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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배아항원 상승을 보인 회장 말단부의 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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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t neoplasm of the small intestine is a relatively rare disease. Because the early manifestation of symptoms in patients with cancer of the small
intestine is non-specific, diagnosis is often delayed. An asymptomatic 55-year-old male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for routine check-up.
Physical examination findings were unremarkable, and the blood test parameters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except serum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level, which was elevated. Stool occult blood test was negative. In the follow-up examination, an increase in serum CEA was observed,
and colonoscopy revealed a mass-like lesion in the terminal ileum. Biopsy findings confirmed the mass to be an adenocarcinoma including signet
ring cells. In conclusion, malignant neoplasm of the small intestine is rare. However, early diagnosis may be possible with the follow-up and
investigation of non-specific findings such as elevated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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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서론
소장은 악성종양이 잘 발생하지 않아 전체 위장관 종양 중에 약

증례

3%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암은 주로 십이지장
1)

(duodenum) 및 공장(jejunum)에서 발견되고, 회장에서는 드물게 발

55세 남자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였다.

견된다. 주로 60대 이상 남성에서 호발하지만 성별에 따른 발생률

평소에 소화불량, 구토, 설사, 변비 및 복통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흔한 조직형은 선암(adenocarcinoma)이고 대

체중감소도 없었다. 2년 전 시행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에

략 40%–50%를 차지한다. 소장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크론병을

서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만성 위축성 위염과 다발성 대장용종 및

가진 환자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게실이 있었으나 회장 말단부의 이상은 없었다(Figure 1). 함께 시행

2)

다. 저자들은 이전에 크론병과 같은 악성종양의 위험요인이 없는

한 복부 computed tomography (CT)에서 간혈관종 및 담낭선근증 외

50대 무증상 환자에서 우연히 암배아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에 특이점은 없었다. 부친이 직장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다.

CEA) 상승을 나타내어 진단된 회장말단부에 발생한 선암을 경험하

흡연력은 2.5갑년의 이전 흡연자로 약 30년 동안 금연 중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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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이 있었다. 주 3회, 1시간 30분의 규

되며,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림프절 종대가 있었다. 흉부 CT에서는

칙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상지질혈증으로 rosuvastatin 10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mg을 복용 중인 것 이외에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CT에서는 생리적인 점막활동 이외의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신체검사에서 복부에 압통은 없었으며 만져지는 덩이도 없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16/90 mmHg, 맥박수 72회/분, 호흡수 15회/분,

다(Figure 4). 조직검사 결과는 반지세포(signet ring cell component)를
포함한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체온 36.5°C였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4.7 g/dL, 백혈구 4,950/

mm3 (호중구 48.1%), 혈소판 183,000/mm3이었고, 생화학검사에서

고찰

aspartate transaminase 23 IU/L, alanine transaminase 21 IU/L, gammaglutamyl transferase (GGT) 23 U/L, 총빌리루빈 0.63 mg/dL, 총단백

소장암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비특이적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

7.19 g/dL, 알부민 4.60 g/dL, blood urea nitrogen 16.2 mg/dL, 크레아

우가 흔하기 때문에 진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4) 또한 기존의 내

티닌 1.10 mg/dL이었다. 소변검사는 특이점이 없고, 대변잠혈검사는

시경만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조기진단이 어려워 치료가 지연

음성이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alpha-fetoprotein 3.6 IU/mL, CEA

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나쁜 예후와도 연관된다.2) 소장암의 주된

31.3 ng/mL, carbohydrate antigen 19-9 (CA19-9) 2.0 U/mL, prostate-

조직형은 선암(30%–40%), 유암종(carcinoid tumor, 35%–42%), 림프

specific antigen 1.14 ng/mL로 CEA의 상승이 있었다. 2주 뒤 추적검

종(15%–20%) 및 육종(sarcoma, 10%–15%) 등 4가지이다.1,5) 소장선암

사에서 CEA는 24.7 ng/mL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1개월 간격으

의 가장 흔한 위치는 십이지장(57%)이며, 공장(29%) 및 회장(10%)

로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53.9 ng/mL, 77.2 ng/mL로 지속 상승하였

순으로 발생한다. 조직학적으로는 환상, 결절 또는 궤양이 있는 병

다. 다른 혈액검사 수치상 변동은 없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회

변으로 불규칙하고 부분적인 장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5,6) 소장선암

맹판(IC valve)에서 5 cm 정도 상방으로 협착이 있어 더 이상 진입이

의 위험인자로는 크론병, celiac disease, 소장선종, 흡연 및 비만 등이

되지 않았으며, 협착부위 내부로 발적이 동반된 단단한 종괴성 병변

있다.7)

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진행하였다(Figure 2). 복부 및 골반 CT에

소장선암을 가진 환자는 비특이적 증상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서 말단 회장부위에 비교적 불규칙한 벽두께 증가가 있으며 이는 조

임상증상 등으로 인해 오진되는 경우도 흔하며 진행된 상태로 진단

영 증강되는 양상이었다(Figure 3). 주변부 지방부위의 침윤이 의심

되는 경우가 많다.8) 조기진단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아

Bx1

A

Figure 1. Colonoscopy conducted in 2 years ago. Colonoscopy shows
2 mm, Isp polyp in the proximal ascending colon (A). There were no
specific findings were observed in the terminal ileum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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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lonoscopic findings. Colonoscopy shows stricture 5 cm
above the ileocecal valve (A), and biopsy (arrow) performed at a hard
mass-like lesion with redness (B).

B

Figure 3.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findings. CT shows irregular wall thickening in the terminal
ileum is accompanied by radiocontrast
enhancement (arrow) with around fat
infiltration (A) and several small size regional lymph nod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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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장의 악성 종양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소장암 환자의 초기 증
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무증상의

55세 남성이 건강 검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했다. 검진 결과
암배아항원(CEA)의 상승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대변 검
사 또한 정상이었다. 이후 시행한 추적 검사에서 혈청 CEA 수치의
상승이 관찰되었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에서 회장 말단부에 종괴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를 시행
했다. 조직검사 결과 반지세포를 포함한 선암이 확인되었다. 소장암
은 드문 질환이지만 CEA 상승과 같은 비특이적인 소견에 대해 추적
및 평가를 진행한다면 조기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
Figure 4.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ETCT) findings. PET-CT shows probable physiologic mucosal activity of
colon.

중심단어: 소장 종양; 암배아항원; 무증상 질병; 조기 진단; 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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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선암의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 진
단 시 약 40%의 경우는 전이 등으로 인해 절제가 불가능하다.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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