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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41세 남자 환자가 초음파 검사상 간내 종괴가

관찰되어 입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상 5년 전

간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십이지장

궤양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다. 혈청검사상 AST/

ALT 14/ 42 IU/L, alkaline phosphatase 91 IU/ L,

total bilirubin 1.8 mg/ dL, α- fetoprotein 183 ng/

mL, HBsAg (+), anti-HBs (+)였다. 간분엽 절제술

을 시행하였다.

GROSS FINDINDG

절제된 간조직은 8×4×4 cm, 60 gm이었으며,

절단면상 장경 10cm의 비교적 단단한 회백색의

고형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종괴의 단면은 비교적

균일하였고, 주위 간조직과의 경계는 비교적 좋았

으나, 부분적으로 침윤성 성장 모습을 보였으며,

종괴주위로 장경 약 0.5 cm 정도의 작은 결절이

여러개 관찰되었다. 주변 간조직에서 간경변의 소

견은 없었다.

MICROS COPIC FEATURE

종양세포들은 다음의 세 종류의 세포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1) 호산성의 풍부

한 세포질과 크고 둥근 핵, 그리고 뚜

렷한 핵소체를 가진 세포 즉 간세포를

닮은 세포, 2) 핵이 비교적 작고 핵소체

도 뚜렷하지 않은 입방형의 세포 즉 담

관상피세포를 닮은 세포, 3) 간세포와

담관상피세포의 중간형태를 보이는 세

포. 이러한 세포들이 2- 3 층의 코드, 또

는 블완전한 관상 배열을 하거나 세포

소를 이루고 있으며, 그 주변은 치밀한

간병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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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 1 Gross finding of sclerosing hepatic carcinoma. The cut section showing
a well defined, whitish brown, fibrotic mass of a spreading infiltrative growth
pattern and several satellite small nodules. The surrounding liver revealing a
relatively normal appearence without cirrhot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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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조직으로 차있었다. 특히 섬유화가 심한 부위

에서는 세포들의 코드가 더 가늘어지고 종양세포

들도 압박에 의해 납작한 모습을 보였다. 종양세

포들의 코드가 굵거나 세포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한층의 세포들이 책상배열을

하는 부위도 관찰되었다.

종양세포의 perineural invasion이 자주 관찰되

었으며, 원주형세포나 점액분비 세포는 발견할 수

없었다.

DIAGNOS IS

Sclerosing hepatic carcinoma

COMMENT

경화성 간암종(sclerosing hepatic carcinoma)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간암종의 한 드문 형태로서

혈관종을 제외한 원발성 간종양의 약 3%를 차지

한다. 경화성 간암종의 남녀 발생빈도는 비슷하나

평균 발생연령은 62.7세로 간세포암종의 평균 발생

연령보다 약 7세 더 높고, 고칼슘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B형 간염 및 간경변증과의 관계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간세포 또는 담관상피세포를

닮거나, 혹은 그 중간 형태의 모습을 띤 종양세포

들이 작은 세포소나 코드모양으로 배열하고 불완

Figure 2 . Microscopic and immunohistochemical finding of sclerosing hepatic carcinoma (SHC). SHC showing slender cords of neoplastic
cells and intense fibrous stroma. Neoplastic cells next to the fibrous stroma showing a palisading arrangement (A; H&E, B; TRC). Outer
palisading tumor cells showing a positive reaction to α-fetoprotein (C) and cytokeratin 19 (D). Carcinoembryonic antigen expression (E)
and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xpression (F) mainly in the inner portion of neoplastic cell cords or nests (L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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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관을 형성하기도 하며 종양세포들 주위의 치

밀한 섬유화가 특징이다. 또한 경화성 간암종에서

는 담관상피세포의 특징을 보이는 세포들로 구성

된 부분에서도 통상의 담관상피암종에서 관찰되는

점액의 분비나 키가 큰 원주상피세포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간세포암종과 담관상피암종의 혼합형과

는 감별된다.

경화성 간암종은 간세포암종의 표지자인 high

molecular cytokeratin (AE3) 및 alpha-fetoprotein과

담관상피암종의 표지자인 low molecular cytokeratin

(AE1), cytokeratin 19, carcinoembry- onic antigen

(CEA) 및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를

발현한다. Cytokeratin AE1과 19는 간엽성 결합조

직에 연접한 책상배열 세포들에서 더 강하게 발현

되고, CEA와 EMA는 주로 코드나 세포소의 내부

를 이루는 종양세포들에 발현된다. 따라서 경화성

간암종은 간세포암종과 담관상피암종의 공통적 모

세포인 원시 간모세포에서 기원하며 담관상피세포

로의 분화를 보이는 간암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섬유성 기질과 연접한 종양세포가 cytokeratin 19,

AE1을 발현하는 것은 경화성 간암종의 발생에 섬

유조직 증식이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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