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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1-year-old woman with a 5-year history of Crohn’s dis-
ease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because of recurrent 
right lower quadrant pain and diarrhea. Abdominal com-
puted tomography showed multiple fistulas between the 
terminal ileum, the sigmoid colon, and the cecum, and 
mucosal wall thickenings due to an active inflammatory 
process and mucosal enhancements. Colonoscopic exam-
inations showed a finger-like projection of a polypoid mass 
at the ileocecal valve, long-neck, finger-like pseudopolyps 
at the cecum, and soft, lumen narrowing and multiple 
pseudopolyps at the sigmoid colon and the intact rectum. 
There was healing scarring of the anal fistula. These findings 
were compatible with those of Crohn’s disease. Histologic 
findings were chronic inflammation with erosion and regen-
erative crypt epithelium. The patient underwent infliximab 
therapy. She underwent a right colectomy, a Hartman’s 
procedure, and a small bowel segmental resection due to 
multiple fistulas. The pathologic diagnosis was a signet-ring- 
cell carcinoma with non-caseating granuloma in the as-
cending colon, ileum, and sigmoid colon. We report this 
case of Crohn's disease associated with a colonic signet- 
ring cell carcinoma. J Korean Soc Coloproctol 2006;22: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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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크론병은 장관에 발생하는 만성적이며 잘 조절되지 

않는 염증성 장 질환 중의 하나로,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있다. 최근 들어 식생활

의 서구화와 더불어 동양에서도 크론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크론병에서의 암 발생 

보고가 증가되고 있다. 인환 세포암도 비교적 젊은 나

이에 발생하고, 종축으로 길게 발생을 하며, 관내 종괴

를 형성하지 않으며, 점막 궤양을 형성하는 것 등이 크

론병과 유사하여 종종 오인되기도 한다.
1 

  이에 저자들은 다발성 루가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 

우측 대장과 구불 결장에 발생한 원발성 인환 세포암

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 송○○ 31세/여자 

  주소: 3일간의 우하복부 동통과 발열을 주소로 입원

하 다. 

  현병력: 내원 약 4년 전부터 크론병으로 진단받아 설

파살라진을 복용하 으며, 간헐적인 복부 동통과 설사 

및 발열로 수 차례 입원한 적이 있었다. 내원 2년 전에

크론병 환자에서 발생한 우측 대장과 에스 결장의 원발성 인환 
세포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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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장-질 누공이 발생하 고, 복부 내 농양으로 수술

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통원 치료받던 중 3일간의 

우하복부 동통 및 고열이 지속되어 추적 조사 위해 시

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회장과 회장, 회장과 

구불 결장, 직장과 질, 항문과 질 사이에 발생한 다발

성 루와 복부 내 장간막 농양이 새로이 발생하여 입원

하 다. 

  과거력: 내원 약 16년 전에 결핵성 장염으로 치료받

은 적이 있었고, 내원 2년 전에는 골반 내 농양으로 보

존적 치료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 입원 당시 활력증후는 혈압이 120/80 

mmHg, 맥박 100/min, 호흡은 20/min, 체온은 37.8
oC로 

발열이 있었다.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흉부청진에

서 호흡음은 깨끗하 으며 심음은 정상이었다. 내원 

당시에는 복부 검사 소견에서 우하복부에 압통과 반

발통, 복부경직이 있었으며, 기타 사지, 림프절 종대, 

신경학적 검사 등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검사소견: 입원 당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7,240/ 

mm
3, 혈색소 11.9 g/dl, 혈색소 용적 35.9%, 혈소판은 

452,000/mm
3이었다. 혈액 화학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

에 있었다. CEA, α-FP, CA 19-9는 모두 정상범위 다. 

  내시경소견: 내원 3년 전 시행한 대장 내시경에서 회

맹판과 맹장에 용종성 종괴가 있었고(Fig. 1A), 상행결

장, 횡행결장에는 정상적인 혈관 패턴은 소실되었으

나, 급성 염증 소견은 없었다. 에스 결장에는 내강을 

차지한 연성의 다발성 가성 낭종 소견을 보 고(Fig. 

1B) 직장은 보존되어 있었으며, 항문에는 치유된 항문 

주위 치루가 관찰되었다. 그 후 추적 관찰한 대장 내시

경에서 구불 결장은 결절성 점막과 내강이 좁아져 내

시경 진입이 되지 않았고(Fig. 1C, D), 이전에 치루가 

있었던 반대편에 새로이 치루가 생성되었다. 

  방사선소견: 내원당일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우측 대장과 회맹부에 전반적인 장벽 비후가 있

으며(Fig. 2A), 회맹부와 에스 결장, 맹장 등이 서로 교

통하는 루를 이루고 소장의 장간막 중앙에 약 3.5 cm 

Fig. 1. Colonoscopy done 3 

years ago, shows polypoid mass 

with finger-like projection at 

ileocecal valve (A), luminal 

narrowing multiple pseudopol-

yp in sigmoid (B) and preoper-

ative colonoscopy demonstrates 

luminal narrowing nodular mass 

in sigmoid colon (C, D). The 

colonoscopy didn't pass above 

the sigmoid colon.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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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농양과 맹장의 후중앙부에도 약 1.5 cm 크기의 

농양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궁에도 이러한 염증 소견

이 관찰되었다(Fig. 2B). 바륨 조 술에서 회장-회장 

루, 회장-직장 및 구불 결장 루, 직장-질 루, 항문-질 루

가 있었고(Fig. 3), 회맹판에 다발성의 점막 손상과 직

장과 구불 결장 사이의 내강을 차지하는 다발성 아프

타성 궤양과 가성 용종들이 있었다. 

  수술소견: 전신 마취하에 정중부 절개로 개복하 다. 

회장-회장 루, 회장-직장 및 에스 결장 루, 직장-질 루, 

항문-질 루가 있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소장의 장

간막과 후복막 사이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다. 회맹부

를 포함하여 우측 대장을 절제하고 소장 분절 절제와 

에스 결장 루를 절제하고 하트만 술식을 시행하 다. 

  육안소견: 회장-회장 루, 회장-직장 및 에스 결장 루, 

직장-질 루, 항문-질 루가 있고, 주위에 심한 염증과 괴

사성 변화 및 농양이 관찰되었다. 에스 결장 루 부위에

는 염증으로 인해 환상으로 좁아져 있었으며 그 외 횡

행 결장이나 하행 결장부위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Fig. 4). 

  조직소견: 상행 결장과 에스 결장, 회맹부에서 세포 

내 외부에 점액을 생산하는 특징적인 인환 세포성 암

이 관찰되었으며, 그 배경과 주변에서는 심한 만성 염

증 소견과 더불어 건락 괴사를 동반하지 않는 육아종 

Fig. 2. Abdominopelvic CT 

demonstrating markedly mu-

cosal enhancement, diffuse 

wall-thickening and inflam-

mation at small bowel (A). 

It's coronal image demonstrat-

ing extensive and multiple 

fistula between terminal ileum, 

cecum, sigmoid colon and 

uterus (B). 
A B

Fig. 3. Barium enema demon-

strating ileoileal, ileosigmoid 

and anovaginal fistulas. 

Fig. 4. Gross photography of sigmoid colon shows ulceroin-

filtrative lesion (arrows) with irregular wall-thickenings (arrow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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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이 관찰되었다(Fig. 5). 7개의 림프절 중 2개에서 

전이 소견이 보 으며 림프관 및 신경주위에 침윤 소

견이 보 다. 

  술 후 경과: 환자는 수술 후 FOLFOX 1차 항암요법을 

시행 받고 특이 소견 없이 퇴원하 다. 

  치료 계획: 환자는 초기에 받은 치료가 암에 대한 치

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하지 않았으며, 하트만 대장 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마치고, 대장 내시경과 생검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검사와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 후 이차 추시 

개복술(2
nd look operation) 및 대장 루 복원술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      찰 

  크론병에서 암 발생기전은 궤양성 장염에서처럼 명

확하지는 않으나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는데, 크론병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의 발암 과

정에서는 APC gene loss가 덜 일어나고, 발암 과정의 후

반부에 작용하며, p53 gene loss는 이형성증(dysplasia)으

로 진행하는 초반부에 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2 또한, 

만성 염증이 이형성증으로 세포성 전이를 일으켜 암

이 발생하고,
3 림프종, 소장암, 만성 장루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4 

  크론병에서 암의 위험성은 4∼23.8배 증가하고, 발

생률은 1.4∼1.8%로 보고되고 있다.
4,5 특히 대장과 직

장암의 위험인자에는 7∼8년 이상의 기간, 대장이나 

직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크론병의 침범 부위가 

넓고 우측 대장인 경우,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이 있는 

경우, 루(fistula)가 있는 경우, 고등급의 이형성증이 있

는 경우가 포함된다.
2,4 그 외에도 Aneuploidy, p53과 ras 

유전자 변이, 당화 이상(glycosylation abnormalites) 등

이 관계가 있다.
6 그러므로, 장기간, 광범위한 부위에 

크론병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암에 대한 정기적

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권장되는 감시기구로의 대장 

내시경(surveillance colonoscopy)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

과 같다. 감시기구로의 대장 내시경은 장의 1/3 이상 

부위를 침범하는 8년 이상 된 환자, 1/3 미만 부위를 

침범하나 기간이 15년 이상 된 환자와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환자에서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6 검사 간

격은 첫 10년까지는 매 3년마다, 그 다음 10년은 2년마

다, 그 다음 10년까지는 매년 시행하므로 크론병을 진

단받고 8, 11, 14, 17, 19, 21, 23, 25, 27, 29, 30, 31, 32… 

년에 시행하고,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이 있는 경우는 

매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6 방법은 장의 매 10 cm 마

다 적어도 4번 생검을 하여 적어도 총 33번 생검을 시

행한다. 특히, 융기된 부분이나 협착된 부분은 더욱 주

의하여 생검을 해야 한다.
6 생검을 시행하여 얻은 조직

이 고등급이나 저등급 이형성증이면 장 절제술을 시

행하고, 이형성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1년마

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다.
2,6 

  크론병에서 수술적 치료는 장 천공, 장 폐쇄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섬유성 협착이 있는 경우

에 적응증이 된다. 수술 후 크론병은 많은 환자에 있어

Fig. 5. Ha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shows infiltration of signet-ring carcinoma cells in the background of chronic 

inflammation (×400) (A) and non-caseating granuloma including epitheloid histocytes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 adjacent 

to the signet-ring cell carcinoma (×40)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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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이지만,7,8 여러 연구 결과8,9를 

보면 재수술 가능성이 높다. National Cooperative Crohn's 

Disease Study는 회결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70% 이상

의 환자가 15년 이내에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을 받

을 때까지의 평균기간은 5∼10년이라 보고하 다.
10 

Whelan 등
7도 평균 추적기간이 13년인 크론병 환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수술률이 회결장 질환의 

53%, 결장 및 직장 질환의 45%, 소장 질환의 44%임을 

보고하 다. 이처럼 재수술률이 높기 때문에 크론병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병변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장루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정중 절개를 해야 한다. 절제 범위는 

bowel-sparing policy를 적용하여 육안적으로 보이는 모

든 병변이 포함되도록 하고, 절제연에서 microscopic 

disease의 존재 여부가 재발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11,12에 따라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를 시행하

여 절제연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반복되는 수술로 인

한 의인성 단장 증후군이 가능하기에 협착 성형술을 

적용할 수 있다.
10 

  협착 성형술은 장 절제 없이 장 내강을 넓혀 주는 

것으로 장 절제술과 비교했을 때에도 재발률을 증가

시키지 않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0,13,14 

  크론병 환자에서 재발 위험은 소장을 침범하거나 

병변 부위가 넓을수록 더 높고, 항문 주위의 병변인 경

우 조기에 재발하기 쉽다.
10,15,16 

  인환 세포암은 세포질 내에 점액을 포함하는 점액-

분비 종양 세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인환 세포가 

50% 이상일 때 인환 세포암이라 할 수 있다.
17
 위, 유

방, 담낭, 방광, 췌장, 대장과 직장에 발생하고 예후는 

좋지 않다.
18
 본 증례와 같이 장에 발생한 인환 세포암

은 0.1∼2.6%의 발생률을 보이고, 발생 연령이 더 낮

다.
18
 호발부위는 직장, 우측 대장, 좌측 대장, 횡행 결

장 순이고 원격 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며, 진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적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

는 경우가 높지 않다.
18
 비인환 세포암에 비해 혈행성 

전이는 5∼14%로 낮고 복막 전이가 가장 흔하다.
18
 인

환 세포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의 cobblestone 

양상의 점막이나 폐쇄 및 협착 등의 양상이 염증성 장 

질환과 유사하고, 조직 검사에서도 만성 염증으로 나

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9
 이러

한 양상으로 보일 때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림프종, 결핵성 장염 등이 있다.
1
 그러

므로, 크론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암의 위험성이 있

거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한번 정도는 인환 

세포 암과의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여 세심한 검사 및 

생검이 필요하다. 

  불응성의 루가 있는 크론병과 extra-intestinal mani-

festation에 쓰이는
20 infliximab은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로 약물이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고,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중성화를 통해 TNF-α의 활성도를 억제한다.3 Infliximab

이 TNF-α의 농도를 감소시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이 감소하여 크론병 환자에서 루로 인한 증상을 호전

시킨다.
3 하지만 이와 같은 면역 반응의 감소로 호흡기 

감염과 유증상의 결핵, 암 발생 가능성이 있고, 림프구 

증식성 질환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3 또한 일부 논문

에 의하면 크론병에서 infliximab을 사용 후 1년 내에 

림프절 전이가 없이 간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을 보고

한 바가 있다.
3 하지만 infliximab과 암 발생의 연관성

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3,19 infliximab이 암

을 유발시키는 것인지 환자의 질환 자체가 림프종 등

의 암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3,20 그

러므로, 앞서 밝힌 감시기구로의 대장 내시경 예정표

에 따라 이형성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infliximab

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증례는 크론병 환자에서 발생한 인환 세포암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크론병이 가지는 암 유발 위험

성과, 인환 세포암의 경우 크론병과 유사한 대장경 검

사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 다. 또한, 크론병 환자가 암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infliximab을 사용하는 경

우, 이형성증에 대한 감시기구로의 대장내시경을 시행

하는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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