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널리 시행됨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기 대장암의 진단율이 증가했다[1]. 조기 대장암의 치료는 

내시경절제술과 최소 침습적 수술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조기 대장암의 다학제적 치료 전략조기 대장암의 다학제적 치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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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reatment for early colon cancer has progressed rapidly with endoscopic resection and minimally 
invasive surgery. Selection of patients without risk of lymph node metastasis is necessary before deciding 
on endoscopic resection for early colon cancer treatment. We aimed to review the optimal multidisciplinary 
treatment strategies for early colon cancer, including endoscopy and surgery.
Current Concepts: Pathological risk factors include histologic grade of cancer cell differentiation, lymphovascular 
invasion, perineural invasion, tumor budding, and deep submucosal invasion. These risk factors for predicting 
lymph node metastasis are crucial for determining the treatment strategy of endoscopic excision and radical 
resection for early colon cancer. Prediction of the depth of invasion in early colon cancer using endoscopic 
optical assessments is vital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treatment method for endoscopic or surgical resection. 
Furthermore, optical assessment of pit and vascular patterns is useful for estimating the depth of submucosal 
invasion using magnifying chromoendoscopy and narrow-band imaging endoscopy. Performing an endoscopic 
and pathologic evaluation of the risk factors for lymph node metastasis is imperative when selecting endoscopic 
or surgical resection. Endoscopic treatments include cold snare polypectomy,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an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In addition, appropriate surgical treatment should be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early colon cancer with a high risk of lymph node metastasis.
Discussion and Conclus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should be recommended to establish an optimized 
treatment strategy, minimize the risk of complications, and obtain excellent oncologic outcomes via patient-
tailored treatment in patients with early col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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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내시경절제술은 전신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수

술적 절제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간이 짧으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2]. 그러나 내시경절제술은 림프절 절제

를 시행할 수 없고, 원발성 국소 병변만을 절제하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 치료를 위해 내시경절제술을 결정하기 전에 림

프절 전이의 위험이 없는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침습 수술은 대장암 수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3-5]. 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 통증, 배변 회복, 입원기간, 

빠른 일상생활 복귀 등 수술 후 단기 결과를 개선했다[6]. 대

규모 무작위임상연구에서는 장기 종양학적 결과의 안전성을 

확립했다[7]. 따라서 복강경 수술은 대장암 환자에게 안전한 

종양 수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기 대장암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여 환자의 병기와 전신

상태에 최적화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 합병증의 위험

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종양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학

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기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 및 수술을 포함한 최적의 다학제적 치료 전략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림프절 전이의 병리학적 위험인자

초기 대장암의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림

프절 전이이다.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

graphy, CT)은 원격전이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를 감지

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불규칙한 경계, 조직의 이

질성, 불규칙한 모양과 같은 림프절의 형태적 특징은 전이

성 림프절을 구별 짓는 특징으로 간주된다. 밀도가 균일한 

림프절은 전이 가능성이 적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모

호하거나, 혹은 밀도가 혼합된 림프절은 전이성 림프절로 간

주된다[8]. 림프절 전이는 다양한 방사선학적 특징을 이용

하여 평가하지만 CT의 림프절 전이의 진단 정확도는 여전

히 약 70%에 불과하다. 5 mm 이하의 림프절 중에서도 약 

15-20%가 대장암에서 전이성 림프절로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절제술과 근치적 절제술의 

치료 전략을 결정할 때 림프절 전이를 예측하는 병리학적 위

험인자는 매우 중요하다. 병리학적 위험인자에는 암세포 조

직 분화도, 림프관 침윤, 혈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종양발

아, 깊은 점막하 침윤 및 수직 침윤 깊이(＞1,000 μm)가 포

함되므로 병리학적 평가에서 점막하 조직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10].

저분화 선암, 인환세포암종 및 점액성 선암은 불량한 조

직학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11]. 림프 및 정맥 침습도 

림프절 전이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이다. 종양발아는 점막하 

침윤의 침습면으로부터 분리된 단일 암세포 또는 5개 미만

의 암세포군의 존재로 정의한다. 가장 깊은 침습면 부위에 

5-10개 이상의 종양발아가 존재하면 조기 대장암에서 림프

절 전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12].

점막층에 국한된 대장암은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다. 그러나 점막하층을 침범하면 약 6-20%에서 림프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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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한다[13]. Haggitt 분류 방법은 유경성 병변의 점

막하 침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비경성 병변의 경우 

Kudo 또는 Kikuchi 분류에 따라 점막하 침윤 깊이를 평가

한다[14]. 점막하층 전체를 3등분으로 했을 때, 표층(SM1), 

중층(SM2), 심층(SM3)으로 나눌 수 있다. Haggitt level 4

와 Kikuchi SM 2-3의 깊은 점막하 침윤이 있는 경우 림프

절 전이의 위험이 증가한다. 무경성 악성 용종에서 점막하층

으로 수직 침윤 깊이가 1,000 μm 이상인 경우 림프절 전이

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15]. 내시경절제술로 점막하층

의 전체 두께를 절제할 수 없는 경우 점막하층을 3단계로 나

누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1,000 μm 이상의 수직 

침습 깊이는 깊은 점막하 침습을 반영하는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시경적 제거 후 절제연을 침범하는 것도 위험인

자이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근치적 절제

가 필요하다(Figure 1) [16].

내시경 광학적 평가

내시경을 이용한 광학적 평가를 이용해 조기 대장암의 침

윤 깊이를 예측하는 것은 내시경적 또는 수술적 절제의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병변의 경도, 

깊고 불규칙한 함몰, 공기주입에 의한 형태의 불변, 점막주

름의 수렴, non-lifting sign 등은 심부 점막하암을 시사하

는 육안 소견이다. 특히 non-lifting sign은 점막하 섬유증 

또는 깊은 점막하 침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육안적 형

태에 의한 깊은 점막하암을 예측하는 것에 비해 민감도와 정

확도가 낮아 non-lifting sign 만으로 점막하 침윤을 예측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17].

확대색소내시경과 협대역영상(narrow-band image, 

NBI) 내시경을 사용한 pit pattern과 혈관상의 광학적 평가

는 점막하 침윤 깊이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깊은 점막하 

침범도 Kudo pit pattern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데, 심

부 점막하 침범은 pit pattern IIIL, IIIS 및 IV에서 각각 1%, 

5% 및 8%에 불과했지만, 형태가 불규칙하거나(type VI), 

조직화되지 않은 경우(type VN), 깊은 점막하 침윤의 확률

은 각각 14%와 80%이다[18]. Indigo carmine 혹은 crystal 

violet 등의 염색액을 도포한 후 확대색소내시경을 이용하여 

점막을 관찰하면 점막선 구멍(mucosal gland orifice or pit 

pattern)의 형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두 염색법의 색소내시

경 진단 정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19]. NBI는 빛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얕은 광투과율을 이용하여 점막 표면

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점막색, 표면 형태, 모세혈관

상을 평가하여 침습성 대장암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20]. 

Negative vertical margin Positive vertical margin

Intestinal resection with 
lymph node dissectionSurveillance

Intestinal resection with lymph node dissection 
is considered

Papillary
adenocarcinoma

Tubilar
adenocarcinoma

Medullary carcinoma

Depth of SM invasion 
<1,000 µm

Negative lymphovascular
invasion

Budding (BD1)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Signet-ring cell

carcinoma
Mucinous carcinoma

Depth of SM invasion 
≥1,000 µm

Positive lymphovascular
invasion

Budding (BD2/3)

Figure 1. Treatment strategies for pT1 cancer after endoscopic resection. Adapted from Hashiguchi Y, et al. Int J Clin Oncol 2020;25:1-4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16]. SM, submucosa; BD, tumor budd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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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색소내시경을 사용한 NBI는 점막 표면의 모세혈관상을 

세심하게 탐색할 수 있는데 pit pattern이 깨지면서 두꺼운 

미세혈관이 불규칙하게 있거나 무혈성 부위가 관찰되는 경

우, 그리고 혈관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 심부 점막하층

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Sano, Hiroshima, Showa, Jikei 분류와 같

은 다양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Japan Narrow Band 

Imaging Expert Team 분류는 전문가 회의에서 통합 분

류 시스템으로 제안되었으며, 검증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

이 입증되었다. 일본, 미국, 유럽의 내시경 전문가 그룹은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진단을 위해 Narrow Band Imaging 

International Colorectal Endoscopic classification (NICE) 

분류를 개발했다[21]. NICE 분류는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있

는 점막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양성 선종, 점막내암, 표재성 

점막하암, 심부 점막하암으로 구분된다(Table 1) [21]. 육안 

내시경에서 심부 점막하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거나 Kudo 

전구형이 VN인 경우 또는 NBI 내시경에서 Sano class IIIB, 

Hiroshima class C3 또는 Japan Narrow Band Imaging 

Expert Team class 3에 해당하는 경우 깊은 점막하 침윤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시경을 이용한 광학 진단을 바탕으로 

내시경적 치료와 수술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네덜란드 T1 대장암 연구 그룹은 큰 무경성 용종에서 NBI

를 사용하여 T1 대장암을 실시간 광학 진단하는 다기관 전향

적 연구를 수행했다. 광학 진단의 민감도는 여전히 63.3%로 

제한적이지만, 점막하층 침윤이 있는 내시경적으로 절제 불

가능한 병변을 예측하는 데 대한 특이도는 99.0%로 정확했

다[22]. 따라서 확대색소내시경, NBI 등을 포함한 첨단 내시

경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조기 대장암의 표층 또는 깊은 점

막하 침윤을 구별하는 정확도를 높여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병변에 대한 불필요한 외과적 의뢰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즉각적인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심부 점막하 대장암의 불필

요한 수술 전 내시경절제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시경 치료

점막층에 국한된 대장암은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없기 때

문에 내시경절제술로 점막내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면 재발 

가능성이 없어 치료할 수 있다. 점막내 종양이나 표층 점막

하 침윤이 있는 경우 내시경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간 재발

률에는 차이가 없었다[23].

그러나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높은 점막하 대장암에서는 

내시경절제술이 수술적 절제술보다 재발률이 높다. 점막하 

침윤이 있는 초기 대장암에서, 내시경절제술은 국소 재발률

이 2.3-6.4%인 반면, 외과적 절제술은 국소 재발률이 0.9-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24]. 조기 대장암의 림프절 전이 

확률은 위험인자 유무에 따라 각각 15.5%, 7.1%였다. 따라

서 림프절 전이의 위험인자가 높은 초기 대장암은 내시경 치

료 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내시경 치료에는 콜드 올가미 용종 절제술(cold snare po- 

lypectomy), 내시경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

tion, EMR),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이 있다. 대장내시경에서 악성 대장 용종

이 발견되면 Paris 분류에 따른 용종의 크기와 육안적 형태

를 확인해야 한다. 유경성 악성 용종은 콜드 올가미 폴립 절

제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무경성 용종의 

Table 1. Narrow Band Imaging International Colorectal Endoscopic classification (NICE) for the endoscopic diagnosis of early colorectal cancer

 Type 1 Type 2 Type 3

Color Same or lighter than background Browner relative to background (verify color 
arises from vessels)

Brown to dark brown relative to background; 
sometimes patchy whiter areas

Vessels None, or isolated lacy vessels may be present 
coursing across the lesion

Brown vessels surrounding white structures Has area of disrupted or missing vessels

Surface pattern Dark or white spots of uniform size, or 
homogeneous absence of pattern

Oval, tubular or branched white structures 
surrounded by brown vessels 

Amorphous or absent surface pattern

Most likely pathology Hyperplastic & sessile serrated polyp Adenoma Deep submucosal invasive cancer

Adapted from Wang Y, et al. World J Gastrointest Oncol 2021;13:58-68,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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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종양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내시경 절제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크기가 2 cm 미만인 용종은 EMR을 통해, 2 cm 

이상의 폴립은 ESD를 통해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 함몰

이 있는 무경형 용종(유형 IIc)은 점막하 침윤과 관계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25].

암세포의 절제연 침범은 국소 절제의 종양학적 실패로 이

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를 위해서는 절제연이 음성인 일괄 절제를 시행해야 한

다. ESD는 EMR 기법보다 큰 무경성 병변의 일괄 절제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ESD에는 높은 출혈 및 천공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따른다[26]. 결장 병변에 대한 ESD는 난이

도가 높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과 완전 절제율은 내시경 시

술자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점막하 박리 후 

합병증의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응급수술

이 필요한 경우는 점막하박리술을 받은 환자의 약 1% 정도

이기 때문에 ESD의 안전성은 임상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만

하다. 따라서 대장의 ESD는 적절한 수련 후 충분한 경험을 

가진 내시경 전문가가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27].

얕은 점막하층에는 림프관이 없어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에서 표재성 점막하 침범의 

경우 내시경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깊은 점막하 

침범이 있으면 림프혈관 침범과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에 심부 점막하 침범이 의심되면 내시경으로 표

적 생검만 시행하고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28]. 이와 

같이 내시경적 절제술이나 외과적 절제술을 선택할 때 림프

절 전이의 위험인자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높은 조기 대장암 환자에서 우수한 장기 종양

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시경절제술 후 적절한 외과적 

치료를 권고해야 한다.

수술 치료

절제된 조직에 림프절 전이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절제연

이 침범된 경우, 안전한 종양 치료를 위해 외과적 절제를 고

려해야 한다. 대장암 치료를 위한 수술적 절제의 원칙은 온

전한 결장간막평면, 광범위 림프절 절제, 종방향 절제연 확

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결장간막면 수술(Mesocolic plane surgery)

1982년 Heald는 직장간막에 퍼진 미세 전이 부위를 제

거하기 위해 발생학적 평면을 따라 예리하게 박리함으로써 

전직장간막절제술(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을 제시

했다. TME 수술은 직장암의 국소 재발률을 40%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켰는데, 표준화된 TME는 수술의 질을 개

선함으로써 직장암에 대한 종양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

다[29]. 2009년 Hohenberger 등[30]은 대장암에 대한 전

결장간막절제술(complete mesocolic excision, CME)이라

는 개념을 제안했다. CME는 결장장간막평면 또는 결장간막

면(mesocolic plane) 수술로서 Toldt씨 근막을 따라 예리한 

박리를 시행하여 온전한 결장간막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TME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결장간막면 수술의 질

을 비교한 병리학적 연구에서, 고유근이 노출된 불완전한 결

장간막에 비해 온전한 결장간막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한 생

존 차이가 보고되었다[31]. 메타 분석에서도 CME의 종양학

적 이점을 보고했다[32].

CME의 개념화는 표준화된 수술의 질을 제공하고 수술 치

료의 정량화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절제된 결장간막면의 병리학적 평가는 수술의 질에 대한 객

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양학적 예후 

및 수술의 질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33]. 따라서 외

과 영역에서 CME의 임상적 적용은 대장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술의 질과 환자 생존율의 향상

을 기대하고 있다.

2. 광범위 림프절 박리술(Radical lymph node dissection)

집도의는 림프절의 박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림프절 전

이를 예측하는 데 있어 수술 전 CT의 진단 정확도는 제한

적이다. 림프절의 크기가 크고 질감이 이질적인 경우는 전

이 가능성이 높지만, 림프절(N) 상태에 대한 CT 소견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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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없다. 종양 침범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림프절 전이

의 위험도 증가한다[34]. 따라서 수술 전 T상태는 림프절 절

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결장직장

암학회(The Japanese Society of Cancer of the Colon and 

Rectum) 가이드라인에서는 T3-4에서 D3 림프절 전이의 가

능성이 10%로 높기 때문에 진행성 대장암에서 D3 박리를 

권장한다[35]. 중심 혈관 결찰(central vascular ligation)은 

장간막 혈관 기시부까지 확장된 mesocolon의 완전한 절제

를 위해 시행한다. 광범위 림프절 박리술을 위해서는 영양 

동맥(feeding artery)의 기점에서 혈관 결찰을 수행해야 한

다. 이 중심 혈관 결찰은 일본결장직장암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D3 림프절 박리의 개념과 유사하다.

결장의 림프관 경로는 20세기 초 Jamieson과 Dobson 

[36]에 의해 과학적인 실험을 토대로 최초로 기술되었다. 그

들은 사체의 결장벽에 프러시안 블루(Prussian blue)를 주입

하여 염료가 림프계를 따라 흐르고 림프절을 염색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연구는 대장암 세포가 결장벽에서 국소 림

프절로 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광범위 림프절 

박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광범위 D3 박리는 우측 결장절제술에서는 상장간막정맥

(superior mesenteric vein, SMV)의 surgical trunk에 대

한 Gillot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1964년 Gillot 등[37]은 

SMV 우측의 위결장정맥간(gastrocolic trunk)과 회대장정

맥(ileocolic vein) 사이의 부위를 surgical trunk라고 하는 

해부학적 지표로 명명했다. 우측 결장의 림프액은 surgical 

trunk에 수집되어 중심 림프계로 배출되기 때문에 국소적 

조절을 위해 surgical trunk를 포함하는 근치적 림프절 박

리술이 인정되었다. 1995년 Toyota 등[38]은 우측 결장의 

림프 흐름은 SMV의 우측면에 림프관 사슬을 형성하여 주

변 림프계를 따라 흐르며 일부 림프관 연결은 중결장동맥

(middle colic artery)의 기시부에 있는 림프절까지 확장된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기 대장암에서 근치적 림프절 박리

술의 종양학적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부족하

다. 현재 종양학적으로 적절한 림프절 박리 범위와 D3 림프

절 박리의 해부학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작위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9,40].

림프절 절제 개수가 5개 미만인 환자보다 20개 이상인 환

자에서 예후가 더 좋았다는 보고가 있다[41]. 림프절 절제

가 불충분한 경우 전이성 림프절의 병리학적 진단은 불가

능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 항암치료에 대한 치료 기회

를 놓쳤을 수 있다. 충분한 림프절 박리로 적절한 항암치료

를 시행하면 보다 정확한 림프절 병기 결정으로 인해 생존율

이 향상될 수 있다. 종양학적 관점에서 암의 병리학적 병기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개의 림프절을 적출해야 하

며,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수술 후 적절한 항암치료를 선

택할 수 있다.

3. 종적 절제연(Longitudinal resection margin)

종방향 절제연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장암 수술의 근위부

와 원위부 절제연의 길이에는 차이가 있다(Figure 2) [40]. 

일부 술자는 10 cm 이상을 충분한 종방향 절제연으로 판

단한다.

일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전이 병소는 종양의 5 cm 이내에 

분포했기 때문에, 양측에 5 cm의 절제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42]. 또한 간 또는 비장 굴곡 부위는 이중 

림프 배액이 있기 때문에 종방향 절제연을 확장하여 넓게 충

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장암 수술에서 기

존 근치적 절제술과 확장 근치적 절제술은 치료 효과에 유의

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다[43].

Proximal

Pericolic LNs

Intermediate LNs

Main LNs

Tumour
area

≤5 cm≤5 cm 5＜T≦10 cm5＜T≦10 cm

Distal side

Figure 2. Grouping of the retrieved lymph nodes (LNs). Adapted from Yang SY, 
et al. BMC Cancer 2020;20:657,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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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전한 결장간막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이지만, 종양의 위치와 병기, 섭식혈관과의 관계, 림프절 전

이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원발성 종양으로부터 5-10 cm 

이상의 절제연을 고려할 수 있다.

최신 림프절 지도화 기술(Novel Technology 

of Lymph Node Mapping)

최근에는 형광 림프절 매핑이 유망한 영상 유도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ICG (indocyanine green)는 인체에 무해

한 형광염료로 결장벽에 주입되면 혈관주위 공간에서 림

프계로 들어간다. 대장암 수술에서 형광 림프절 매핑은 특

히 주요 surgical trunk 주변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림프

절 박리를 위해서 림프 경로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Figure 3) [44]. 최적의 ICG 용량을 대장내시경

을 통해 점막하에 주사했을 때 형광 림프절 매핑의 성공률

은 90% 이상이었다[44]. 형광 림프절 매핑 기술을 적용하

여 획득 림프절 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45,46]. 림프절과 

림프 배액 경로를 직접 시각화했을 때, 원발성 종양과 관

련된 림프절을 쉽게 박리할 수 있다. 정확한 병리학적 병

기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림프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환자가 수술 후 적절

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리학적 병기를 정확히 평

가하기 위해 적어도 12개의 림프절을 회수해야 한다. 형광 

림프절 매핑은 12개 이상의 림프절 회수율을 유의하게 향

상시켰다[44].

감시 림프절 절제술은 근치적 절제술과 관련된 수술 후 합

병증을 줄이기 위해 유방암 및 악성 흑색종에서 확립된 기술

이다. 감시 림프절은 이론적으로 원발성 암에서 림프절로 최

초 배액되는 부위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청색 염료 및 형광 

염료 등이 림프절 매핑에 사용된다[47]. 근적외선 카메라 시

스템의 개발로 복강경 및 로봇 대장암 수술에서 감시 림프

절을 감지하기 위해 형광 림프절 매핑이 적용되어왔다. 감

시 림프절 매핑은 광범위 또는 선택적 림프절 박리를 결정하

기 위한 예비 절차이다. 대장암에서 림프 흐름은 선형 연결

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림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

로로 퍼질 수 있다. 현재까지 감시 림프절 매핑은 림프절 전

이를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48]. 림프절 매핑과 관련

된 많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직 없지만, 형광 염료 및 

영상 장치의 추가 발전은 형광 림프절 매핑의 개선을 가속화

하고 특히 초기 대장암에서 근치적 림프절 절제술로의 확장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49].

결론

초기 대장암에 대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광학적 평가와 병리학적 평가를 통해 림프절 전이의 

위험인자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기 대장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종양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B CA

E FD

H IG

Figure 3. Fluorescence lymph node mapping using laparoscopic near infrared 
camera systems. (A–C) Stryker (1588 AIM camera system; Stryker, Kalamazoo, 
MI, USA). (D–F) Storz (IMAGE1 S; Karl Storz, Tuttlingen, Germany). (G–I) Olym-
pus (CLV-S200-IR; Olympus, Tokyo, Japan). (A), (D), and (G) show the mes-
entery of the colon under white light. Green fluorescence-colored lymph nodes 
are seen using the endoscopic near-infrared visualization mode of the Stryker 
(B). isolating the indocyanine green-dyed lymph nodes from the specimen, 
which is fully resected from the surgical field (C). Blue-colored lymph nodes are 
seen under the conventional isolating the indocyanine green mode (E) and 
green-colored under the Spectra mode (F) of the Storz. Partial white light and 
infrared (IR) light at the same time were led to green-colored lymph nodes 
overlapping with original view as seen in the narrow-band imaging mode (H) 
of the Olympus; green-colored lymph nodes are seen in the IR mode (I). Adapt-
ed from Ahn HM, et al. Surg Endosc 2022;36:1152-1163,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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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조기 대장암 환자를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내시경 치

료부터 최소침습수술까지 다양한 치료전략과 임상적인 특성에 

대해 최신 문헌을 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조기 대

장암의 경우 점막하 침윤 정도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통한 점막하 

박리술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림프절 전이와 재발의 위험도를 신

중히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조기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시경적 및 병리학적 평가를 통해 치료에 대한 다

학제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조기 대장암 치료에서 최소침습수

술과 함께 최근 개발된 림프절 형광 매핑 영상기술을 이용할 경

우 암 주변 림프 경로를 시각화하여 원발성 종양과 관련된 림프

절 전이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조

기 대장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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