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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폐쇄성 구불결장암이 대장 길이에 미치는 

영향  

 CT 대장조영술에 기초한 성향 점수 매칭 

Kil-yong Lee 

Major in Surgery,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In the case of obstructive colon cancer, colonic distension can be observed in 

an operative field. However, there was no study of the effect of obstruction on 

colon length. Our aims were to measure the length of colon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using CT colonography(CTC) and to compare 

the colon lengths with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data of patients who performed CTC between 

January 2004 and April 2017.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performed in 

two groups by 1: 1 ratio : 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and non-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Age, sex, height, and BMI were used for adjusted 

variables. Colon length was measured using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rogram. 

Results 

 A total of 650 patients who performed CT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Of these, 125 patients had no obstruction and 525 

patients had obstruction. In each arm, 99 patients were assigne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otal colon length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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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group than in the non-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group (155.3 ± 23.0 vs 65.1 ± 22.2, p=0.003). When the length 

of each segment was analyzed, the length of sigmoid col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53.1 ± 15.9 vs 58.0 ± 15.8, 

p=0.032). Multivariable analysis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st showed 

that the presence of obstruc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otal colon length eve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BMI, and height between the 

two groups. (β=-9.347, 95% confidence interval -15.267 - -3.427, p=0.002) 

Conclusion 

Sigmoid colon cancer with obstruction is associated with shortening of the colon 

lengt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e mechanism. 

 

……………………………………… 

Keywords : Obstructive colon cancer, Sigmoid colon cancer, CT colonography, 

Colon length 

Student Number: 2017-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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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장암은 암 발생 중 9.4%을 차지하는 흔한 암 중의 하나이다. [1]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2] 

정기적인 내시경을 권유하고 있다.[3] 대장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대장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런 복통 및 구토 등 장폐색 증상으로 내원하여 폐쇄성 

대장암(obstructive colon cancer)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있다.  

 폐쇄성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으로 근위부의 접근이 어려워 근위부 동조성 

종양(synchronous tumor)을 확인하기 위해 barium enema, CT 대장조영술(CT 

colonography(CTC))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barium enema의 경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CTC를 더 사용하고 있다. 특히 10mm 이상의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100%에 달하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기 전 근위부 대장에 대한 관찰을 

위해 CTC를 시행하여 근위부 대장에서의 동조성 종양을 확인 하여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4]  

폐쇄성 대장암의 경우 수술 시행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장이 늘어나 있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원위부 결장인 구불결장에 폐쇄성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 다른 결장 부위의 폐쇄성 암보다 더욱 전체 대장의 팽창 효과는 뚜렷하다. 

하지만 이런 폐쇄성 대장암이 실제 대장폐색으로 인해 늘어나 있는 것인지 폐쇄성 

대장암 환자들의 대장이 긴 것인지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CTC를 이용하여 대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확인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5, 

6]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동양인에게 



2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폐쇄성 구불결장암이 있는 환자에 있어 CTC를 이용하여 대장 길이를 

측정하여 실제 폐쇄가 없는 구불결장암 환자와 비교시 대장 길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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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우리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Patients)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CTC를 시행하기 시작한 200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CTC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포함기준(inclusion 

criteria)는 구불결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하였고,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은 

환자의 키, 몸무게를 알 수 없는 경우, 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경우, 구불결장외 

암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아 장폐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폐쇄성 구불결장암의 정의는 위내시경기기(EGD)를 이용하여도 통과가 

불가능한 대장폐쇄를 가진 구불결장암으로 하였다.  

 

변수(Variables) 

 환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BMI(body mass index) 등 기본적인 신체 정보, 고혈압, 

당뇨 등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 등의 사회력, 직계가족의 대장암 가족력, 환자의 교육 

정도 및 경제 상태 등 사회 경제적인 상태도 확인하였다.  

 환자의 대장 길이 및 반경, 만곡부위 개수 등을 CT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대장암 

수술 이후  종양의 병리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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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대장조영술 (CT colonography) 

모든 환자들은 CTC 시행 하루 전 저녁부터 금식을 하게 하였고 250ml magnesium 

citrate solution (Magcorol solution®, Taejoon Pharm Co., Ltd., Seoul, Korea)과 5mg 

bisacodyl 4 정을 이용하여 검사 전일 밤에 장세정을 시행하였다. 대변 표지(fecal 

tagging)을 위해 모은 환자는 25ml 의 비이온성, 수용성, 요오드화 조영제 (non-ionic, 

water-soluble, iodinated contrast agent) (OmnipaqueTM 300, GE Healthcare, Cork, 

Ireland or Gastrografin®, Byer-Schering, Germany)를 2 컵의 물과 함께 검사 전일 밤 

10 시와 검사 당일 아침 6 시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하게 하였다. 전담 CT 기술자에 의해 

작은 연성 직장관 및 자동화 이산화탄소 투입 장치(automated CO2 delivery system 

(PROTOCO2L, E-Z-EM, Westbury, NY, USA) 을 이용하여 대장을 부풀렸다. CT 

촬영은 바로누운 자세(supine position)로 64 혹은 128 채널 다중검출기 행 CT(64 or 

128-channel multi-detector row CT (MDCT) (DiscoveryTM CT750 HD,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여 정맥 조영제 투약 없이 시행하였다. 

비조영 바로누운자세 영상(non-contrast supine images)을 얻은 이후, 환자는 엎드린 

자세로 변경하였다. 요오드화 조영제(Xenetix 350 mgI/mL; Iobitridol, Guerbet, 

France)를 자동 파워 인젝터 (automatic power injector)를 이용해 1.6ml/kg 의 용량을 

3~5ml/sec 의 속도로 투약하여 조영증강 CT colonography 를 촬영하였다. CT 영상은 

조영제 투약 60-70 초 후 문맥기(portal phase)에서 얻었다. CTC 를 위한 

획득매개변수(Acquisition parameters)는 다음과 같다 : detector configuration, 64 mm 

× 0.625 mm; pitch, 1; gantry rotation time, 0.5 s; slice thickness, 1.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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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increment, 1.25 mm; tube voltage, 120 kVp; tube current, 50 mAs in 

supine and 200 mAs in prone position; matrix, 512 × 512, and a field of view to fit. 

원시 데이터(Raw data)는 두가지 다른 재건 알고리즘(reconstruction algorithms)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다 : filtered back projection (FBP) and adaptive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ASIR, GE Healthcare, Wisconsin, USA) at 80% section mode 

(ASIR80). [7, 8] 

우리는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M-view, INFINITT,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장의 반경 및 대장의 길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1) 

 

통계 분석(Statistic analysis) 

Propensity score는 나이, 성별, 키, BMI를 공변량으로 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측정하였다. 이 공변량은 Khashab et al [6] 등에 의해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였다. Propensity score matching은 1:1 비율로 

nearest neighbor 방식을 이용하여 caliper는 0.2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값 ± 표준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숫자와 함께 비율(%)를 

함께 기술하였다. 두 군간의 비교는 단변량 분석으로 연속형 변수는 Student T-test, 

범주형 변수는 X2-test 과 선형 대 선형 결합을 이용하였고, 다변량 분석은 linear 

regression test 이용하여 대장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쇄여부, 나이, 성별, 키, 

BMI, 종양병기, 종양크기를 변수로 하여 시행하였다.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해 폐쇄성 대장암 및 비폐쇄성 대장암 두 군 내에서 나이, 성별, 키, BMI, 

종양병기, 종양크기 등이 대장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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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for windows)를 이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 일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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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는 서울대병원에서 CTC 시행받은 총 1545명의 환자 중 환자의 키, 몸무게 등 

기본자료가 없는 환자 99명 및 장절제술의 병력이 있는 142명, 구불결장 외 다른 부위 

결장암인 경우 638명, 폐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던 16명의 환자를 제외한 

650명의 환자가 우리 연구에 포함되었다. 그 중 폐쇄가 없던 환자는 125명, 폐쇄가 

있던 환자는 525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시행하여 

각각 99명의 환자로 나누었다. (그림 2)  

Propensity score matching전 두 군간의 비교는 표 1에 나와있다.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더 체중이 많았고(62.9 ± 10.6 versus(vs) 60.2 ± 9.7, p-value = 

0.007), BMI(body mass index) 수치가 더 높았다(24.0±3.2 vs 23.0±3.0, p-value = 

0.007)  

대장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보정한 이후 propensity score matching 을 

시행 후의 두 군의 비교는 표 2 에 나와있다. 체중이 63.5 ± 9.9 과 62.3 ± 8.8 (p-

value = 0.364), BMI 가 24.1 ± 2.8 과 23.6 ± 2.8 로 (p-value=0.189)로 보정이 

되었고, 통계학적으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는 인자는 없었다.  

두 군간의 병리학적인 결과는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종양의 크기는 폐쇄성 대장암 

군에서 평균 4.8cm으로 그렇지 않은 군 (평균 : 3.6cm)에 비해 더 컸고, (p=0.000) T, 

N 및 stage에서도 폐쇄성 대장암 군에서 더 진행된 소견을 보였고, 신경초침윤 

(perineural invasion)도 폐쇄성 대장암에서 더 흔하게 보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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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후 두 군간의 대장 길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나와있다. 전체 환자군의 평균 대장 길이는 160.3 ± 23.1cm 이었고, 폐쇄성 

대장암군과 비폐쇄성 대장암군에서의 대장 길이는 각각 155.3 ± 23.0cm, 165.1 ± 

22.2cm이었고, 각군의 길이에 대한 분포도는 그림 3에 나와 있다. 두 군의 대장길이에 

대한 비교시 폐쇄성 대장암군이 비폐쇄성 대장암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짧게 나타났다. (p=0.003) 각 분절 별 길이를 나누어 분석 시행하였을 때 구불결장의 

길이가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이는 분절로 나타났다. (53.1 ± 15.9 vs 58.0 ± 15.8, 

p=0.032). 각 분절 별 반경의 차이에서는 횡행결장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47.0 ± 7.7 vs 49.9 ± 7.5, p=0.009) 만곡 부위 또한 두 군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는 차이를 보였는데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평균 8.2개의 만곡이 있는 반면, 

폐쇄성 대장암군의 경우 평균 6.6개의 만곡이 관찰되었다. (p=0.000) 

 이에 두 군간에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성별, BMI, 키 등을 보정한 후에도 

대장 길이에 차이를 보이는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test)를 

시행하였을때 대장폐쇄여부는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였고 (β=-9.347, 

95% confidence interval -15.267 - -3.427, p=0.002), 그외 여성이 더 대장 길이가 

길고, 키가 커질수록, BMI가 높아질수록 대장길이가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5) 

종양병리학적 측면에서 폐쇄성 구불결장암 군이 비폐쇄성 구불결장암에 비해 더 높은 

병기를 보이고 종양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종양병기, 종양의 크기를 각각 보정하여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대장길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왔다. (표6) 

각 군내에서 대장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고, 키는 두 군에서도 공통적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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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였고, 추가로 비폐쇄성 구불결장암 군에서는 성별, 

종양의 병기, 폐쇄성 구불결장암 군에서는 BMI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왔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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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우리는 폐쇄성 구불결장암 환자군의 전체 대장의 길이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더 

짧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대장의 길이를 좌우했던 분절은 구불결장임을 

보여줬다. 이는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인 키, 성별, BMI 및 종양 병기, 

종양 크기 등을 보정한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대장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성별, BMI, 키 등이 유의한 

인자였고, 특히 비폐쇄성 대장암의 경우 종양의 병기가 대장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CTC 는 대장내시경(colonoscopy)에 비해 10mm미만의 용종을 찾기에는 민감도가 

70%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9], 대장내시경으로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 

대장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장암의 진단 검사 중 하나이다.[10] 특히 폐쇄성 

대장암 환자에 있어 CTC의 유용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 [11-15] 

내시경으로 접근이 어려운 근위부의 대장에 모든 동조성 암 및 10mm이상의 동조성 

종양의 83.3%를 발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바 있어,[16] 폐쇄성 대장암 환자의 

수술 전 검사로서 추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동조성 암 발견에 초점을 맞춘 다른 연구와 

달리 우리 연구는 대장의 길이를 측정하여 대장암 환자의 대장의 해부학적인 특성을 

찾은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장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연구한 여러 논문들이 있다.[17-19] 하지만 

CTC를 이용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그 중 Khashab et al은 총 50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CTC를 이용하여 대장 길이 및 대장 반경을 측정하여 서양인들의 평균적인 

대장의 해부학적 특징을 발표한바 있다. [6] 하지만 CTC를 이용하여 동양인의 대장의 

특징을 밝혀낸 연구는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 이에 우리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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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의 대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Khashab et al등의 보고에 

따르면 서양인의 평균적인 대장의 길이는 170cm이었고, 이는 우리 연구 

결과(165.1cm)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경 또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는 전반적인 서양인과 동양인의 대장의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는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폐쇄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장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장길이가 길고, 키가 커질 수록, BMI가 높아질 수록 대장길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였다. 이는 대장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기존 문헌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6, 19] 

우리 연구 결과에서 폐쇄성 대장암 환자가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길이가 

짧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장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나이, 성별, 키, 

BMI 등을 보정한 이후에도 폐쇄성 대장암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길이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내강 일부만 침범한 일반적인 대장암과 다르게, 폐쇄성 대장암은 

내강을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의 대장의 단축화를 일으켜 

길이를 축소시켰으리라 추정이 된다. 또한 비폐쇄성 구불결장암 군의 하위집단 분석에서 

종양의 병기가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나왔는데 이를 통해 종양의 진행정도가 대장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길이 단축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직병리학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의 장점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CTC를 이용해 대장의 길이를 측정한 

첫번째 연구라는 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한 대장의 해부학적 특징의 확인은 대장암이 

없는 일반인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양인에 있어 일반적인 대장의 



12 

 

해부학적인 특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연구의 단점은 먼저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치우침(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CTC 촬영 영상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함에 있어 길이 측정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CTC를 시행함에 있어 대장을 확장시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확장이 되지 않은 일부 대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전체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우리 연구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폐쇄성 구불결장암의 환자는 비폐쇄성 구불결장암 환자에 비해 대장 

길이가 짧고, 특히 구불결장의 분절 길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장을 

확장시켜 촬영하는 CTC의 방식상 대장의 길이 측정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추후 해부학적인 방법을 통한 대장 길이의 실제적인 차이 비교가 

필요하며, 대장 길이 단축의 기전에 대한 해부병리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장종양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CTC를 이용해 동양인의 대장의 

특징을 확인하여 이번 연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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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cancer obstruction status, before Propensity-Score 

Matching 

 
Non-obstructive cancer 

(n=525) 

Obstructive cancer 

(n=125) 
p-value 

Sex 

 Male 

 Female 

 

76 (60.8%) 

49 (39.2%) 

 

302 (57.5%) 

223 (42.5%) 

0.505 

Age (year-old) 62.3 ± 10.7 61.9 ± 11.9 0.699 

Height (cm) 161.8 ± 8.6 161.8 ± 8.7 0.985 

Weight (kg) 62.9 ± 10.6 60.2 ± 9.7 0.007 

BMI (kg/m2) 24.0±3.2 23.0 ± 3.0 0.001 

History of smoking a 26 (20.8%) 109 (20.8%) 1.000 

History of alcohol drinkinga 47 (37.6%) 181 (34.5%) 0.520 

Economic statusb 

 Low 

 Middle 

 High 

 

5 (23.8%) 

14 (66.7%) 

2 (9.5%) 

 

54 (27.4%) 

132 (67.0%) 

11 (5.6%) 

0.540 

Final educationc 

 Under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26 (21.1%) 

0 (0%) 

20 (16.3%) 

41 (33.3%) 

30 (24.4%) 

6 (4.9%) 

 

104 (21.1%) 

2 (0.4%) 

73 (14.8%) 

166 (33.7%) 

128 (26%) 

19 (3.9%) 

0.989 

Hypertension 49 (39.2%) 182 (34.7%) 0.341 

Diabetes 20 (16%) 69 (13.1%) 0.404 

Family history of colon cancer 

 Absence 

 Presence 

 

115 (92%) 

10 (8%) 

 

506 (96.4%) 

19 (3.6%) 

0.033 

 a missing data : 1; b missing data : 432 ; c Missing date: 35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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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cancer obstruction status, after Propensity-Score 

Matching 

 
Non-obstructive cancer 
(n=99) 

Obstructive cancer 

(n=99) 
p-value 

Sex 

 Male 

 Female 

 

59 (59.6%) 

40 (40.4%) 

 

62 (62.6%) 

37 (37.4%) 

0.662 

Age (year-old) 61.7 ± 10.9 62.4 ± 12.8 0.659 

Height (cm) 161.9 ± 8.3  162.4 ± 8.8 0.704 

Weight (kg) 63.5 ± 9.9 62.3 ± 8.8 0.364 

BMI (kg/m2) 24.1 ± 2.8 23.6 ± 2.8 0.189 

History of smoking  18 (18.2%) 19 (19.2%) 0.855 

History of alcohol drinking 38 (38.4%) 35 (35.6%) 0.659 

Economic statusa 

 Low 

 Middle 

 High 

 

4 (22.2%) 

13 (72.2%) 

1 (5.6%) 

 

12 (33.3%)  

21 (58.3%)\ 

3 (8.3%) 

0.614 

Final educationb 

 Under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16 (16.3%)  

0 (0%) 

 16 (34.7%) 

 34 (27.6%) 

 27 (27.6%) 

5 (5.1%) 

 

22 (22.2%) 

0 (0%) 

14 (14.1%) 

32 (32.3%) 

26 (26.3%) 

5 (5.1%) 

0.428 

Hypertension 40 (40.4%) 34 (34.3%) 0.378 

Diabetes 16 (16.2%) 10 (10.1%) 0.207 

Family history of colon cancer 

 Absence 

 Presence 

 

90 (90.9%) 

9 (9.1%) 

 

97 (98.0%) 

2 (2.0%) 

0.058 

Total Colon length 165.1 ± 22.2 155.3 ± 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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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Pathologic outcomes between non-obstructive cancer and obstructive cancer  

 Non-obstructive cancer 

(n=99)  

Obstructive cancer 

(n=99) 

p-value 

Tumor size(cm) 3.6 ± 2.3 4.8 ± 2.5 0.000 

Differentiation 

 WD 

 MD 

 PD 

 Mucinous 

 

12 (12.1%) 

81 (81.8%) 

2 (2.0%) 

4 (4.0%) 

 

5 (5.1%) 

89 (89.9%) 

3 (3.0%) 

2 (2.0%) 

0.556 

Ta 

 Tis 

 1 

 2 

 3 

 4 

 

3 (3.2%) 

12 (12.6%) 

12 (12.6%) 

64 (67.4%) 

4 (4.2%) 

 

0 (0%) 

0 (0%) 

4 (4.0%) 

72 (72.7%) 

23 (23.2%) 

0.000 

Nb 

 0 

 1 

 2 

 

52 (57.8%) 

20 (22.2%) 

18 (20.0%) 

 

35 (35.4%) 

30 (30.3%) 

34 (34.3%) 

0.007 

Stagec 

 0  

 1 

 2 

3 

 4 

 

3 (3.1%) 

22 (22.7%) 

32 (33.0%) 

30 (30.9%) 

10 (10.3%) 

 

0 (0%) 

4 (4.0%) 

30 (30.3%) 

44 (44.4%) 

21 (21.2%) 

0.000 

Lymphatic invasiond 

 Absence 

 Presence 

 

65 (73.0%) 

24 (27.0%) 

 

67 (68.4%) 

31 (31.6%) 

0.484 

Venous invasione 

Absence 

 Presence 

 

74 (82.2%) 

16 (17.8%) 

 

79 (79.8%) 

20 (20.2%) 

0.672 

Perineural invasione 

Absence 

 Presence 

 

71 (78.9%) 

19 (21.1%) 

 

51 (51.5%) 

48 (48.5%) 

0.000 

WD, well differentiated ; MD, moderate differentiated ; PD, poorly differentiated 

a Missing data = 4, b Missing data = 9, c Missing data = 2, d Missing data = 11, e Missing data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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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colon length, diameter and number of flexures between two groups 

 Non-obstructive 

cancer (n=99) 

Obstructive cancer 

(n=99) 

p-value 

Length (cm)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24.6 ± 5.7 

54.7 ± 13.1 

27.7 ± 9.0 

58.0 ± 15.8 

 

23.3 ± 5.8 

53.5 ± 10.9 

25.3 ± 8.1 

53.1 ± 15.9 

 

0.110 

0.480 

0.060 

0.032 

Luminal diameter (mm)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59.3 ± 9.5 

49.9 ± 7.5 

38.0 ± 8.6 

39.6 ± 8.3 

 

58.2 ± 9.7 

47.0 ± 7.7 

36.2 ± 8.5 

37.5 ± 8.4 

 

0.441 

0.009 

0.152 

0.076 

Total colon length (cm) 165.1 ± 22.2 155.3 ± 23.0 0.003 

Number of flexures 8.2 ± 2.4 6.6 ±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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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ble analysis with total colon length and covariables affecting colon length between two groupsa 

 β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year-old) 0.172 -0.105 – 0.448 0.222 

Sexb 20.502 10.919 – 30.084 0.000 

BMI (kg/m2) 1.339 0.271 – 2.406 0.014 

Height (cm) 1.617 1.073 – 2.162 0.000 

Obstruction a -9.347 -15.267 - -3.427 0.002 

a Reference : non-obstructive colon cancer 

b Reference : male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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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ble analysis of correlation for colon length in patients with vs. without obstruction (in variable models) 

      Model 1     Model 2     Model 3     

  N 

Total colon length 

(mean.sd) (cm)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Obstruction (-) 99 165.1 ± 22.2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Obstruction (+) 99 155.3 ± 23.0 -9.347 3.001 0.002 -10.580 3.210 0.001 -10.728 3.273 0.001 

SE, standard error 

1 Adjusted for age, BMI, sex, height 

2 Adjusted for age, BMI, sex, height, stage (total) 

3 Adjusted for age, BMI, sex, height, stage (total), tumo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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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bgroup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Β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Non-obstructive CRC 

Age (year-old) 0.411 -0.004 – 0.827 0.052 

Sexa 27.916 14.996 – 40.837 0.000 

BMI (kg/m2) 1.081 -0.343 - 2.504 0.135 

Height (cm) 1.772 1.055 - 2.489 0.000 

Total stage 5.838 1.569 – 10.108 0.008 

Tumor size (cm) -0.666 -2.554 – 1.223 0.486 

Obstructive CRC  

Age 0.042 -0.348 – 0.433 0.830 

Sexa 11.236 -3.495 – 25.967 0.133 

BMI (kg/m2) 1.853 0.155 – 3.550 0.033 

Height (cm) 0.060 0.535 – 2.198 0.002 

Total stage -3.513 -9.260 – 2.235 0.228 

Tumor size (cm) 0.060 -1.834 – 1.954 0.950 

a Reference : male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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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lon tracking using PACS on CT colonography 

 

 

Figure 2. Flow chart of pati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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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istogram of  

the distribution of total colon  

length. (a) total patients.  

(b) non-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c) obstructive  

sigmoid col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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