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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 남자 60세

• 내원 12년전부터 HBs Ag(+)

• 내원 4년전부터 zeffix 복용, type 2 DM으
로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 2007년 8월부터 상복부 통증으로 타병원
내시경 EGC 의심되어

• 2007년 본원 처음 내원함



EGD, EUS 
• EGD 상 posterior 

wall of  distal 
body에

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 mod diff)

EUS상

EGC llc + lla



Abdomen CT

• CT staging상
T2N2Mx( perigastri
c, Lt. gastric, splenic 
a. 주위 LN(+) ) 소견

• 그리고 갂의 S5에
1.3 cm,  S6에 0.9cm 
크기의 nodule 발견



Liver MRI

• S5와 S6의 nodule은 T2WI에서 high signal intensity, T1WI에서 low 
signal intensity를 보임. early peripheral 및 central septum like 
enhancement를 보이며 late capsular enhancement를 보임. 

• 이러핚 소견은 2개의 nodule 모두

metastasis 보다는 HCC임을 시사하는 소견임.



Liver biopsy

• 갂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possibly metastatic  

• PET/CT 상 focal 
hypermetabolic lesion

in Rt. parotid area 소견
으로 FNA 시행하였고
suggestive of 

metastatic carcinoma 



initial diagnosis

• EGC with liver, Rt parotid gland  mets

• ECF (epirubicin, cisplatin, 5-FU) regimen으로 항
암 치료 시작

• 그러던 중에 이전에 시행했던 갂조직검사결과가
adenoca,possibly metastatic보다는

 radiologic history에 근거하여 carcinoma, 
possibly HCC로 수정됨

• 이에 EGC with Rt parotid gland mets and HCC 
로 double primary carcinoma로 보고 이전에 시
행하던 ECF 항암치료는 그대로 두번째 치료를
이어서 시행함



2회 항암치료 후 CT, EGD

• CT상 improvement of lymphadenopathy, lesser omentum, 
decreased size of hepatic nodule, s5 and s6

• EGD 상 EGC는 slightly improved 소견 보였다.  



TACE 후 abdomen CT

• HCC로 보이는
hepatic nodule은
TACE 시행

• 현재 갂내에는
enhancement를
보이는 nodule은
발견되지 않음



EGD

• ECF 항암약물 치료는
6회 시행으로 종료하
였고(2008년 7월 2일) 
이후 상기 EGC 병변은
ulcer scar 



Neck CT

• right parotid superficial lobe의
enhancing mass lesion size 감소



PET/CT

• Right parotid area에
focal hypermetabolic 
lesion 여전히 관찰되며 섭
취정도는 감소함. (max 
suv 8.2->4.6) 섭취양상으
로 보아 benign condition
으로 생각됨.



EGD

• 완전관해된 것으로 판
단되어 이후 경과 관찰
하며 지내던 중

• 마지막 항암치료 1년 7
개월 지난 후 (2010년
2월 18일)시행핚 EGD 
상 이전 EGD 부위에
15mm 크기의 병변 있
어 시행핚

• 조직검사상
adenocarcinoma
( moderately 
differentiated) 짂단



PET/CT

• Right parotid area에 focal 
hypermetabolic lesion 여전히
관찰되며

섭취 정도는 다소 증가함. 
(SUVmax 5.1->8.7)  



Neck CT, FNA

• Neck CT 상 결절성
병변 보이지 않음

•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
이 없으나 해당되는
부위로 생각되는 곳

• FNA (Rt. parotid area) 
시행하였으며

Chronic inflammation



Abdomen CT, ESD
• Abd CT 상

-No sign of focal 
lesion in the 
stomach 

-No sign of 
viable tumor in 
the liver

• EGC로 생각하고
ESD 시행(2010년
3월 15일) 시행



결론

• EGC with Right parotid gland mets, liver mets  ?  

• liver mets는 HCC가능성
 TACE  CT상 재발 (-)

• EGC는 다시 재발하였으나
patorid gland에서는 재발의 증거가 없는 상태로
EGC와는 별개의 원발암?   f/u 

• 처음 내원 당시에 림프절 전이라고 여겨졌던 병변
도 단순핚 반응성 림프절 병변으로 생각된다.



Final diagnosis

• EGC with patotid gland mets ,   HCC

 double primary carcinoma ? 

• EGC,    parotid gland cancer,     HCC

 triple primary cancarcinoma? 

• 경과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