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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anal Extram am m ary Paget's Disease 
Associated with an Anal Duct Adenoca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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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Youn Lee, M.D., Min Young Yun, M.D., Sun Keun 
Choi, M.D., Yun Suk Hur, M.D., Kun Young Lee, M.D., 
Sei Joong Kim, M.D., Young Up Cho, M.D., Seung Ick 
Ahn, M.D., Kee Chun Hong, M.D., Suk Hwan Shi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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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urgery,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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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mammary Paget's disease occurs commonly on the 
external female genitalia and rarely occurs in the perianal 
region.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perianal extra-
mammary Paget's disease associated with an anal duct 
adenocarcinoma. The patient was a 60-year-old man. The 
perianal skin lesion was eczematous and encircled the anus. 
A wide-excision, split-thickness skin graft and temporal 
T-loop colostomy were performed. Histopathologically, the 
tumor was a well-differentiated anal duct adenocarcinoma. 
There was a prominent pagetoid spread of about 6×4 cm. 
The tumor cell was positive for carcinoembryonic an-
tigen, but the paget cell was negative.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radiation therapy and with single 5-FU che-
motherapy six times. Five months later, the perianal 
region was nearly normal. J Korean Soc C oloproctol 
2005;21:1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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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의 파제트병(mammary paget's disease)은 James 

Paget에 의해 1874년 조기에 유두와 유륜의 피부를 침

범하는 관암종의 특수한 형태로 처음 기술되었으며
1 

유방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파제트병(extramammary 

Paget's disease)은 1889년 Radcliffe Crocker에 의해 보고

되었다.
2 유방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파제트병은 여성 

외음부에서 흔하며, 이외에 항문주위, 남성 외부 생식

기, 액와, 외이도 등에서 발생한다.
3 항문 주위 파제트병

은 유방외 파제트병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다른 부위

에 발생한 파제트병보다 암을 동반하는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동반되는 암으로는 피부 부속기의 암, 직

장 선암, 유방 선암, 요도 선암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저자들은 항문 주위에 국한된 유방외 파제트병에서 

발생한 선암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60세 남자로 1년 전부터 있어온 항문 주위의 

습진양 피부 병변으로 치료하 으나 호전이 없었고 

항문 주위 병변 조직검사에서 선암종으로 진단되어 

내원하 다. 내원당시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항문 주위

를 원형으로 둘러싸는 습진양 병변(Fig. 1) 외에 특이

소견 없었고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중 Carcinoem-

bryogenic antigen (CEA) level은 3.33 ng/ml로 정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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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었다. 그 외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대장내시경 검사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수술은 항문을 보존하면서 약 8×9×2 

cm 정도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 고(Fig. 2) 동시에 

부분층(split thickness) 피부이식술을 시행하 다(Fig. 

3). 술 후 창상감염 방지를 위해 일시적 횡행 결장루를 

시행하 다. 병리 검사상 약 6×4 cm의 파제트 병변과 

파제트 병변 내의 약 0.3×0.3×0.3 cm의 고분화도의 

Fig. 1. The perianal eczematus skin region.

Fig. 2. The wide excision was performed preparing anus.

Fig. 3. The split thickness skin graft.

Fig. 4. The Paget's cell nuclus was displaced by abundant cy-

toplasm.

Fig. 5. The anal duct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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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관 선암종이 있었다. 조직은 주로 파제트 세포들

로 구성되었으며, 파제트 세포는 투명하고 풍부한 세

포질에 의해서 핵이 한쪽으로 리는 인환 세포의 형

태를 보 다(Fig. 4). 종양 세포는 핵막은 불규칙한 양

상을 보이고, 핵은 과염색상을 보 다(Fig. 5). 세포들

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특수염색 결과 CEA염색에서 

종양 세포는 양성반응을 보 으나(Fig. 6) 이외에 파제

트 세포는 음성반응을 보 다(Fig. 7). 조직검사상 고

분화도의 항문관 선암종으로 확진되어 방사선 치료 

및 5-Fluorouracil (FU) 항암주사 치료를 6회 실시하

다. 술 후 5개월 뒤 피부 병변은 거의 정상화되었다.

고      찰

  항문 주위 파제트병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다

른 부위에 발생하는 유방 이외의 파제트 병과는 달리 

악성 종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Goldblum과 Hart
5 

는 11명의 항문주위 파제트병 환자의 5명(45%)에서 

직장의 선암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 다.

  항문 주위 파제트병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

란이 많으며, Miller 등
6은 항문 주위 파제트 병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첫 번째 유형은 피부나 피

부의 부속기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암의 악성세포가 파제트병과 비슷하게 확산하

는 유형으로 CEA에 양성을 보여 선 기원을 시사하며 

이때는 반드시 직장 부위에 원발성 암이 있는지 찾아  

보아야 한다고 하 다. 본 환자의 경우 CEA에 양성 반

응을 보여 직장 부위의 원발성 암을 검사하 으나 직

장 내에는 병변이 없었다. 

  유방외 파제트 병의 치료는 광범위 외과적 절제 및 

Moh's micrographic surgery가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

려져 있다.
4
 그밖에 직장 부위에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복회음 절제술이 필요하고, 직장 부위에 원발성 

암이 없고 항문관 암종만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 및 

항암주사 치료가 필요하다.
7-10 본 환자의 경우 항문주

위 항문관 선암종이 존재하 으나 대장 내시경에서 

직장 내에 다른 병변이 없었기 때문에 항문을 보존하

면서 광범위 절제술과 부분층 피부 이식술과 아울러 

창상 감염 방지를 위한 일시적 횡행결장루를 시행하

다. 모든 방향에서 절제연은 음성으로 나왔으며 술 

후 5개월 뒤 수술 부위 피부는 거의 정상화되었다.

결      론

  본 환자의 경우처럼 암으로 인한 파제트병에 있어 

직장 내에 원발 병소가 없다면 항문을 보존하면서 광

Fig. 6.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the tumor cells was 

positive for CEA.

Fig. 7.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the Paget's cell was 

negative for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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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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