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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DTC) is a known malignant tumor arising from the follicular 
epithelium in thyroid gland. Although the prognosis for patients with DTC is generally good, appropriate surgical management can 
further reduce recurrence and cancer death rates significantly. The therapeutic methods performed are total thyroidectomy plus 
radioactive iodine (131I) therapy and life-long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suppression. Histopathologically, DTC contains 
papillary and follicular adenocarcinoma. In numerous studies, staging systems-AMES, AGES, MACIS, etc-have been created to 
evaluate prognostic outcome. By applying staging systems, we have treated 394 patients with DTC since 1998.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cases and evaluate remission rates of recurrent cases according to diagnostic met-
hods. Materials and Method：From January 1998 to December 2001, we performed 630 thyroidectomies and 487 malignant 
tumors (421 papillary, 28 follicular, 20 medullary, 12 undifferentiated carcinoma and 6 other malignant tumors). We analyzed 394 
DTC cases；excluding other malignancy, 65 cases were recurrent cancer (58 papillary and 7 follicular carcinoma). The medical 
records of 394 patients with DTC treated at our hospital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We analyzed impact of primary surgery 
on recurrence in 65 recurrent patients and compared the remission rates of those patients using physical examination with those 
using laboratory tests and imaging studies. Results：347 patients with DTC were treated initially in our hospital and 18 patients 
showed recurrence. Among them, lobectomy was performed as a primary surgery in 69 patients of whom one (1.4%) had recur-
rence. Forty-seven patients with DTC treated initially in other hospitals were referred to our hospital. Lobectomy was performed as 
a primary surgery in 23 patients (54.7%). Recurrence of 32 patients was detected by palpation. Of these patients, the remission 
rate was 25.0%, whereas patients diagnosed by laboratory tests and imaging systems showed 53.3% remission rate (p=0.056). 
Conclusion：The extent of primary thyroid resection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currence of DTC. In view of 
this, we should apply staging system strictly in treating DTC-total thyroidectomy and central neck dissection in high-risk groups. 
In following up patients, we should check the thyroglobulin level and use image tests like computed tomography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o detect recurrence earlier. (Korean J Otolaryngol 2003;46:8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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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갑상선 고분화 암종은 갑상선의 여포 상피에서 유래하는 

암종이며, 수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로서 매우 높은 생

존율을 보이는 질환으로 유두상 암종과 여포상 암종이 이

에 해당된다. 갑상선 암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1년 

한국인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여성 암발생의 8.4%

로, 이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빈도로 여성 암 중 5위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고분화 

암종이다.1) 그리고 갑상선 암은 두경부 영역에서 가장 많

이 생기는 암이다. 

갑상선 고분화 암종은 예후가 좋고 재발이 10%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단 재발하게 되면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 높게는 50%까지 사망률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2) 이러한 재발에 대한 국내 보고는 많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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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증례도 제한적이다. 본원에서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지에 재발성 갑상선 유두상 암종 29예의 재발기간, 재발부

위, 재수술 방법과 합병증 등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3) 

갑상선 고분화 암종의 수술은 갑상선의 전절제가 원칙이

지만,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엽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시

행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표된 AMES 분류, 

AGES 점수, MACIS 점수, TNM 병기 분류에 따라 저위험

군과 고위험군을 나누고, 이를 수술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며,4-7) 본원에서도 이 기준들을 참고하여 갑상선 수술

의 범위를 결정해왔다. 본 연구는 본원 이비인후-두경부외

과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4년간 입원 치료를 받

은 갑상선 고분화 암종 환자 394명 중에서 재발하여 수술

하였던 65예의 재발 양상을 분석하여 재발의 원인 등을 살

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분화 암종의 바람직한 치료

방침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만 4년간 본원에서

는 총 5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였고, 

병리조직학적으로 악성 종양은 432예이었다. 이 중에서 갑

상선 수질성 암종이 20예, 역형성 암종이 12예, 기타가 6

예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고분화 암종은 394예로 

유두상 암종이 362예, 여포상 암종이 32예였고, 이 중 재

발한 암종은 65예로 유두상 암종이 58예, 여포상 암종이 7

예였다. 그 중 18예는 본원에서 초 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 

중 재발이 발견되었고 47예는 타병원에서 초 치료를 받고 

재발하여 본원을 방문한 경우였다. 

394명의 환자들을 초회 수술을 어디에서 시행 받았느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제 1 군은 위 기

간동안 본원에서 첫 갑상선 수술을 하고 추적검사가 이루

어진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두상 암종이 320예였고, 

여포상 암종이 27예였다. 제 1 군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유

두상 암종이 남자가 43.4세, 여자가 46.3세였고, 여포상 암

종은 남자가 63.2세, 여자가 49.3세였다. 조직병리 결과지

에 보고된 암의 크기는 유두상 암종이 평균 1.4 cm 이었고, 

여포상 암종이 평균 2.1 cm이었다. 피막 외 침범은 유두상 암

종이 203예(63.4%)에서 있었고, 여포상 암종은 8예(29.6%)

에서 있었다. 림프절 전이는 유두상 암종은 120예에서 최

종적으로 확인되어 37.5%의 경부 전이율을 보였고, 여포상 

암종은 3예(11.1%)에서 경부전이가 발견되었다(Table 1). 

제 2 군은 같은 기간동안 초 치료를 타 병원이나 본원 일

반외과에서 시행하였던 재발 갑상선 수술 환자 47명으로 

유두상 암종이 42예, 여포상 암종이 5예였다. 평균 연령은 

남자가 55.0세, 여자 59.9세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9명, 

여자가 38명이었다. 제 2 군의 재발까지의 평균 기간은 76.5

개월(12~240개월)이었고 초 치료시의 피막 외 침범 유무

와 암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재발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에서 촉지되는 경부 종괴가 발

견되거나, 추적검사에서 갑상글로블린의 의미 있는 증가가 

있을 때, 그리고 경부 초음파촬영술(ultrasonography), 갑상

선 스캔(thyroid scan), 전산화 단층촬영술(computed tomo-
graphy),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
graphy, PET), 세침흡입 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확진하였다.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수술을 시행하여 병변을 제거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한 후 관해를 평가하였는데 

갑상글로블린 항체가 없는 경우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자극 상태에서 갑상글로블린이 10 ng/ml 이하일 때 관해로 

보았다.8)9) 갑상글로블린 항체가 있는 경우는 갑상선 스캔

이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로 추적하여 병변이 소실되면 

관해로 보았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본원에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들은 모두 시행하였고, 잔존한 갑

상선이 있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았다. 제 1 군의 환자들은 재

수술을 시행한 후 모두 1회 이상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았다. 제 2 군의 환자들은 타 병원에서 대부분 초치료를 받

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았고, 일부에서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발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

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위 환자들에 대한 병록지 조사를 통하여 제 1 군에서는 연

령과 성별, 피막 외 침범, 크기, 경부전이에 따른 재발 양상

을 AMES 분류와 Ohio 대학의 병기 분류를 기초로 하여 저

위험도와 고위험도 환자의 재발을 비교하여 보았고, 수술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group 

  Papillary 
carcinoma 

Follicular 
carcinoma Total 

Male 043.4 63.2  
Mean age (years) 

Female 046.3 49.3  
Male 071 04 075 

Sex (number) 
Female 249 23 272 

Mean tumor size (cm) 001.4 02.1  
Extracapsular invasion 203/320 (63.4%) 08/27 (29.6%)  
Lymph node metastasis 120/320 (37.5%) 03/27 (11.1%)  
Distant metastasis 009/320 (02.8%) 02/27 (07.4%)  

Total 320 2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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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른 재발 양상도 살펴보았다. 제 2 군에서는 초기 진

단 시 피막 외 침범유무나 크기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초

기치료시의 수술종류와 재발 위치, 재발의 진단 방법에 따

른 관해율, 합병증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에 대

한 통계학적 분석은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제 1 군 환자 

제 1 군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18명이 재발하여 5.1%의 재

발율을 보였는데 연령과 성별, 피막 외 침범, 크기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대체적으로 남자에서는 연

령별로 차이가 없었고 여자에서는 51세 이상의 여자가 재

발율은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피막 외 침

범이 있을 때와 크기가 1.5 cm이상일 때, 경부전이가 있을 

때는 의미 있게 재발이 증가하였다(Table 2, 3, 4 and 5). 

초 치료에 시행한 수술 방법에 따른 재발율을 각각 살펴보면, 

엽절제술을 시행한 69명 중에서는 1명만이 재발하여 1.4%

의 재발율을 보였고, 나머지 17명의 재발 환자들은 전절제

술과 일측 또는 양측 경부청소술을 같이 시행한 군에서 발

생하였다. 재발한 환자들은 수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를 하였고, 이 중 7명이 완전 관해되었다(Table 6). 

제 1 군의 재발 환자 18명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남자 

48.0세, 여자 55.2세이었고, 유두상 암종이 16예, 여포상 

암종이 2예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명, 여자가 15명이었다. 

평균 재발시기는 11.8개월이었고, 평균 크기는 2.4 cm였다. 

구제수술 후 완전 관해는 7명이 되어 약 38.8%의 관해율

을 보였고, 역형성 변화는 2명이 있었다. 

 

제 2 군 환자 

재발 갑상선 암종 환자들인 제 2 군 환자들의 초기 수술과 

재발의 빈도를 살펴보면, 총 42명 중 23명(54.7%)이 초기

에 엽절제술만을 시행하였던 환자들로 제 1 군과 다른 양상

을 보였다(Table 7). 

제 2 군 환자들의 재발 위치를 살펴보면 측경부에 재발한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환자들의 수술 뒤 얻은 

관해율은 30.4%이었다. 측경부와 중앙경부에 동시에 재발

한 경우는 17명이었고, 이 환자들의 관해율은 35.3%였다. 

중앙경부에 단독으로 재발한 경우는 4명이었고, 이 중에서 

3명(75.0%)이 수술 후 완전 관해되었다. 전체적으로는 44

명 중 16명이 완전 관해를 보여 관해율은 36.4%였다. 여

포상 암종으로 재발한 환자 중 3명은 경부전이 없이 다른 

곳의 전신전이가 발견되었고, 경부전이와 관련된 통계에서

는 제외하였다(Table 8). 

재발의 진단 방법에 따른 관해율을 살펴보면, 경부 촉진 등 

신체 검사에 의해 진단한 경우는 관해율이 25.0%인 반면, 

정기 검진에 의해 진단하여 치료한 경우의 관해율은 53.3%

로 나타나 p값이 0.056으로 통계학적으로 95% 신뢰구간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0.056, Table 9). 

전신전이는 16명에서 발견되었는데, 유두상 암종 42명 

중 11명(26.1%)에서 전신전이가 발견되었고, 여포상 암종

으로 재발한 5명의 환자들에서는 모두 전신전이가 발견되

었다. 전신전이는 대부분 폐에서 발견되었다(Table 10). 

재발 갑상선 암종에 속하는 제 2 군 47명 환자들의 구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성대마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 이 중에서 6명은 암종의 침범으로 불가피하게 수

Table 2. Relationship of age and recurrence in the first group (p= 
0.95) 

Men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40 24 1 (4.1%) 

≥41 51 2 (3.9%) 

Total 75 3 (4.0%) 

(p=0.09) 
Women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50 164 06 (3.7%) 

≥51 108 09 (8.3%) 

Total 272 15 (5.5%) 

Table 3. Relationship of extracapsular invasion and recurrence 
in the first group (p<0.01)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Extracapsular invasion (+) 211 18 (8.5%) 
Extracapsular invasion (-) 136 00 (0.0%) 

Total 347 18 (5.1%) 

Table 4. Relationship of tumor size and recurrence in the first gr-
oup (p<0.01)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Tumor size <1.5 cm 182 01 (00.5%) 
Tumor size ≥1.5 cm 165 17 (10.3%) 

Total 347 18 (05.1%) 

Table 5. Relationship of lymph node metastasis and recurrence 
in the first group (p<0.05)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Lymph node metastasis (+) 123 16 (13.0%) 
Lymph node metastasis (-) 224 02 (00.8%) 

Total 347 18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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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에 희생하였던 경우이고(12.7%), 12명은 반복적인 수

술 후에 병변측에 생겼던 경우(25.5%)였으며, 1명은 병변이 

없던 갑상선의 완성 절제술시 생겼던 경우(2.1%)이다. 영구

적 칼슘 저하증은 6명(12.7%)가 있어 갑상선 암종의 초기 

치료에 생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고     찰 
 
유두상 암종의 재발율은 Park 등10)에 의하면 저위험군에

서는 11.0%, 고위험군에서는 36.9%로 보고하고 있고, Cady 

등11)에 의하면 저위험군의 재발율을 5%로 보고하고 있다. 

여포상 암종의 재발율은 보고에 따르면 25~73%의 재발율

을 보이고 있다. Witte 등12)에 따르면 여포상 암종의 재발

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암종의 크기와 경부 림프절 전이 여

부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위험도에 속하는 요소인 피

막 외 침범이 있는 경우와 종양의 크기가 1.5 cm가 넘는 경

우, 경부전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재발이 의미 있게 높았다. 

Table 6. Initial surgical methods performed in the first group 

 No. of patients No. of recurrence Remission 

Lumpectomy 005 00  
Lobectomy 069 01 (01.4%) 1 
Lobectomy & neck dissection 012 01 (08.3%)  
Total thyroidectomy 113 04 (03.5%) 1 
Total thyroidectomy & CND 062 02 (03.2%) 1 
Total thyroidectomy & CND & ipsilateral neck dissection 075 05 (06.6%) 2 
Total thyroidectomy & CND & bilateral neck dissection  011 05 (45.4%) 2 

Total 347 18/347 (5.1%) 7/18 (38.8%) 
CND：central neck dissection 

   
Table 7. Initial surgical methods performed in the second group 

 Papillary carcinoma Follicular carcinoma 

Lumpectomy 02 (05.0%) - 
Lobectomy 23 (54.7%) 3 (60%) 
Lobectomy & neck dissection 01 (02.5%) - 
Total thyroidectomy 07 (17.5%) 2 (40%) 
Total thyroidectomy & neck dissection 09 (22.5%) - 

Total 42 5 
    
Table 8. Remission rates according to the sites of locoregional recurrence in the second group 

  No. of patients Remission (%) 

Lateral neck node (s) Ipsilateral 19* 06 (30.4%) 
 Bilateral 04* 01  
Lateral & central neck node (s) Ipsilateral 15* 05 (35.3%) 
 Bilateral 02* 01  
Central neck node (s)  04* 03 (75.0%) 

Total  44* 16 (36.4%) 
*3 cases were excluded due to distant metastasis without locoregional recurrence 
     

Table 9. Remission rate according to the diagnostic methods in
the second group (p=0.056) 

 Physical examination 
with palpation 

Laboratory test & 
imaging methods* 

No. of patients 32 15 
Remission 8 (25.0%) 8 (53.3%) 
*Thyroid function test (free T4, thyroid-stimulating hormone, thyro-
globulin, anti-thyroglobulin antibody level), ultrasonography, com-
puted tomograph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etc 
   

Table 10. Distant metastasis in the second group 

Sites No. of patients 

Lung 08 

Bone 04 

Lung & Bone 03 

Brain 01 

Tota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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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최근의 경향대로 AMES점수, AGES점수, 

TNM병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저위험군과 고위험

군을 나누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즉, 고위험군은 40세 이

상의 남자나 50세 이상의 여자, 암종의 크기가 1.5 cm 이

상일 때, 피막 외 침범이 강력히 의심될 때, 2개 이상의 종

양이 있을 때,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로 정의하고, 이 

경우는 전절제술과 중앙경부 청소술을 시행하고, 측경부 전

이가 있으면 측경부 청소술을 함께 시행한다. 재발부위를 

보면 측경부의 단독 재발이 23명(52.2%)으로 가장 많았

고, 측경부와 중앙경부의 동시 재발이 17명(38.6%), 중앙

경부 단독 재발이 4명(9.0%)으로, 갑상선 고분화 암종의 

재발이 일반적으로 측경부에 많다는 Wada 등13)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측경부의 재발 시 중앙경부에 이미 재

발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어 재수술시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발의 진단에 따른 관해율을 보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

(초음파촬영술, 갑상선 스캔, 갑상선 기능검사,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에 의해 재발을 진단하여 치료한 관해율이 경

부 촉진 등 신체 검사에 의한 재발의 진단 후 치료한 환자들

의 관해율보다 높아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위 검사들을 

적절하게 시행하여 재발을 조기에 찾아내야 하겠다. Lind 

등16)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의 도입으로 재발의 가능성

이 높은 환자를 면밀히 추적 검사하여 재발을 조기에 진단

하고 신속한 치료로 관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신전이는 16명이었는데 유두상 암종이 42명의 재발 환

자 중 11명에서 전신전이가 발견되었고, 여포상 암종의 재

발 환자 5명은 모두 전신전이가 있었다. Stojadinovic 등14)

에 따르면 고분화 암종의 재발시 전신전이가 있다면 수술

은 11%에서만이 가능하였고, 나머지는 고식적인 치료만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여포상 암종의 경우 재발시 방

사성 동위원소 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기 때문에 초

기 치료로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제 1 군의 재발시기(11.8개월)와 제 2 군의 재발시기(76.5

개월)가 다르고, 초기수술도 제 1 군의 경우는 전절제술과 경

부 청소술을 같이 시행하였던 증례의 재발이 가장 많았던 

반면(66.6%), 제 2 군의 경우는 초기수술이 엽절제술이었

던 경우(54.7%)가 가장 많았다. 이는 본원에서 초기수술을 

시행한 제 1 군의 경우는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경부 림프

절 전이, 특히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심했던 경우가 다수 

있었고,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여 호흡곤란이나 연하장애, 애

성 등이 있었던 상태로 병원을 방문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 1 군에서 초기 수술 시 엽절제

술을 시행하고 재발하였던 경우는 1예 뿐으로, 앞으로 계속

적인 정기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본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저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분류에 의한 수술법의 적용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2 군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길게는 20

년 후에 재발한 경우처럼 재발의 기간이 길었고, 초기 치료

도 엽절제술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제 2 군의 환자들은 초

기 치료를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경우로 당시의 상세한 기록

은 알 수 없었지만 최근에 분류하는 고위험군의 환자들에 

대해 엽절제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하는 추

측을 해볼 수 있다. 즉 불완전 절제가 재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여포상 암종인 경우는 제 2 군에서 재

발한 5명 모두가 전신전이를 동반하여 초기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Mishra 등15) 수술 전 갑상선 선종으로 생

각되었다가 최종 진단에서 여포상 암종으로 확진된 뒤 완

성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경우 합병증은 숙련된 집도의에 의

한 수술 시는 초기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던 경우와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최종 진단에서 여포상 암종

으로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의 환자들에게는 완성 절제술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     론 
 

갑상선 고분화 암종은 비교적 좋은 예후를 나타내고 재

발한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재발한 경우는 주변의 후두, 기관, 식도 등으로

의 국소침범의 위험성이 크고, 전신전이의 가능성도 많아 

생존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초기 치료 시 국소 재발과 전신전이를 줄일 수 있

는 적절한 수술범위가 중요하다. 갑상선 암종의 수술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갑상선 암종 환자

들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분류는 치료원칙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 부분절제술을 시행하

는 것은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여포상 암종의 

경우는 전신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치

료 시 전절제술과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병행하는 적극

적인 치료로 전신전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겠다. 

또한, 수술 뒤 정기 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재발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로 완전 관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면밀한 추적 관찰과 검사를 통하여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

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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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단어：갑상선 종양·유두상 암종·여포상 암종·국소 

재발·전신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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