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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암 절제 후 종양표식자 추적검사의 의의

종양관련 항원인 종양표식자는 소화기계 악성종양의 진단 및 재발의 예측
인자로 연구되어 왔다. 종양표식자는 종양의 조기발견, 양성질환과의 감별,
치료 후 추적 관찰 및 치료에 대한 반응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나,
민감도 및 특이도가 종양에 따라 또는 발생종양의 원발 장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혈중농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양성율이 낮은 종양의
경우 유용성 및 예후인자로서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위암으로 단일 기관
에서 표준술식에 따라 근치적 위절제술 및 D2 이상의 림프절 곽청술을 시
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및 예후 등과 관련한 CEA
CA19-9의 혈청내

및

검사치의 변화를 알아보고, 단독 및 동시비교의 분석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EA의 양성율과 상관관계를 보인 임상병리학적 인자로는 침윤도, 림프
절 전이, 암병기 등이 있었고, 암병기에 따른 CEA의 평균치간에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추적 기간중 사망한 예에서 CEA 값이 정상 참고치 이상으
로 증가를 보인 경우에서 CEA 값의 상승은 사망시점으로부터 평균 13.1개
월 전부터 나타났고, 증가된 CEA 평균은 176.5 IU/mL였다. CA19-9의 양
성율과 상관관계를 보인 임상병리학적 인자는 종양의 크기, 침윤도, 림프절
전이, 암병기 등이 있었다. 사망한 환자중 추적기간동안 CA19-9 증가를 보
였던 경우, CA19-9의 증가는 사망 전 약 11.4개월부터 나타났고, 증가된
CA19-9는 평균 114.6 U/mL였다. 두 종양표식자의 동시검사에서 양성율은
30.0%로 단독검사에 비해 높은 양성율을 보였고, 동시검사의 양성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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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에서 의의있었던 인자로는 림프절 전이, 종양의 크기, 침윤도, 암병기 등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종양표식자의 단독검사 및 동시검사의 비교에서, 단독검사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침윤도, 림프절 전이, 암병기 등은 동시검사에서도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EA와 CA19-9의 양성율에 따
른 침윤도 및 림프절 전이소견의 상관관계 비교에서 CA19-9 양성의 경우
가 더욱 진행된 침윤도 및 원격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여, 수술 전 CA19-9
양성의 환자에서 더욱 적극적인 림프절 곽청술 및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핵심되는 말 : 위암, CEA, CA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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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절제 후 종양표식자 추적 검사의 의의

지도교수 김 남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용 일

I. 서 론

위암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발병소 및 재발의 조
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시행하나 이런 검사들도 진
단의 한계가 있고, 진단 당시 진행 위암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발의 경
우 근치적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불량하다.

1,2

최근 진단율의 향상을 위해 많은 종양관련 항원이 종양표식자로서 소화
기계 악성종양의 진단 및 재발의 예측인자로 연구되어 왔다. 종양표식자는
종양의 조기발견, 다른 양성질환과의 감별, 치료 후 추적 관찰 및 치료에
대한 반응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나, 민감도 및 특이도가 종양에 따
라 또는 발생종양의 원발 장기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혈중으로 분비
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양성율이 낮은 종양의 경우 유용성
및 예후 인자로서 논란이 있다. 특히 위암의 경우 다른 소화기 종양과 비
교시 민감도 및 특이도 면에서 낮은 양성율을 보여, 원발위암 및 재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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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을 위해 단독으로 이용되는 종양표식자의 경우, 유용성의 한계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비록 원발위암의 진단에 민감도 및 특이도 면에서 단
독검사로서 특이적인 종양표식자는 없으나, 최근 CEA와 CA19-9 등이 가
장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3

CEA는 1965년 Gold 와 Freedman 이 대장암 환자에서 추출하여 처음
보고한 소화기 선암항원으로

8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당단백 체인이

며 45%의 단백질과 55%의 당질로 구성되어 있고 위암환자의 수술 전 검
4,5

사의 경우 18.7-25%의 양성율을 보인다.

CA19-9는 1979년 Koprowski

등6에 의해 대장암세포 SW 1116 배양조직에서 처음 확인되어, 1983년 Del
7

Villano 등 에 의해 발표된 이래 CEA와 더불어 암진단 종양표식자로서, 종
양의 근치적 절제 후 재발시 예측인자로 이용되었으며, 췌장암의 경우 민
감도 및 특이도가 약 80%정도로 위암이나(양성율:18.7-25%) 대장암에(양
성율:23-52%)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담도 폐쇄에 의한 황달 시
에도 혈중농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CEA 및 CA19-9는 주로
예후인자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과거 말초혈액 및 복강세척액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대상 환자수가 적고, 추적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추적검사로 응용된 경우 술식에 따라 분석에 편견을 야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암으로 단일 기관에서 표준술식에 따라 근치적 위절제술 및
D2 이상의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및 예
후 등과 관련하여 CEA

및 CA19-9의 혈청내 검사치의 변화를 알아보고,

단독 및 동시검사의 분석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종양표식자 측정치를 이용하여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비교분
석하고, 위암환자에서 장기생존 예측인자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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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1995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에
위암으로 입원하여 근치적 위절제술 및 D2 이상의 영역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전/후 혈청 CEA 및 CA19-9 검사가 시행되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2. 방법

가. CEA 측정방법

검체는 혈청으로 하였고 검사를 위한 피검자의 검사 전 처치는 없었다.
검체보관 및 적합성 조건은 일반적인 혈청채취 및 보관기준에 준하여 시행
되었다. 검사는 Electrochemiluminescenca immunoassay(ECLIA) 법으로, 1
차

배양(1st

Incubation)시에는

검체와

biotinylated

monoclonal

CEA-specific Ab가 샌드위치 복합체(sandwich complex)가 이루어지고, 2
차 배양(2nd Incubation)시에는 streptavidin-coated microparticle이 첨가되
어 biotin 과 streptavidin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합체가 solid phase에 붙게
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반응 혼합체가 측정와(measuring cell)로 옮겨
져 여기에 전류를 가하면 화학발광 분산(chemiluminescent emission)이 일
어나고 이를 photomultiplier로 측정 되었으며, 정상 참고치는 5 IU/mL 이
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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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19-9 측정방법

검체는 혈청으로 하였고 검사를 위한 피검자의 검사전 처치는 없었다.
검체보관 및 적합성 조건은 일반적인 혈청채취 및 보관기준에 준하여 시행
하였고, 검사는 Enzyme Immunometeric Assay(EIA) 법으로 CA19-9 항체
(Ab)가

결합되어

있는

용구(bead)에

검체를

반응시키고,

여기에

anti-CA19-9 Ab를 반응시킨후 450nm 에서 Tetramethylbenzidine (TBM)
과 hydrogen peroxide에 의한 발색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정
상 참고치는 37 U/mL 이하로 하였다.

다. 비교분석 방법 및 통계

대상환자를

수술

전/후의

종양표식자

양/음성에

따라

CEA(+)군,

CEA(-)군 및 CA19-9(+)군, CA19-9(-)군으로 분류하여 임상병리학적 특성
및 생존기간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CEA 및 CA19-9의 동시비
교를

위해

종양표식자를

CEA(-)/CA19-9(-)군,

CEA(+)/CA19-9(-)군,

CEA(-)/CA19-9(+)군, CEA(+)/CA19-9(+)군 등의 네 군으로 분류하여 임
상병리학적 특성 및 생존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0.0 for Windows,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
으며 생존율은 Kaplan-Meier법으로 생존곡선을 구하고, 그 생존곡선을
Log rank test로 검정하였다. 생존율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
자들의 분석은 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통
계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p 값의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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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결과

1. 임상적 특징

가. 성별, 연령, 종양표식자 및 병기별 환자 분포

대상환자의 남녀 비는

2.3 : 1 로 남자가 많았고 평균연령은 55.5세 였

다. 환자의 암병기별 분포는 Stage I : 232명, II : 113명, III : 184명, IV :
148명 이었다. 수술 전 CEA의 측정이 가능했던 대상환자는 491명 이었고,
이 중 수술 후 CEA의 측정이 가능했던 환자는 345명 이었다. CA19-9의
검사가 가능했던 환자는 수술 전 293명, 수술 후 201명 이었다(Table 1).

Table 1. Gender, age and number of patient according to tumor marker
and stage
No. (%)
Sex
Male
Female
Age (year)
Tumor marker
CEA
Preoperative (명)
Postoperative(명)
CA19-9
Preoperative (명)
Postoperative(명)
Stage
I
II
III
IV

489 (69.7)
213 (30.3)
55.5±12.0

491
345
293
201
232
113
18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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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16.7)
(27.2)
(21.9)

나. CEA 양성율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CEA의 수술 전 평균치는 11.5 IU/mL(최소치:0.1, 최대치:663.7 IU/mL)
였고, 수술 후는 7.9 IU/mL(최소치:0.1, 최대치:1270)로 수술 후에 평균 3.6
IU/mL의 감소를 보여 수술 전 CEA의 31.3% 절대치 감소를 보였으나 평
균치의 감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CEA의 양성율은 수
술 전 17.9%(88/491)였고, 수술 후 9.9%(34/345)로 수술 후 8%의 양성율
감소 소견을 보였다. 병변의 평균직경은 CEA(-)의 경우 4.9cm 이였고,
CEA(+)의 경우 5.4cm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침윤도와의 상관관계 비교
에서는 침윤 정도가 깊어질수록 CEA 양성율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p=0.040, Table 2). 조직형을 분화암과 비분화암으로 분류하였을 때 CEA
의 양성율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림프절 전이와 CEA 양성율과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CEA(+)의 경우 림프절 전이빈도가 높았고(P=0.000,
Table 2), 전이 림프절 갯수도 유의하게 많았다(P=0.006, Table 2). 위절제
범위와 CEA 양성율과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병
기에 따른 수술 전 CEA의 양성율은 stage I : 9.9%, II : 13.9%, III :
21.1%, IV : 27.9%로 암병기의 진행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율을
보였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 Table 1), 암병기
별 CEA 평균치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Table 3) 그
러나 동일 병기내에서 CEA 양성율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비교에서 의
의 있는 인자는 없었다. 수술 전 CEA(+) 였던 환자 중 수술 후 CEA(-)로
변환된 환자는 11.9%(41/345)였다. 사망한 환자중 CEA 증가를 보였던 경
우, 사망시점으로부터 평균 13.1개월 전부터 CEA 상승을 보였고,
CEA는 평균 176.5 IU/mL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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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Table 2.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 factors according to the
preoperative serum CEA positivity
Factors

CEA

p

Negative(%)

Positive(%)

Preoperative
Postoperative
Tumor size (cm)

403 (82.1)
487 (89.0)
4.9

88 (17.9)
60 (11.0)
5.4

Depth
T1
T2

121 (90.9)
58 (79.5)

12 ( 9.1)
15 (20.5)

0.040

T3
T4
Number of positive

158 (79.8)
52 (76.5)
5.6

40 (20.2)
16 (23.5)
9.2

0.004

lymph node mean
Lymph node
N0

192 (90.1)

21 ( 9.9)

N1
N2
N3

93 (75.6)
60 (80.0)
48 (71.6)

30 (24.4)
15 (20.0)
19 (28.4)

Stage
I
II

145 (90.1)
68 (86.1)

16 ( 9.9)
11 (13.9)

III
IV

101 (78.9)
75 (72.1)

27 (21.1)
29 (27.9)

CEA(명)

0.000

0.001

Table 3. Mean level of CEA according to stage
No. (%)
Stage
I
II
III
IV
p=0.000

232
113
184
148

(34.3)
(16.7)
(27.2)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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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CEA(IU/mL)
2.3
3.3
14.3
23.1

다. CA19-9 양성율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CA19-9의 수술 전 평균치는 30.1 U/mL(최소치:.40, 최대치:240 U/mL)
이었고, 수술 후 평균치는 21.5 U/mL(최소치:0.40, 최대치:240.0 U/mL)로
수술 후 8.6 U/mL(28.6%)의 감소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소견이었
다(p=0.000). CA 19-9의 양성율은 수술 전 18.4%(54/293), 수술 후 12.4%
(57/461)로 6.0% 에서 CA19-9의 양성율 감소를 보였다. 종양의 크기와
CA19-9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CA19-9(-)의 경우 평균 직경이 4.7cm,
CA19-9(+)의 경우 6.7cm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Table 4). 침윤도와 CA19-9의 양성율 비교에서는 침윤도가 증가함에따라
CA19-9의 양성율이 증가하였으나(p=0.000, Table 4), 조직형과 CA 19-9
양성율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림프절 전이여부와
CA19-9 양성율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림프절 전이 빈도가 증가 함에따라
CA19-9 양성의 빈도가 증가하였고(p=0.000, Table 4), 양성 림프절 개수도
CA19-9

양성의

경우

유의하게

많았다(p=0.000,

Table

4).

암병기별

CA19-9 평균치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A19-9 양성율과 절
제범위와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소견은 없었다. 위암의 병기와
CA19-9의 비교에서는 병기가 진행함에 따라 수술 전 CA19-9의 양성율이
증가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0, Table 4), 동일
병기내에서 CA19-9 양성율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비교에서 의의 있는
인자는 없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CA19-9는 침윤도,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
복막전이 등과 더불어 독립변수로 의의 있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p=0.000, odd ratio:2.778). 사망한 환자중 CA19-9 증가를 보였던 경우, 사
망 시점으로부터 평균 11.4개월 전부터 CA19-9의 상승이 있었고, 증가된
CA19-9는 평균 114.6 U/mL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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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 factors according to the
preoperative serum CA19-9 positivity
CA19-9

Factors

Negative(%)

Positive(%)

P

CA19-9(명)
Preoperative

239 (81.6)

54 (18.4)

Postoperative

404 (87.6)

57 (12.4)

Tumor size (cm)

4.7

6.7

0.000

Depth
T1

79 (98.8)

1 ( 1.2)

T2

30 (83.3)

6 (16.7)

T3

90 (76.3)

28 (23.7)

T4

33 (70.2)

14 (29.8)

Number of positive

5.0

14.6

0.000

0.000

lymph node mean
Lymph node
N0

117 (94.4)

7 ( 5.6)

N1

54 (78.1)

15 (21.7)

N2

35 (76.1)

11 (23.9)

N3

27 (61.4)

17 (38.6)

I

94 (98.9)

1 ( 1.1)

II

32 (80.0)

8 (20.0)

III

61 (79.2)

16 (20.8)

IV

45 (65.2)

24 (34.8)

0.000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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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라. CEA 및 CA19-9의 동시비교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CEA

및

CA19-9의

동시비교는

CEA(-)/CA19-9(-)군,

CEA(+)/

CA19-9(-)군, CEA(-)/CA19-9(+)군, CEA(+)/CA19-9(+)군 등의 네 그룹으
로 분류하여 시행하였다. 두 종양표식자의 동시비교에서 종양표식자의 양
성율은 30.0%였고, 림프절 전이와의 상관관계 비교에서 종양표식자 모두
음성인 경우 림프절 전이빈도가 47.1%였던 반면 CEA만 양성인 경우
62.5%, CA19-9만 양성인 경우 90.3%, CEA 및 CA19-9 모두 양성인 경우
88.2%로 두 종양표식자 중 두개 모두 양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한 개의 종
양표식자만 양성인 경우도 유의하게 높은 림프절 전이율을 보였다(p=0.002,
Table 5). 종양의 크기와 종양표식자 양성과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종양
표식자가 모두 음성인 경우 종양의 평균직경이 4.7cm인 반면 CEA(-)/
CA19-9(+)군의 경우 7.42cm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침윤도와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CEA(-)/CA19-9(-)군의 경우 34.2%에서 점
막하층까지의 침윤소견을 보인 반면 CEA(-)/CA19-9(+)군에서는 고유근층
이상의 침윤이 96.8%, CEA(+)/CA19-9(+)군에서는 전 예에서 고유근층 이
상의 침윤소견을 보여 CA19-9의 양성은 침윤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p=0.012, Table 5).

위암의 병기에 따른 비교에서도 두 표식자 모두

음성인 경우 I,II 기의 비교적 초기암의 빈도가 56.9%였던 반면, 두 표식자
모두 양성인 경우 III기 이상의 진행암 빈도가 81.3%로 표식자 양성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Table 5). 그러나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
과 종양표식자의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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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 factors according to the
combined preoperative serum CEA & CA19-9 positivity
CEA(-)

CEA(-)

CEA(+)

CEA(+)

Factors

CA19-9(-) CA19-9(+) CA19-9(-) CA19-9(+)
n
% n
%
n
% n
%

Incidence

198

70.0

32

11.4

3

11.8

19

6.8

T1

65

85.3

10

13.3

1

1.3

0

0.0

T2

26

72.2

4

11.1

3

8.3

3

8.3

T3

74

64.3

14

12.2

20

17.4

7

6.1

T4

25

59.5

4

9.5

7

16.7

6

14.3

N0

101

85.6

12

10.2

3

2.5

2

1.7

N1

45

66.2

8

11.8

7

10.3

8

11.8

N2

26

57.8

8

17.8

10

22.2

1

2.2

N3

19

47.5

4

10.0

11

27.5

6

15.0

I

78

85.7

12

13.2

1

1.1

0

0.0

II

30

76.9

2

5.1

4

10.3

3

7.7

III

48

64.9

11

14.9

10

13.5

5

6.8

IV

34

52.3

7

10.8

16

24.6

8

12.3

P

Depth
0.012

Lymph node
0.000

Stage
0.000

2. 생존율 및 예후 인자

CEA 음/양성에 따른 생존율 비교에서 CEA 음성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
이 48개월이었고, 양성의 경우 25.4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0,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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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EA positivity

CA 19-9의 음/양성에 따른 생존율 비교의 경우도 음성 환자군에서 평균
생존기간이 48개월, 양성환자군의 경우 19.6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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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A19-9 positivity

동일 병기내에서 종양표식자의 양성율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에서는 Ⅲ기
위암의 경우 CA19-9 양성율에 따라(Fig. 3), Ⅳ기 위암의 경우 CEA와
CA19-9 각각의 양성율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으나, Ⅰ기 및 Ⅱ기
위암의 경우 종양표식자 양성율과 생존율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Fig. 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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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A19-9 positivity in stage III

Figure 4.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EA positivity in stag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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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A19-9 positivity in stage IV

CEA

및 CA 19-9의 동시검사에서 평균 생존기간은 CEA(-)/CA19-9(-)

군: 48개월, CEA(+)/CA19-9(-)군: 36개월, CEA(-)/CA19-9(+): 19.9개월,
CEA(+)/CA19-9(+)군: 18.4개월로 두 종양표식자 모두 음성인 경우에 비해
한 개의 종양표식자만 양성인 경우에서도 유의한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다
(p=0.000, Fig. 6).

- 17 -

Figure 6.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EA/CA19-9 po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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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종양표식자는 소화기계에 발생하는 악성질환의 진단, 예후의 예측, 수술
후 경과의 관찰, 재발의 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다. CEA와 CA19-9의 경우
종양표식자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수술 후 추적검사, 항암화학요법
후 결과판정, 재발의 진단 등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암의 경우도 주로
CEA 및 CA 19-9이 이용되고 있다.8,9,10 그러나 이러한 종양표식자의 경우
양성질환에서도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알콜성 간염, 간경화, 담석증,
폐쇄성 황달, 간농양, 소화성 궤양, 췌장염, 게실염, 기관지염 등의 급,만성
염증성 양성질환 환자에서 CEA의 경우 10-22%, CA19-9의 경우 1-27%의
양성율을 보이며, 특히 CEA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높은 양
성율을 보여 검사 결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CEA는

Kupffer cell 및 hepatocyte와 부착하는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가

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세포내 인식(intracellular regcognition)과 간전이
11

에 관여하는 인자로 간주되고 있고,

a

CA19-9은 Lewis 혈액 항원의 Le

당쇄인 lacto N-fructopentose II의 비환원 말단에 sialic acid가 2-3 위치에
결합된 것으로 전이암 및 암환자의 체액 또는 조직세포 많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위암 환자에서 종양표식자의 수술 전 양성율은 췌장암이나 대장암과 비
교하여 높지 않아 CEA의 경우 18.7-25.0%,
보고되고 있다.

13,14,15

CA19-9의 경우 15.0-52% 로

저자들의 경우 종양표식자 양성율은 CEA:17.9%,

CA19-9:18.4%로 문헌보고와 비교시 비교적 낮은 양성율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양성율을 보인 문헌보고의 경우 대상을 위암으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
로 하였고, 저자들의 경우는 대상이 근치적 위절제 및 D2 이상의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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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청술이 가능했던 즉, 절제 불가능한 고도의 진행 위암환자 및 원격전이
8

가 있는 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himizu 등 도
절제 가능한 위암의 경우 CEA 양성율이 18.7%, 절제 불가능한 위암의 경
우 27.5% 로 보고하여 저자들의 절제예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CEA의 혈중 농도는 종양세포의 CEA 생성능력, 종양의 체
적, 혈중으로 이동과정, 종양의 위치, 간내에서 CEA 대사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암의 경우 수술 전 CEA의 측정치는 종양의
침윤도, 림프절 전이, 간 재발, 조직학적 분화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6,17 본 연구의 결과에서 CEA의 양성율은 종양의 침윤도
및 림프절 전이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조직학적 특성
과 관련하여 분화암에서 양성율이 증가하는 소견은 없었다. 암병기와 CEA
의 상관관계비교에서는 병기의 진행에 따라 양성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병
기별 CEA측정치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암병기의 진행에 따라
종양에서 CEA의 생성과 분비량이 모두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Posner 등8,19도

전이암에서 CEA의 양성율을 40-60%, 위암 1기: 10%, II

기: 20%, III기: 30%로 보고하였고, 혈중 CEA 측정치도 병변의 진행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재발이 의심되거나 재발로 사망한 환자에서 CEA값의 상승은 사망 전
13.1개월부터 나타났고, 사망시점에서 6개월 이내 측정된 CEA의 평균은
20

176.5 IU/mL로 정상치의 35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Tamada 등 과
Shimzu 등8은 임상적으로 재발이 진단되기 전 4.8-8.3 개월부터 CEA의 상
승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저자들의 경우 CEA 상승이 있었던 시점은 환자
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인 점을 고려할 경우 매우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CA19-9의 수술 전/후 검사치의 감소 범위에 대하여 예후관련 임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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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과의 연관된 보고는 없으나, CA19-9의 경우 28.6%의 절대치 감
소를 보여 종양의 제거시 CA19-9의 혈중 농도의 변화가 CEA와 비교하여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양의 크기와 수술 전 CA19-9의 상관관
계 비교에서는 CA19-9이 양성인 경우 종양의 직경이 CA19-9 음성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CA19-9(-):4.7cm vs. CA19-9(+): 6.7cm)
알 수 있었고, 침윤도에서도 CA19-9(+)의 경우 98.7%에서 고유근층 이상
의 침윤이 있어, 수술 전 CA19-9 양성인 경우 진행위암의 가능성을 시사
21,22

하는 소견을 보였고, 문헌 보고

와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림프절 전

이에서 CA19-9 양성인 환자의 경우 림프절 전이빈도뿐만 아니라 전이 림
프절의 갯수에도 차이를 보였고, 림프절 전이 관련 연구에서 CA19-9 양성
의 경우 41%에서 제 1군 영역림프절 이상의 부위까지 림프절에 전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 수술 전 CA19-9 양성 환자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림
프절 곽청술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CA19-9를 이용한 추적
검사로 재발이나 치료중인 병변의 진행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임상소견 및
방사선 소견을 이용한 것보다 1-8개월 먼저 가능하다는 보고23가 있는데,
저자들의 경우 CA19-9의 증가가 있었던 시기가 사망 시점에서부터 11.4개
월로 비교적 문헌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CA19-9은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서 의의가 있었으나 CEA는 예후인자로서
21

유의한 소견이 없어 Kodera 등 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종양표식자의 양성율은 수술 전 CEA 및 CA19-9의 양성율이 각각
17.9%, 18.4%인 반면 동시비교 시 30.0%로 증가된 빈도를 보였고, 다변량
분석에서 독립변수로서 의의 있는 소견을 보였다. 림프절 전이, 종양의 크
기, 침윤도, 암병기 등에서도 종양표식자의 동시검사가 더욱 높은 민감도를
보여, 임상검사로서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CEA 및 CA19-9의 수술 전/후 결과의 변화와 생존율과의 상관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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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CA19-9 양성 환자가 수술 후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 음성으로 전
환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하여 생존율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

본

연구에서도 CEA의 경우 수술 전 양성에서 수술 후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
48개월, 수술 전/후 모두 양성인 경우 19.7개월, CA19-9이 수술 전 양성에
서 수술 후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 36개월, 수술 전/후 모두 양성인 경우
21.0개월로 종양표식자가 수술 후 음성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불량한 예
후를 보여 더욱 적극적인 추적검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
다. 종양표식자의 동시비교에서는 한 개의 종양표식자만 양성이어도 유의
하게 생존율의 차이를 보여 동시검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특히
CA19-9이 양성일 경우 CEA 양성에 비해 더욱 짧은 평균 생존기간을 보
여, 동시 검사결과 CA19-9이 양성인 경우 더욱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시검사의 양성율이 문헌에
23

보고 된 빈도보다는 낮으나 각각의 단독검사보다 양성율이 높고, 생존율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예후 예측인자로 임상에서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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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995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에
위암으로 입원하여 근치적 위절제술 및 D2 이상의 영역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전, 수술 후 혈청 CEA 및 CA19-9 검사가 시행되
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표식자에 대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CEA

양성율은 17.9%로

침윤도, 림프절 전이율, 전이 림프절 갯수,

암병기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암병기별 CEA 평균치의 비교에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CA19-9의 양성율은 18.4%였고, 수술 전 평균치는 30.1 U/mL, 수술
후 평균치는 21.5 U/mL로 수술 후 8.6 U/mL(28.6%)의 의의 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평균 직경의 비교에서도 CA19-9의 양/음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3. 침윤도와 림프절 전이율 증가 및 암병기의 진행에 따라 CA19-9 양
성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CA19-9 양성의 경우 전이림프절 갯수의 증가를
보였다(CA19-9(-):5.0개, CA19-9(+): 14.6개).
4. CEA 및 CA19-9의 동시비교에서 표식자의 양성율은 30.0% 였다.
5. 종양표식자 동시비교에서 의의 있던 인자로는 림프절 전이, 종양의
크기, 침윤도와 암병기 등 이었다.
6. 단독비교 및 동시비교 모두에서 종양표식자가 양성인 경우 불량한 예
후를 보였고, CA19-9이 양성일 경우 CEA 양성에 비해 더욱 짧은 평균 생
존기간을 보여, 동시비교에서 CA19-9이 양성인 경우 더욱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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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종양표식자의 동시검사와 단독검사의 비교를 통해, 침윤도,
림프절 전이, 암병기 등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었고, 양성율 비교에서도 동시검사가 예후 예측에 중요한 인자로서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CEA와 CA19-9의 양성율에
따른 침윤도 및 림프절 전이소견의 비교에서 CA19-9이 양성인 경우 더욱
진행된 침윤도 및 원격림프절 전이 소견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어, 이 경
우 더욱 적극적인 림프절 곽청술 및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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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follow-up examination of tumor marker
after radical gastrectomy in gastric cancer patients

Yong Il Kim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 Kyu Kim)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peri-operative serum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and

carbohydrate

antigen(CA)19-9

determination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has been controversial. The correlation
between peri-operative serum CEA/CA19-9 levels and clinicopathologic
factors were evaluated in gastric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gastrectomy with radical lymphadenectomy. The positive rates for CEA
and CA19-9 were 17.9% and 18.4%, retrospectively. The CEA positivity
is

related

to

the

depth

of

invasion(p=0.040),

lymph

node

metastasis(p=0.000) and stage of cancer(p=0.001). The CA19-9 positiv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pth of invasion(p=0.000), lymph nodal
status(p=0.000) and stage(p=0.000). The positive rate of combined assay
of preoperative CEA and CA19-9 was 30.0%.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stage, as well as the depth of invas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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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lymph node metastasis among the four groups of combined
assay. Distinctly the survival rat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sitivity of CEA and/or CA 19-9(p=0.000). It should be stressed that
even a simple blood test, prior to surgery, could be useful in
establishing depth of invasion, the status of lymph nodal involvement
and the prognosis. The aggressive lymphadenectomy and adjuvant
chemotherapy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tients with positive level
of preoperative CA19-9 for improvement of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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