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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성 식도암 내시경 절제 후 발생하는 이시성 암

피규영, 김도훈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Metachronous Cancer Occurring after Endoscopic Resection of Superficial Esophageal 
Cancer

Gyu Young Pih, Do Hoon Kim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sophageal cancer has a relatively high prevalence of local recurrence, which is associated with a poor prognosis. Superficial esoph-
ageal cancer has shown a metachronous recurrence rate of 2.6~35.8% with the cumulative overall 3-year and 5-year metachronous 
cancer incidence being 9.9~15.5% and 20.6~24.5%, respectively. In addition to recurrences in the remnant esophagus, second 
metachronous primary tumors have been reported to arise in 4.0~37.4% of esophageal cancer survivors. The second primary can-
cers arising after a diagnosis of esophageal cancer are most commonly detected in the head and neck area, followed by the lungs and 
stomach. The field cancerization theory explains the high prevalence of head and neck cancer among esophageal cancer patients. 
The reported risk factors for metachronous esophageal recurrences include scattered-type Lugol staining, circumferential endo-
scopic resection of the primary lesion, heavy alcohol use, smoking, inactive aldehyde dehydrogenase-2 genes, alcohol dehydrogen-
ase-1B genes, and young age at diagnosis of the primary cancer. The risk factors for metachronous second primary tumors include 
heavy alcohol use, smoking, and a previous history of radiation therapy. Consequently, periodic follow-up endoscopy using nar-
row-band imaging is essential for the screening of metachronous esophageal cancers and second primary tumors after endoscopic 
resection for superficial esophageal cancer.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28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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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도암은 수술적 치료 후에도 국소 재발 및 원격전이가 빈

번하게 발생하는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1-4 표재성 식도암의 

근치적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내 재발암의 빈도는 

2.6~35.8%로 보고되고 있다.5-17 이러한 식도 내 재발뿐만 아니

라, 식도암 치료 후 식도 외 장기에서 발생하는 2차암도 빈번히 

보고되는데, 식도암 생존자들 중 4.0~37.4%에서 2차암이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18-23 2차암은 원발암인 식도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진단되는 암으로 원격 전이와 감별해야 한다. 식도암 환

자에게서 발생하는 2차암은 두경부에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

로 폐암이 빈번하다.18,24-26 식도암, 두경부암, 폐암은 발생 순서

에 상관없이 다발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

은 영역 암발생(field cancer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

다. 영역 암발생은 상부 호흡소화관(upper aerodigestive tract)

에 암 유발 물질이 반복적인 유해 자극을 가하게 되면 점막 세

포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암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27

따라서 식도암 환자들은 재발 및 2차암 발생을 방지하고 조

기 발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초발암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진단되는 암을 동시성 암(synchronous cancer), 6개월 

이후에 진단되는 암을 이시성 암(metachronous cancer)으로 

구분하는데,28 식도암은 그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임상 경

과를 추적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이시성 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도암 치료 후 발생하는 

이시성 암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표재성 식도암의 내시

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내 및 식도 외의 이시성 암의 빈

도, 위험인자, 치료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0.0046&domain=pdf&date_stamp=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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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Metachronous Esophageal Cancer after Endoscopic Resection of Superficial Esophageal Neoplasms

EMR/ESD Histologic diagnosis
Median follow-up period 

(months)
Metachronous cancer

Ell et al.33 (2000) 64 EMR 61 AC+3 HGD Mean follow-up: 12±8 3 (4.7%)

Shimizu et al.5 (2001) 82 EMR 82 SCC 25 (14~58) 12 (14.6%)

Conio et al.14 (2005) 39 EMR 7 AC+32 dysplasia 25 1 (2.6%)

Ciocirlan et al.17 (2007) 54 EMR 16 SCC+37 dysplasia+1 
normal

2/31 (7%) (among complete 
remission)

Lopes et al.8 (2007) 41 EMR 23 AC+18 HGD 31.6 (0~83) 5 (12.2%)

Yokoyama et al.9 (2008) 81 EMR 81 SCC 41 (4~160) 29 (35.8%)

Ono et al.47 (2009) 107 ESD 50 SCC+57 HGD 15 (13~17) 2 (1.9%)

Urabe et al.30 (2009) 96 EMR 96 SCC 27.3 (13~45) 12 (13%)

Yamashina et al.11 (2013) 194 EMR+208 ESD 402 SCC 46 (3~187) 64 (15.9%)

Nakagawa et al.31 (2014) 124 EMR+144 ESD 204 SCC+26 AC 36.5 (6~120)/45.5 (6~131) SCC: 22 (10.8%)/AC: 1 
(3.8%)

Kim et al.12 (2015) 39 EMR+108 ESD 117 SCC+30 dysplasia 34.8 (8~138) 5/118 (4.2%) (among 
curative resection)

Tsujii et al.10 (2015) 368 ESD 237 SCC+11 AC+111 
dysplasia/IEN

35 (4~98) 30/214 (14%) (among 
curative resection)

Kagemoto et al.7 (2016) 117 ESD 117 SCC 39.9 (12~101) 15 SCCs and 19 HGDs 
(29.1%)

Park et al.15 (2016) 261 ESD 191 SCC+70 dysplasia 36 (18~61) 11/201 (5.5%) (among 
curative resection)

Uno et al.29 (2017) 154 ESD 154 SCC 40.5 (28.8~69.5) 23 (14.9%)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C, adenocarcinoma; HGD, high grade dysplasi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IEN, intraepithelial neoplasia.

본 론

1.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내 
이시성 암

1) 식도 내 이시성 암의 발생 빈도

표재성 식도암을 내시경 근치 절제술로 치료한 후 발생하는 

식도 내 이시성 재발암의 빈도는 2.6~35.8%로 알려져 있다

(Table 1).5-15,17 식도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194명의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208명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

은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였을 때 총 64명(15.9%)에서 식도 내 

이시성 재발암이 진단되었다.11 다기관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214명의 근치적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은 식도암 환자들 

중 식도 내 이시성 암이 30명(14%)에서 확인되었고,10 다른 연

구들에서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은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

자들을 중앙값 39.9~40.5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14.9~29.1%

에서 식도 내 이시성 재발이 진단되었다.7,29 또한 내시경 점막절

제술을 받은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들 중에서는 13.0~14.6%

에서 식도 내 이시성 재발이 진단되었다.5,30 현재까지 내시경 

점막절제술과 점막하 박리술 환자군 간의 식도 내 재발암 발생

률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없지만, 재발 빈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식도 편평세포암종과 샘암종(adenocarcinoma)을 비교한 연

구에 따르면 242명의 편평세포암종 환자들 중 10.8%에서 식도 

내 이시성 암이 진단되었고 26명의 샘암종 환자들 중에서는 

3.8%에서 이시성 암이 진단되었다.31 이 연구에서는 샘암종 환

자수가 26명으로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에 비하여 적은 수가 포

함되었다. 반면 식도 샘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다른 연

구들에서는 2.6~12.2%의 이시성 재발을 보고하였다.14,32,33 이

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식도 편평세포암종과 샘암종에 대한 

문헌들을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암종에서 발

생하는 이시성 암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6

이 밖에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시

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이시성 식도 편평세포암종이 35.8%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9 음주는 식도 편평세포암

종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식도암 발생 후 음주를 지

속할 시 식도 내 이시성 암의 빈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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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ugol voiding patterns in super- 
ficial esophageal cancer. (A) Uniform-type
Lugol voiding lesion. (B) Scattered/ spec-
kled-type Lugol voiding lesion.

다.34,35

한편, 현실적으로 식도 재발암이 이시성인지 동시성인지 구

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식도 절제술 후 식도 수술 검체를 

병리학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28~31%에서 식도 검체 

내에 주 병변과 독립적인 또 다른 암 병변이 발견되었다.36,37 

이러한 다중성 병변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시성 암일 가

능성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한 이시성 암이라는 가설이 더 

우세한데, 식도 초발암이 발생한 후 두 번째 암 병변이 발생하

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5

장기간에 걸쳐 식도암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3년

간 식도 내 이시성 암 누적 발생률은 9.9~15.5%였고, 5년간 이

시성 암 누적 발생률은 20.6~24.5%였다.10,11 또한, 초발암이 

발생하고 2차암이 발생한 뒤 3차암까지 진단되는 사례들도 보고

되었는데, 2개의 각기 다른 연구에서 각각 12명의 환자 중 2명

에게서 3차암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5,30

이러한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식도암이 비록 내시경적으로 

근치 절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식도 내 이시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보고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정

기적인 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식도 내 이시성 암 발생의 위험인자

식도암의 위험인자는 남성, 음주, 흡연, 고령으로 알려져 있다.35 

식도 내 이시성 암 발생의 위험인자는 초발암의 위험인자와 다소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루골 용액

의 염색 패턴, aldehyde dehydrogenase-2 (ALDH2) 유전자와 

alcohol dehydrogenase-1B (ADH1B) 유전자의 변이, 초발암의 

내시경 절제 시 식도 점막 결손의 정도, 음주, 흡연, 나이가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이시성 암과 연관된 인자들이었다.

(1) 루골 용액의 염색 패턴

루골 용액을 이용한 색소 내시경은 식도암 병변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검사법이다. 이는 루골 용액이 식도 점막의 글리코겐

과 반응하는 기전을 이용한 검사로 정상 점막은 갈색 빛으로 

염색되는 반면, 암성 병변은 글리코겐의 부족으로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38 이러한 루골 색소 내시경은 일반 백색광 

내시경 검사 시 놓칠 수 있는 암 병변을 찾아내 식도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39-41 또한 루골 염색법이 식도암을 진단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루골 염색 패턴을 통해 식도 및 두경부 

암의 2차암 발생이 예측 가능하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42 

1,060명의 식도암과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

르면, 루골 불염대 병변의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클수록 식도암과 

두경부암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이시성 2차암의 위험도가 높

았다.42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루골 용액의 요오드 

염색 패턴이 분산형(scattered types)인 경우, 단일형(uniform 

type)일 때보다 이시성 암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5 분산형 

루골 염색 패턴을 보인 환자들 중 38%에서 이시성 식도 편평

세포암종이 진단되었다.43 분산형 루골 염색 패턴은 다수의 미

세한 루골 비염색 영역이 보이는 병변들을 지칭한다(Fig. 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분산형이라는 표현 대신에 얼룩형(speckled)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얼룩형 루골 염색 패턴이 이시

성 식도 편평세포암종의 유의한 위험인자였다.30 이 외에도 이

러한 루골 염색 패턴을 다중 요오드 비염색 병변이라고 정의하

기도 하며, 이러한 병변이 있는 환자들의 이시성 암의 위험비는 

6.0 (95% 신뢰구간: 3.4~10.6, P<0.001)으로 나타났다.11

결국 루골 염색 패턴이 다중의 불염대 영역을 포함할 때, 즉 

분산형 또는 얼룩형인 경우 이시성 식도암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비염색 부위가 비전형적 점막 세포를 형성하는 

잠재적인 병소가 되어 이 부위에서 암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다.5

(2) ALDH2 유전자와 ADH1B 유전자

ALDH2 유전자와 ADH1B 유전자는 식도 편평세포암종에 대

한 감수성 유전자이다.7 비활성 ALDH2 유전자는 음주 후 알데

하이드를 제거하는 능력 감소와 연관이 있어 식도암 발생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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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44 지속적인 알데하이드 노출이 식도 편평세포암종

의 재발을 유발하는 것이다.9 그리고 ALDH2 유전자는 상부 호

흡소화관 영역 암 발생 및 식도 내 이시성 암의 발생에 대한 유

의한 연관인자였다.9 또한 활성이 약해진 ADH1B 유전자가 이

시성 식도암의 위험인자로 보고된 바 있다.7

(3) 식도 점막 절제술 후의 점막 결손 크기

식도암의 근치적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점막 결손의 크

기를 이시성 재발암의 위험인자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29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원주 거

의 대부분을 절제하는(circumferential/subcircumferential) 점

막절제술과 원주의 일부를 절제하는 점막절제술(non-sub-

circumferential) 병변을 비교한 결과 식도 내 이시성 암의 발

생률은 각각 24.1%와 9.0%였다.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점막 결손이 내강 원주의 

75% 이상을 넘을 때 이시성 암의 발생률만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식도 협착 발생률도 45.5~92% 정도로 높아진다.45-47 식

도 협착은 추적 내시경 검사 시 식도 점막의 면밀한 관찰을 어

렵게 하므로 추적 관찰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관찰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4) 음주와 흡연

음주와 흡연은 이미 식도 편평세포암종의 위험인자로 잘 알

려져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음주와 흡연이 식도 초발암 

뿐만 아니라 근치적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이시성 식도암

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는 보고들이 있다.7,31 하지만, 이 연구

들의 공통된 한계점은 식도의 점막 절제술 후 음주와 흡연습관 

변화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음주, 흡연의 패턴 변화가 

식도 이시성 암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음주가 루골 용액 염색 패턴과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42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루골 염색 패턴은 이시성 암의 유의한 연관인자이므로 이와 

관련한 연관성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5) 나이

식도 초발암을 진단받은 나이가 젊을수록 추후 식도 내 이시

성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다.30 또 다른 장기

간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젊은 나이가 표재성 식도 편평세포암

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식도 이시성 재발암의 유의한 예측인자

였다.11

3) 식도 내 이시성 암의 특징

식도 내 이시성 재발암의 임상적 혹은 병리학적 특징에 대하

여 분석한 논문은 현재 거의 없다. 한 논문에서 식도의 초발암

과 이시성 암의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식도를 4분절

(cervical, upper, middle, lower)로 나누었을 때 초발암과 이

시성 암이 발생하는 분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즉, 초발암

이 발생하였던 분절에서 이시성 암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영역 암 발생으로 설명하였는

데, 발암 물질이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노출되면 유전 변이가 

생기고 비슷한 위치에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7 식도 

이시성 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2.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외 
이시성 암

1) 식도 외 이시성 암의 발생 빈도

현재까지의 보고들에 따르면 식도암 생존자들 중 4.0~37.4%

에서 2차암이 발생하였다.18-23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에서 

특히 상부 호흡소화관에 2차암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두경부와 폐였다.21 두경

부, 폐, 식도의 점막이 공통된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다발성 암

이 발생하게 된다는 영역 암 발생 이론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한다. 술, 담배와 같은 공통 발암물질에 의한 만성 노출이 상부 

호흡소화관에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27

한 연구에서는 식도암 진단 이후 2차암이 진단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48개월로 보고하였다.48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의하면 식도 편평세포암종 이후 발생하는 두경부 2차암의 빈도

는 3.0~29.6%였고, 동시성 암이 48.2%, 이시성 암이 51.8%를 

차지하였다.49 이 중 78%가 인두부에서 발생하였고, 인두부 중 

하인두(60.3%)에 가장 많이 위치하였으며 대부분이 낮은 병기

(85.3%)로 진단되었다.

한편 식도암 진단 이후 진단되는 2차암의 가장 흔한 부위를 

위장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다.48 표재성 식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시성 2차암 연구에서 두경부암과 위암이 동

등하게 가장 흔한 빈도를 보였다.50

2) 위험인자

상부 호흡소화관의 영역 암 발생을 유발하는 공통 위험인자

는 술, 담배로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27 한 연구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2차암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방사선

이 조사되는 범위 내에 위치한 장기들에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

나 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유추된다.51,52

3) 치료 및 예후

현재 식도암 후 발생하는 두경부암, 위암, 폐암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은 없다. 식도 편평세포암종 진단 후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한 보고에 따르면 83%의 두경부암 병변

이 내시경 절제로 치료 가능하였다.53 2차암의 병기와 환자 상

태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식도 편평세포암종 진단 후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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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편평세포암종 단일군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5년 생존율

은 각각 9.2%, 21.0%였으며, 2차암 발생이 예후에 나쁜 인자였

다.54 두경부암 단일군과 두경부암 진단 후 식도암이 진단된 환

자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3년 생존율이 각각 71.2% 및 48.2%

로 나타나 다발암 군의 예후가 더 나빴다.55 하지만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식도암 진단 후 2차암 발생이 반드시 나쁜 예후와 연

관 있지는 않았고,56 2차암이 발견된 식도암 생존자들이 오히려 

더 나은 생존율을 보이기도 하였다.57 이러한 이유는 2차암이 

진단된 환자군이 검진 및 추적 관찰에 협조적인 환자들이어서 

2차암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에 적극 동참

하였고 이것이 높은 생존율로 이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4) 추적 관찰

현재로서는 식도암 치료 후 발생한 2차암에 관련한 진료 지

침은 없는 실정이다. 유럽 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의 식도암 진료지침에 따르면 만성 음주 및 

흡연을 한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의 경우 내시경 검사 시 두

경부 지역을 함께 스크리닝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지경도 스크

리닝 검사에 포함할 것을 추천한다.58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

를 적용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일본의 식도암 가

이드라인에서는 식도 편평세포암종 치료 후 두경부, 위, 대장의 

2차암 스크리닝 검사를 권유한다.59 하지만 구체적인 스크리닝 

시기, 간격,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많은 연구에서 협대역 영상(narrow-band imaging) 내시경

이 식도암 후 발생하는 두경부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좋은 검

사법이라고 하였고, 일반 백색광 내시경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로 두경부 2차암을 진단하였다.53,60,61 한편, 루

골 색소 내시경은 가슴 통증, 알레르기 반응, 후두 경련, 급성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두경부 암의 스크리닝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62,63 두경부 2차암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

sion tomography)의 효용성을 연구한 결과 진단의 민감도가 

61.5%로 내시경을 통한 진단율이 더 우수하였다.64

결 론

식도암 치료 후 발생하는 이시성 암은 크게 식도 내에서 재

발하는 암과 식도 외 장기의 2차암으로 나눌 수 있다. 표재성 

식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 발생하는 식도 내 이시성 암의 빈도

는 2.6~35.8%로 보고되고 있고, 3년 누적 발생률 9.9~15.5%, 

5년 누적 발생률 20.6~24.5%로 재발 빈도가 높다.5-11 뿐만 아

니라 식도암 환자 중 4.0~37.4%에서 2차암이 발생하였는데 두

경부, 위암, 폐암이 가장 흔한 2차암종이었다.18-23 식도 내 이시

성 암의 위험인자는 루골 용액의 분산형 염색 패턴, 초발암의 

내시경 절제 범위, ALDH2 유전자와 ADH1B 유전자 변이, 음

주, 흡연, 젊은 나이였다. 그리고 2차암의 위험인자는 음주, 흡

연, 방사선 치료력이었다. 식도암이 근치적 내시경 절제되었다

고 하더라도 식도 내 재발암과 주변 장기의 2차암이 발생할 위

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

고 이 때 협대역 영상 내시경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좋

은 검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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