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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in Liver Imaging (Primovist MRI, 
Contrast USG)

서울 학교 의과 학

이      재      

Primovist Liver MRI 

1. 기   약리학  특징

  Primovist (Gd-EOB-DTPA)는 dual contrast agent로서 ECF agent와 hepatocyte specific agent 성

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 인 조 증강의 변화와 Hepatobiliary phase (HBP)를 같이 얻

을 수 있다. Hepatocyte에 uptake되는 기 은 OATP pump에 의해 uptake가 되고 cMOAT/MRP2

에 의해 담도로 배출된다. 보통 Kg당 0.025 mmol을 사용하며 50%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고 나

머지 50%는 hepatocyte에 uptake되어 담즙을 통해 배설된다. 동 인 조 증강은 주입후 보통 3

∼5분까지 찰할 수 있으며 HBP 상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얻는 것이 보편 이다. 

2. 상학  특징  장

  1) Higher sensitivity for HCC detection: Dynamic phase는 기존의 ECF 조 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HBP 는 normal functioning hepatocyte에 균일하게 uptake됨으로서 diseased hepatocyte를 

가지거나 hepatocyte가 없는 병변의 경우 뚜렷한 조효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2 cm 이하의 HCC  이암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tumor margin을 보는 데 도움이 된

다. 

  2) Better differentiation of hepatocellular nodules: hepatocellular tumor를 uptake의 정도에 따

라 hepatocarcinogenesis에 따른 characterization  aggressiveness에 한 분석이 가능하여 감별진

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즉 regenerating nodule  dysplastic nodule는 functioning hepatocyst를 가

지고 있어 HBP 상에서 동신호강도를 보이고 HCC 에서도 분화가 좋은 종양은 동신호강도

나 고신호강도를 보일 수 있다. HCC의 분화도에 따른 HBP 상의 소견에 따른 연구에서 H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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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호강도나 동신호강도를 보이는 HCC의 부분 Grade II이하 다. 고분화HCC가 등

도와 분화 HCC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퍼센티지로 고신호강도를 보인다. HBP 상에서 

신호강도를 보이는 hypo 는 iso vascular nodule은 biologically aggressive하지는 않지만 크기가 

커져 HCC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close attention이 필요하다. FNH는 HBP 상에서 고신호강

도를 균일하게 보인다. 

  3) Exclusion of pseudoenhancement: Arterioportal shunt와 같은 HCC를 mimic 할 수 있는 

arterial enhancing pseudolesion과 HCC의 감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4) Better diagnostic performance than CT: MDCT와 비교해 primovist MRI는 HCC의 typical 

enhancement pattern을 더 잘 보여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CT보다 HCC의 진단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Liver Elastography

  간생검이 가진 침습성  sampling error를 극복하기 해 비침습 인 지표들이 개발되었고 

그  최근에 각 을 받고 있는 것이 음 를 이용한 간의 탄성 상이다. 재 세계 으로 간

탄성 상으로 각 을 받고 있는 것은 shear wave–based elastography로 fibroscan이라 불리는 

transient elastography와 ARFI 상(Acoustic radiation pulse impulse imaging) 그리고 Supersonic 

shearwave Imaging (SSI)이 있다. Fibroscan은 충분히 validation이 된 상태이며 ARFI는 재 

validation이 진행 이다. 지 까지의 보고를 보면 fibroscan이 우수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fibroscan이 obesity나 ascites가 있는 경우 잴 수 없다는 단 을 고려하면 동등하다. 

ARFI 상은 간 음 상을 하면서 쉽게 잴 수 있어 임상 용이 쉽다. Metavir fibrosis stage 

F2 이상을 진단하는 데 ARFI 상은 77∼85%의 진단정확도를 보이며 fibroscan은 79∼94%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SI는 아직 validation을 할 만한 결과가 많지 않다. 

Contrast USG 

1. 황  특징

  음  조 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CT나 MR처럼 일정시간에만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

시간으로 종양의 성을 악할 수 있고 매우 민감하게 종양의 성을 분석할 수 있어 간

세포암 진단에서 있어서 EASL guideline에서 상방법으로 CT, MR과 함께 음 조 제 검사

가 들어갈 정도는 유럽에선 매우 popular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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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noVue의 특징

  황  한국에서 재 쓸 수 있는 조 제는 라코에서 생산하는 SonoVue이며 Sulfurhexa-

flouride gas에 lipid shell을 가진 평균 2.5 micrometer 의 크기를 가진 microbubble이다. 부분 

lung을 통해 배출되므로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radiation hazard가 

없고 renal나 hepatic function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큰 장 이며 하루에도 여러번 사용이 가

능하다는 것도 장 이다. 

3. 응증

  1) 간세포암의 진단  확인, 2) 간 이암의 탐지, 3) 간세포암의 치료 후 평가, 4) 간이식 

환자에서 간  평가, 5) FNH의 진단  6) antiangiogenic drug의 평가등에 활발히 사용이 되

고 있다. 

4. 실례

  간세포암의 경우 CT  MR에서 동맥기 조 증강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음 조 제검사가 

도움을  때가 많으며 우연히 발견된 종양의 감별에서 종  FNH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CT나 MR에서 탐지된 작은 종양을 음 에서 탐지할 수 없을 때 음 조 제

는 도움이 되어 ablation needle을 guide하는데 도움이 된다. 간이식 환자에서 동맥을 찾기 어려

울 때나 동맥신호가 미미할 때 간동맥을 뚜렷이 보여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