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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Hepatocellular carcinoma, well to moderately

differentiated, expanding growth type with

dis tinct margin

Cirrhosis , macronodular, B viral

GROSS FINDING

절단면상 주위 간조직과 경계가 좋은 장경

2cm의 황회색 고형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종괴

는 둥근모양으로 여러개의 분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출혈이나 괴사의 소견은 없었다. 종괴

주위로 얇은 피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위 간

조직은 대결절형 간경변의 소견을 보였다.

MICROSCOPIC FINDING
종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정상 간세포를

닮았으며, 세포는 다각형으로 핵은 세포의 중앙

에 위치하고 핵소체가 뚜렸하다. 배부분 3층 이

상의 종양세포로 이루어진 육주(trabecular) 형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종양세포들이 밀집하여 치밀

(compact)형을 보인다. 육주의 양옆에는 내피세

포, 소수의 Kupffer 세포 및 성상세포(stellate

cell, perisinusoidal cell)로 피복된 동양구조가

관찰된다.

COMMENT
분화가 좋은 육주형 간세포암종은 동양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동양구조를 피복하는 세포

중 CD68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Kupffer 세포들

을 관찰할 수 있다. 전이된 육주형 간세포암종에

서도 Kupffer 세포가 관찰될 수 있으나, 그 수는

원발성 암종에서 보다 대부분 감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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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ss feature of small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distinct margin and macronodula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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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ure 2. A, Microscopic finding of well to moderately different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B, CD68 positive Kupffer cells in the sinusoids of HCC. C, CD34 positive sinusoidal
endothelial cells in HCC. D, smooth muscle actin positive stellate cells in sinusoids of H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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