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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론

상 간에 14 cm의 종괴가 관찰되어 내원하였다. 과
육종형 간세포암종(sarcomatoid hepatocellular

거력상 62년 전에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고, 20년

carcinoma)은 종양세포가 육종과 유사하게 방추형

전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진단받았으며,

모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절제된 간세포암종

10년 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검사

중 1.8%, 부검한 예 중에서 3.9～8.9%에서 발생하

소견상 WBC 10,400/mL, Hb 11.2 gm/dL, platelet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종양의 일부에서 전형

176,000/uL였으며, 혈청생화학검사상 알라닌아미

적인 육주형 모양의 간세포암종의 조직 소견이 관

노전이효소 23 U/L,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이효

찰되면서 이러한 방추형 종양세포가 있으면 간세

소 33 U/L, total bilirubin 0.7 gm/dL, B형간염바이

포암종이 육종형 변화를 보인 것으로 쉽게 진단할

러스 표면항원은 양성이었다. 종양표지자는 알파

수 있지만, 종양 전체에서 방추형 세포가 관찰된다

태아단백 157.3 ng/mL, CA125 196 U/mL로 증가

4

면 혈관육종, 평활근육종 또는 섬유육종과 같은

되어 있었고, 암종배아항원(CEA) 2.3 ng/mL, CA19-

육종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9 3.6 U/mL로 정상이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육종형 변화를 보인 간세포암종의 병리 소견과 유

14 cm 크기의 종괴가 간에서 복강 내로 돌출되는

발 기전, 임상적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양상을 보였으며 결장과 십이지장에 맞닿아 있었
다. 우측 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복

증

례

강 내 파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의 종괴가 소
장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골반강까지 내려와

64세 남자 환자가 3개월간의 소화불량을 주소로

있었다. 수술 2개월 후에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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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파종성 종괴가 복강 내에 관찰되어 방사선

일부분만이 간의 실질에 연해 있었다. 간실질과 연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발열과 함께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환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
원으로 전원하였다.

*

1. 육안 소견

외견상 장경 23 cm 크기의 아령 모양의 종괴가
간실질에서부터 유경성(pedunculated)으로 자라고
있었고, 종괴 표면은 불규칙하게 연조직과 유착되
어 있었으며, 종괴의 일부는 파열되어 노출되어 있
었다. 절단면상 갈색, 노란색, 붉은 색이 혼재해 있
는 부드럽고 충실성의 구조를 보였으며 출혈과 광
범위한 괴사 소견을 보였다(그림 1).
2. 현미경 소견

종괴의 대부분은 복강 내로 돌출되어 있었으며

Figure 1. Gross appearance of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peripheral part of tumor (arrow) shows a yellowish brown, soft, bulging out cut surface with hemorrhagic
areas, which is a typical gross featur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cut surface of the large portion of tumor
(asterisk) is pinkish tan and shows fish-flesh appearance
with extensive necrosis in which the sarcomtous component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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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scopic features of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typical hepatocellular carcinoma area is encapsulated
by thick fibrous capsule (A; H-E, ×40). The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area shows geographic necrosis (B; H-E, ×40).
The transitional areas are highlighted by decreased cohesiveness of tumor cells in sarcomatoid area (right side) (C&D;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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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 부위는 두꺼운 섬유성 피막으로 둘러싸여

였다(그림 2). 종양의 여러 부위에서 전형적인 간

있었고,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의 소견을 보였다(그

세포암종의 소견을 보이는 종양세포가 점차로 육

림 2). 종양세포는 주로 육주형(trabecular) 또는

종형 모양으로 변화하는 이행 부위가 관찰되었다.

샘형(adenoid)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동모양혈

이 부위에서는 세포 모양이 다각형에서 둥근 모양

관 유사 구조가 존재하는데 출혈로 인해 확장되어

혹은 방추형 모양으로 바뀌고 세포 간의 결합이 점

있었다(그림 3). 구성 종양세포는 풍부한 호산성

점 느슨해져 상피세포의 특성을 잃어가는 양상이

세포질을 가지고 다각형 모양으로 인접 종양세포

두드러졌다(그림 3).

와 맞닿아 있었다(그림 3). 반면 복강 내로 돌출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전형적인 간세포암종 부

종괴의 대부분은 조직 소견에서 주로 육종형 간세

위와 육종형 간세포암종 부위의 대비가 현저하였

포암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2). 대부분을 구

다(그림 4). 전형적인 간세포암종 부위에서는 간세

성하는 종양세포는 방추모양 세포 혹은 특정 세포

포 분화의 표지자인 HepPar 1에 양성 반응을 보였

로의 분화를 찾아볼 수 없는 미분화 세포로 이루어

으며 상피세포의 표지자인 cytokeratin에도 양성이

져 있었으며 특정한 배열을 보이지 않아 고형성 판

었다. 또한 세포 간의 결합에 관여하는 E-cadherin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다. 구성 종양세포는 낱낱이

이 세포막을 따라 진하게 발현하였으나 간엽세포

분리되어 있었고(그림 3)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하

의 표지자인 vimentin은 음성이었다. 반면 육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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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istologic features of typical and sarcomatoid areas in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ypical area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re trabecular pattern with peliotic change (A) and pseudoglandular pattern (B). The sarcomatoid
area shows sheets of undifferentiated tumor cells (C) and in some areas the tumor cells are singly scattered (D). (A to D.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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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of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typical hepatocellular carcinoma area (A) is immunoreactive for hepatocyte
differentiation marker, HepPar 1 (C) and epithelial cell marker, CK (E). The tumor
cells show strong membranous E-cadherin expression (G) but no expression of
vimentin (I). The sarcomatoid hepatocellular carcinoma is composed of spindleshaped tumor cells, resembling true sarcomas (B). The tumor cells of
sarcomatoid area lose the immunoreactivity for HepPar 1 (D). They show strong
immunoexpression for CK (F) and vimentin (J) at the same time, and are totally
negative for E-cadherin (H). (A&B. H-E, ×200; C to J. immunostaining, ×200).

간세포암종 부위는 HepPar 1에 음성으로 조직 소

고

찰

견과 일치하여 분명한 간세포의 분화를 보이지 않
았으나 상피세포의 표지자인 cytokeratin은 양성이

육종형 간세포암종은 종양세포의 일부 또는 전

었다. 이 부위는 E-cadherin에 음성, vimentin에

부가 마치 육종의 세포와 같이 방추형 모양을 보이

강하게 양성 반응을 보여, 상피세포 기원의 종양이

면서 간세포의 분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

면서 상피세포의 특성 중 일부를 상실하고 육종과

다.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은 육주형 혹은 샘형으로

같은 분화를 보이는 것을 면역조직화학적 표현형

자라며 다각형 모양 종양세포는 세포질이 풍부하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고 과립상이고, 종양세포에 연하여 동모양혈관 구

5

6

조를 보인다. 육종형 간세포암종의 종양세포는 세
포질이 길쭉하고 핵에 비해 세포질의 비율이 높으
며, 종양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하여 낱낱이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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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모양으로, Kojiro 등은 육종형 간세포암종

있다. 아울러 육종형 종양세포에서 E-cadherin 발

을 spindle-cell 유형과 free-cell 유형으로 분류하

현이 보다 낮고,18 대부분 vimentin을 발현하기 때문

기도 하였다.7 방추형 세포뿐 아니라 드물게 연골

에, E-cadherin의 소실과 함께 육종형 변화를 일으

8

분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간모세포종과 닮은
9

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피간엽전환(epithelial

부위를 가진 증례 보고도 있으며, 병합형 간세포-

mesenchymal transition)은 상피세포가 간질세포

담관암에서도 드물게 육종형 변화를 보이는 증례

의 특성을 갖게 되어 운동성과 침윤성을 갖게 되는

10-12

가 보고되어 있다.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서, 세포의 E-cadherin

육종형 간세포암종은 육종과 매우 흡사하기 때

발현 소실과 vimentin 발현은 상피간엽전환의 주

문에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종인 평활근육종,

요한 과정이므로,19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육종

섬유육종, 혈관육종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육종

형 간세포암종의 발생에 상피간엽전환이 기여하는

형 간세포암종은 이들 육종과는 달리 종양의 일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20 본 증례에서도 육종형

에서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의 부위가 관찰되기 때

간세포암종의 부위는 조직학적으로 상피세포의 특

문에, 일차로 육안 검색을 했을 때 육종형의 부위

성을 보이지 않고 간엽세포의 특성을 보일 뿐 아니

만 관찰된다면 다시 광범위한 조직 절편을 취하여

라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또한 E-cadherin 발현이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의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는

소실되고 vimentin이 강하게 발현되어 상피간엽전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육종형 간세포암종은 면역조

환의 기전이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화학적 검사에서 육종과 같이 간엽세포의 표지

육종형 간세포암종은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에 비

자인 vimentin을 흔히 발현하지만 이와 함께 종양

하여 생존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나,3

세포의 다수에서 상피세포의 표지자인 cytokeratin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육종형 간세포암종이 전형적인

을 발현하므로 육종과 감별할 수 있다.

간세포암종에 비하여 림프절과 원격전이가 많고, 6

간세포암종의 이러한 육종형 변화의 유발 기전

개월 이내에 조기 재발하는 빈도가 높다.21 또한 간

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경

절제 후에는 3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18.2%에

동맥 화학색전술과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수술 전

불과하고, 간이식 후에도 3년 생존율이 37.5%, 무병

치료가 간세포암종의 육종형 변화 및 변성, 괴사의

생존율이 25%로서22 전형적인 간세포암종보다 예

7,13-16

유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술 전 치

후가 나쁘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증례 또한 수술

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증

후 2개월만에 복강 내로 광범위하게 전이하였으며,

례 또한 수술 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다만 방

방사선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예후가 좋지 않았다.

추모양의 종양세포로 이루어진 부분이 단순히 육

현재까지는 영상의학적인 방법만으로 육종형 간

종이 아니라 간세포암종이 육종형으로 변화한 것

세포암종을 감별하기 어려우나, 전산화단층촬영에

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간세포암종 부위

서 큰 종괴의 가장자리에서 조영증강을 보이고, 가

에서부터 방추형 종양세포로 이루어진 부위로 이

운데 괴사가 관찰되며, 고형성 부분에 불규칙적으

행되는 부분이 종종 관찰되고, 방추모양의 종양세

로 조영증강을 보이면 육종형 간세포암종의 가능

포에서도 상피세포의 표지자인 cytokeratin이 발현

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21 수술 전에 종괴에 대한

되며, 간에 발생하는 원발성 육종은 매우 드물기

간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육종형 간세포암종을 진

1,2

육종형 간세포암종에서 방추모양의 종

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22 수술한 종괴의

양세포로 구성된 부위는 전형적인 간세포암종의

철저한 병리학적 검색이 정확한 진단에 가장 필수

부위에 비해 p53 단백이 과발현되어 있고, PCNA

적이다.

때문이다.

2

발현율이 2～20배 가량 더 증가되어 있으며, βcatenin 돌연변이가 더 흔하게 관찰된다는 보고가

색인단어: 종양, 간세포암종, 육종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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