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 23권 제 2호
□ 증 례 □

J Korean Soc Coloproctol Vol. 23, No. 2, 2007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Anal Canal －Report of a Case－

Min Young Yun, M.D., Sun Keun Choi, M.D., Suk Jin
Choi, M.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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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g Rae Kim, M.D., Ze Hong Woo, M.D.

Departments of Surgery and
1
Pathology,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A neuroendocrine carcinoma of the anal canal is a very rare
entity; however, this type of tumor is known for its
aggressive progression and poor prognosis. We describe
the case of a 58-year-old female with a neuroendocrine
carcinoma arising in the anal canal. The tumor was found
in the anal canal with multiple liver metastases. The patient
died due to massive liver metastases 11months after
diagnosis and operation. For its rarity and clinical signi-
ficance, we report the case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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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관 암, 신경내분비 암

서 론

항문관 암은 항문직장암의 5% 미만으로 소화기계

악성종양 중에서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항문관

암의 조직형은 대부분 편평상피 암이며 드물게 총배

설강 암, 악성 흑색종, 기저세포 암, 미분화 암 등이 있

다.
1,2
신경내분비 세포는 위장관계, 췌장, 폐, 갑상선,

부신 등 여러 장기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위

장관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대장·직장 신

경내분비 종양은 드문 질환으로 전체 대장 및 직장암

의 0.1∼0.3%를 차지하며,
3-10
특히 항문관의 신경내분

비 종양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3
본 저자

들은 항문관에서 발생한 대세포신경내분비 암 1예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과거력에 특이 소견 없던 58세 여자환자로 내원 2주

전부터 시작된 항문 통증과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

다. 직장 수지 검사에서 항문연 2 cm 상방에 3.5 cm

크기의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촉지되었으며 대장내시

경(Fig. 1)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 암으로 진단되었

다. 신체검사에서 양측의 서혜부 림프선이 커져 있었

고 복부전산화단층촬 에서 간의 우엽에 1.7 cm 크기

의 전이된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2). 간 이외의 원격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PET-CT를 시행하 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말초 혈액 검사와 암 태아성 항체는 정

상이었으며 그 외의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 다. 환자는 복회음절제술, 간 쐐기 절제와 서혜부

림프선 곽청술을 시행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후에 본원에서 etoposide (VP-16)와 cis-

platin로 치료받았다. 항암치료 2개월 후의 추적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다발성 간전이가 관찰되었으며

처음 진단 11개월 후 사망하 다.

절제된 항문관 종양의 육안적 소견에서 항문관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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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에서 하부 직장까지 위치한 5.5×4.5×5 cm 크기

의 궤양성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항문 주위 괄약

근과 직장의 장간막까지 침범하 다(Fig. 3A). 조직 검

사 결과 hematoxylin-eosin 염색에서 세포질과 염색질

이 풍부하고 둥근 핵을 가진 큰 크기의 세포들이 판과

육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Fig. 3B).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절제된 조직은 cytokeratin, CD56 (Fig. 4A),

synaptophysin (Fig. 4B), chromogranin과 neuro-specific

enolase에 양성이었으며 S-100, vimentin, c-KIT, desmin

에 음성을 보여 전형적인 대세포신경내분비 암의 양

상을 보 다. 절제된 간의 종양 역시 원발암과 같은 양

상을 보여 항문에서 전이된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으

로 진단되었다.

고 찰

항문관의 암 발생은 그 빈도가 드물며 조직학적인

특징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1,2,13
신경내분

비 암도 항문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빈도가 극히

드물며 진단 당시 이미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예후가좋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어
11-13

다른 항문관 암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본 저자들은 항

Fig. 1. Colonoscopic finding showed 2.5 cm sized ulcero-

fungation mass in the anorectal junction at the 2 cm above

from anal verge.

Fig. 3. Gross finding of the specimen. There is a bulky mass projecting into the anorectal lumen and extending to the perirectal

soft tissue (A). The lesion irregularly infiltrates subepithelial stroma of anus. Tumor is composed of cohesive islands and

trabeculae of large neoplastic cells characterized by moderate amount of eosinophilic to pale cytoplasm, round nuclei with

open chromatin, and prominent nuclei (H&E stain, ×200) (B).

Fig. 2. Abdomen CT scan shows 1.7 cm sized low attenuated

lesion in hepatic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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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 암에 대한 문헌을 검토

한 바, 소세포 신경내분비 암의 2예를 발표한 문헌 11

과 Paget 양상의 신경내분비 암 1예,
12

Merkel 세포 암

1예
13
의 3문헌으로 그 빈도가 극히 드문 것을 알 수 있

었고 특히 본 증례와 같은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은 찾

을 수 없었다.

신경내분비 암은 예전에 미분화 암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생화학과 면역조직화학 발달로 미분화암

과 유암종으로부터구분하여진단하게되었다.그러나

대장·직장 신경내분비 암의 희귀성으로 조직학적 분

류나 치료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기관지-폐암의 분류

방법에 따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치료를 하고 있다.
7
본 증례의 경우 형태학적 분류

에 따라 큰 세포들로 구성되며 세포질이 풍부하고, 크

고 다량의 염색질인 핵을 가지며, 유사분열이 흔하고

괴사 소견이 두드러진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에 해당

하며 그 밖에 폐암의 소세포암과 흡사한 모양을 가진

소세포 신경내분비 암과 유암종과 비슷한 형태이나

유사분열과 괴사 혈관 침범 등의 소견을 가진 고분화

신경내분비암이 있다.대부분의신경내분비 암은 위와

같은 조직학적 소견과 더불어 면역조직화학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 특히 본 증례와 같은 대세포 신경내

분비암은 chromogranin, synaptophysin, 그리고 NCMA

CD56에 양성 반응을 보여 다른 신경내분비암과 구분

된다.
14

대장·직장 신경내분비암은 다른 대장·직장암의

임상 양상과 다르지 않으나 다른 장기에서 발병된 신

경내분비암과 달리 원격 전이가 있어도 호르몬과 관

련된 임상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는다. Kim 등
7
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가설들로 추론해 제시하 다. 첫

째 분비물질들이 불완전한 분자로 분비되어 적당한

항체에 의해 검출되기는 하지만 표적장기에서는 반응

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둘째, 호르몬의 분비량이

불충분할 수 있다. 셋째, 호르몬의 대사가 너무 빨라

작용을 나타내기까지의 시간이 불충분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종양자체에서 분비되는 다른 호르몬에 의해

길항되거나 중화될 수 있다고 하 다.

대장·직장 신경내분비암은 진단 당시 많은 경우에

원격 전이를 하며 같은 병기의 선암과 비교해보아도

그 예후가 좋지 않다.
3,8-10

따라서 근치적 치료로서의

수술의 역할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진단 당시부터 원격전이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

어져야 한다. 원격전이는 주로 간이며 그 밖에 폐, 뼈

등이 있다. Touzios 등
15
은 신경내분비암의 간전이 특

징으로 다발성, 특히 양엽을 침범하는 전이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로는 간절제 뿐만 아니라 항암 치

료를 병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항문관에서 발생한 신경내분

비암의 간전이는 간절제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 으나

모두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11,13
다른 양상을 가진 것인

지 증례가 적어 아직 알 수가 없다.

최근 새롭게 진단되어지는 항문관 신경내분비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진단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또

한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치료 방법으로 기관지-폐암

에 준해서 치료하고 있으나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아 아직 뚜렷한 치료 성과가 없어 앞으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최근에 항

문관에서 발생한 대세포 신경내분비암이 간전이를 한

Fig. 4. On immunohistochemistry, the tumor cell positive for cytokeratin, CD56 (NCAM) (A), synaptophys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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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증례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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