의 병변 크기, 육안적 소견으

로 편평하지 않은 형태, 림프관 침윤 등을 림프절 전이의 주요 

위험인자로 보고하였으나, 세포 분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Choi 등14의 보고에 따르면 3 cm 

미만의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식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를 보

이지 않았다. Higuchi 등15은 각각 수술 및 내시경적 치료를 시

행한 M3/SM1 식도암 환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림프절 전이의 

위험인자로 종양의 크기, 림프관 침윤을 들었다. 하지만, 

Takubo 등1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보고된 489명

의 M3와 260명의 SM1 식도암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세포의 

분화도가 나쁠수록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M1/M2 식도암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M3 식도암이라 할지라도 분화도가 좋고 크기가 2 

cm 미만이며, 다른 검사에서 림프절전이가 없고 림프관 침윤이 

없다면, 추적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점막하층 

침윤이 있는 경우 SM1이라 할지라도 내시경적 치료만으로는 

그 위험성이 있어 추가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SM층을 침윤한 식도암에 대하여 추가 치료로 수술을 시

행하였다. 분화도가 나쁜 M2 및 M3 식도암의 경우 50개월 이

후에 재발이 있어, 분화도가 나쁜 경우에는 치밀한 추적검사와 

추가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점막암과 이형성의 내시경적 치료 전략

으로는 병변의 절제 측면에서는 ESD와 EMR이 있으며, 국소적

인 응고술 치료로 PDT, 고주파 열 응고술, 레이저 및 아르곤 

플라스마 응고술 등이 있다. 병변의 완전절제를 고려하면 편평

상피세포암에서는 ESD와 EMR이 유리하다. 특히, ESD가 일괄

절제율 및 완전절제율에서 EMR보다 우수하다.8 본 연구에서도 

ESD가 EMR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일괄절제율과 완전절제율

을 보였으며, 재발도 없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위암이나 

대장암과는 달리 조기에 림프절전이를 보이는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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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편평상피세포암의 내시경적 치료 후 국소 재발은 첫 1

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3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16,17 본 연구에서도 재발증례 중 EMR로 완전절제되었

던 2예에서 50개월 이후에 재발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기간의 

치밀한 추적관찰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소재발의 위험

인자들로는 EMR, 분할절제(piecemeal resection), 루골 염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다발성으로 관찰되는 경우 등이다.8,16-18 또한 

10∼15%에서 이시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적검사 중 

어느 때나 발생이 가능하다.19-21 더구나 림프절 전이 및 원격전

이가 추적검사 중 발견될 수도 있다. 대부분 2년 내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나 4년 뒤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22,23 따

라서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의 추적검사는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MR 후 첫 1년간

은 3개월마다, 이후는 1년마다 추적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있

지만, 근거가 미약하다.24 일본에서 3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기관 코호트 연구의 디자인을 보면 EMR 또는 

ESD 후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이후로 6개월 간격으로 내시경

을 시행하고 진단 당시 및 1년 간격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포

함하고 있다.25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이

와 같은 내시경적인 추적검사 이외에도 새로운 림프절 전이 및 

원격전이에 대한 추적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단일기관 연구이며, 환자 

수가 적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인의 조기 식도암 

및 이형성의 내시경 치료에 대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점막층에 국한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식도

암과 식도 이형성증에서 내시경적 치료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치료 성적이 좋다. 특히 일괄절제와 국소재발 면에서 ESD가 

EMR에 비해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화

도, 국소 침윤 심달도의 정도, 완전절제의 여부, 림프관이나 혈

관 침윤 등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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