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 ure 1. Gross finding of angiomyolipoma. T he cut section
show s a well defined, yellowish solid and ovoid mass . The
surrounding liver reveals a relatively normal appea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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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52세 여자환자가 간의 종괴를 주소로 입원하여

간엽절제술을 시행받았다. 환자는 1년 전 소화 불

량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중 간의 종괴가

발견되었으나, 치료를 받지않고 지내왔다. 혈청검

사상 AST/ ALT 47/ 77 IU/ L, alkaline phosphatase

74 IU/ L, total bilirubin 1.1 mg/ dL, α- fetoprotein

< 2 IU/ mL, HBsAg (- ), anti-HBs(- ), anti-HCV (- )

였다.

GROSS FINDINDG

절단면상 5×4 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황갈색

의 고형성 종괴가 관찰된다. 경계의 변연부는 대부

분 팽창성 성장을 하고 있으며, 피막의 형성은 관

찰되지 않는다. 병변내에 괴사나 낭성 변성은 없으

며, 주위 간조직은 비교적 정상적인 소견을 보인다.

MICROSCOPIC FEATURE

종양은 대부분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교적 벽이 두터운 혈관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일

부에서는 방추형 및 상피양 모양의 평활근 세포들

이 기둥모양으로 배열하고 있다. 상피양 세포의 세

포질은 호산성으로 풍부하며, 핵은 비교적 작고 균

일하고 소수에서는 핵소체가 뚜렷하다. 이들 세포

는 면역염색 상 vimentin과 HMB- 45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DIAGNOS IS

혈관근지방종 (Angiomyolipoma)

간병리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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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간의 혈관근지방종은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 증

상없이 우연히 발견된다. 최근 특징적인 영상소견

으로 수술전 진단이 용이해져서 발생 빈도가 증가

되는 추세이다. 신장에서 발생되는 것과 형태학적

모습이 유사하며, 신장과 간의 종양이 같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약 6%에서 tuberous sclerosis

와 연관성을 보인다.

혈관근지방종은 대부분 육안소견상 경계가 분명

한 한 개의 종괴를 형성한다. 단면의 색은 구성 성

분에 따라 회백색에서 황색까지 다양하다. 현미경

소견상 종양은 지방세포, 평활근세포, 혈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골수외 조혈이 약 40%에서 관찰된

F ig ure 2 . Microscopic and immunohistochemical finding of angiomyolipoma. T he tumor is composed of prominent fat cells,
smooth muscle cells and thick blood vessels (A). The smooth muscle cells show s spindle shape (B) and epithelioid feature
with ample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 mimicking hepatocyte (C). The tumor cells show positive reaction to HMB- 4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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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경우 평활근세포가 주 구성성분이나,

그 구성 비율은 각 예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평활근세포는 방추형과 상피양 세포의 모습을

보이며, 상피양 세포는 호산성 또는 투명한 세포질

을 보이므로 간세포와의 감별이 필요하다.1 ,2 이들

세포는 smooth muscle actin 및 melanoma의 표

지자로 알져진 HMB- 45, s- 100에 양성 반응을 보

이므로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3 간혹 평활근세포

에서 과염색성의 큰 핵과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될

수 있으나, 혈관근지방종은 수술 후 재발이 거의

없으며, 악성으로의 전환은 보고된 바 없다.

색인단어 : 신생물/ 간/ 혈관근지방종, 간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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