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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helial lesions
  Hepatocytes Liver cell adenoma

Focal nodular hyperplasia
Nodular regenerative heperplasia
Focal fatty change

  Biliary cells Bile duct adenoma
Biliary hamartoma

Nonepithelial lesions
  Mesenchymal Hemangioma

Angiolipoma
Lipoma, myelolipoma

  Heterotopia Adrenal, pancreas, spleen
  Others Peliosis hepatitis

Inflammatory pseudotumor

Table 1.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benign liver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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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간내 고형성 양성 종양은 일반적인 검진을 하는 동안이나 기존의 악성질환의 술전 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

는 경우가 흔하다.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아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론 악

성 종양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상의들은 이런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과의 감별진단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조직 생검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 들어 영상학적 진

단법의 발달로 인하여 그 진단율이 높아졌으나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불필요한 조직 

생검이나 수술이 아직도 많은 환자에게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성 질환으로 진단된 뒤에도 가장 적절한 치료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간내 양성 고형 종양에 대하여 그 분류를 알아보고 그 

중에 빈도가 많은 해면상 혈관종(carvenous hemangioma), 간 선종(hepatocelluar adenoma) 및 국소성 결정형 

과형성(focal nodular heperplasia)의 임상적 특징과 진단적 work-up 및 수술적 적응증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류     

만성 간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 병변은 낭성 병변과 고형성 병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흔한 고형성 양성 병변은 그 세포의 기원에 따라 상피성(epithelial)과 간엽성(mesenchymal) 기원 병변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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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상피성 병변에는 간세포성 종양(선종과 국소성 결정형 과형성)과 담관세포성종양(담관선종)이 있

으며 간엽성 종양에는 혈관에서 기원한 혈관종, 지방조직에서 기원한 혈관지방종(angiolipoma), 근육조직에서 

기원한 근육종(leiomayoma) 등이 있다. 간엽성과오종(harmatomas)은 상피성과 간엽성 조직이 혼합된 곳에서 

기원 한다.

혈관종(Hemangioma)     

1. 임상 증상과 자연경과

해면상 혈관종은 가장 흔한 양성 양성 종양으로 전체 인구의 1∼20%에서 발생을 하며 주로 여자에게서 많

이 발생하며(여：남=5：1) 대부분은 30∼50대에서 발견되며 진단시의 나이는 평균 50세이다. 비록 경구용 피

임제 사용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직도 그 연관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혈관종은 5 cm 

미만으로 단독으로 발생하며 10∼20%에서는 다발성을 보이고 양측엽에 동일하게 분포하며 간혹 다른 기관에 

비슷한 혈관종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혈관종은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며 다른 질환으로 검사 중에 우

연히 발견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크기의 변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혈관종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담석 질환, 간 난종, 위십이지장 궤양이나 식도염 등과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10 cm 이하의 혈관종은 증상이 거의 없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Glisson 막의 팽창과, 주위조직의 압박, 종괴

내 혈전, 괴사 및 출혈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 될 수 있다. 출혈의 위험성은 1% 미만으로 적으며 파열은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검사실 소견상 간기능은 대부분 정상이며 큰 혈관종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반응 

및 혈소판의 감소와 섬유소원의 감소를 보일 수 있다. 거대 혈관종에 의해서 혈소판이 파괴되어 혈소판 감소증

과 소모성 응고장애증을 보이는 카사바하-메리트 증후군(kasabach-Merritt syndrome)가 나타날 수도 있다.

2. 영상 진단

간혈관종은 영상적 소견이 특징적이어서 영상 검사로 대부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주로 시행하는 검사로

는 초음파 검사,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촬영, 동위원소 촬영 등이 있다.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은 경계가 분명한 고-에코성의 종괴로 나타난다. 전산화 단층 사진에서는 조영제 주

입 전에는 저음영으로 보이고 조영제를 주입하면 주변부에서부터 중앙으로 조영이 증가되는 소견을 보이고 지

연기에서도 지속적인 조영 증가가 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다.

자기공명 촬영에서의 특징적인 소견은 T1에서 저음영이 보이고 T2 강조 영상에서 강력한 고음영이 보이는 

“lightbulb” 모양을 보인다. Tc-99 RBC 동위원소 조영술에서는 초기 저관류에서 시작하여 점차 관류가 증가하

여 30∼50분 후에 관류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치료

증상이 없는 혈관종은 크기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개 합병증이 없는 한은　경과 관찰을 하

도록 한다. 심한 증상이 있거나, 출혈이나 염증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암과　감별진단이 안될 시에는 치료를 

요한다. 수술적 절제술이 근치적인 수술이고 그외 간동맥 결찰술, 방사선 치료나 출혈을 동반한 경우에 간동

맥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 적응증이 되면　수술적인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진단의 확실성 및 종괴의 

위치와 크기등의 해부학적 고려사항에 따라서 치핵술(enucleation)과 전형적 절제술을 선택하게 된다.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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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은 암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 경우나 크기가 크거나 심부에 있는 경우에 시행하며 치핵술은 수술적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소성 결절성 과형성(Focal Nodular Hyperplasia)     

1. 역학 및 임상소견

국소성 결절성 과형성은 혈관종 다음으로 흔한 양성 간종양으로 주로 30∼50대의 여자에게서 진단이되며 

경구피임약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NH은 동맥기형에 의해서 과도한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 이

에 따라 간실질의 과형성 반응(hyperplastic reaction)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육안 소견상 경계가 분

명하고 협막이 없는 고형성 종괴로 간실질로 방사되는 중심 섬유 반흔(central fibrous scar)을 특징적으로 가

지고 있다. 대부분의 FNH는 무증상이며 복부초음파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다. 드물게는 크기가 큰 종괴에서 

복부통증이나 불편감을 나타나기도 한다. 유경성인 경우 종괴로 촉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염전에 의해서 급성 

복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파열과 출혈 등의 합병증은 극히 예외적이며 비전형적형인 telangiectatic FNH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악성으로의 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간기능은 80%환자에서 정상이며 종괴가 

커서 담도를 누르는 경우에는 ALP와 GGT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2. 영상 진단

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hypo나 iso-에코상의 종괴가 보이며 20%에서 중심 반흔을 관찰할 수 있어 진단을 

내린다. 칼라 초음파에서는 중심 반흔에서부터 격벽으로 벋어져 가는 동맥혈류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CT 촬

영소견상 조영제 주입 전에는 경계가 분명한 저음영의 종괴로 보이며 혈류가 발달이 잘되어 있어서 동맥기에

는 빠르게 조영 증강이 되고 경계가 잘 지워지고 소엽상의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정맥기에는 조영제가 빠져

나가서 약간 저음영으로 보이게 된다. MRI 소견상 T1강조 영상에서 등강도(isointense)나 저강도(hypointense)

로 보이고, T2 영상에서는 약간의 고강도(hyperintense)로 보이게 된다. 또한 T2 영상에서 고강도의 중심반흔

이 보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FNH 진단에 있어서 MRI가 초음파나 CT 검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FNH는 영상 진단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다.

3. 치료

증상이 없는 FNH인 경우 크기와 개수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암으로의 전환이

나 합병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경과 관찰을 시행 한다. 경구 피임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증

상이 있는 경우나 다른 질환(adenoma나 HCC)과 감별이 안될 때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한다. FNH 주변의 

많은 혈관으로 인하여 치핵술(enucleation)보다는 경계를 두고 절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선종(Hepatocelluar Adenoma)     

1. 역학 및 임상소견

간선종은 드문 질환으로 경구피임약 복용과 엔드로겐 호르몬 치료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병율은 피임약을 쓰지 않는 환자에서는 백 만명당 1명이 발생하며 오랫동안 경구용 피임약 복용자에서는 10

만명당 3∼4명이 보고되고 있다. 간선종 발생은 경구 피임약의 사용 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또한 glyc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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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제1형 질환과 당뇨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다. 대부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며 다른 질

환으로 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검진을 하는 동안에 발견을 한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간선종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종괴내 출혈과 괴사에 의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출혈의 위험성은 경구 피임제를 복용중인 여성이나 임신 중이거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에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급성 복통과 오심, 구토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도 발생한다. 간선종은 암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남자에게서나 크기가 큰 경우에 그 

위험성이 증가 한다. 간기능 검사는 대부분 정상이면 크기가 큰 경우 GGT나 ALP 등이 상승할 수 있다.

2. 영상 진단

초음파상 다양한 에코를 가진 경계가 잘 지어지는 종괴로 나타나고, 고음영의 에코는 글라이코겐과 지방의 

존재한 경우에 나타나고 저음영의 에고는 출혈과 괴사인 경우에 나타난다.

　CT 소견상 조영제 주입 전에는 저음영으로 보이다가 조영제 투입 후 동맥기에는 고음영의 종괴로 보이

며 문맥기에는 다시 저음영으로 보이게 된다. 지방과 출혈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므로 MRI는 간선종의 특징을 

보는데 가장 좋은 영상 진단이다. T1 강조 영상에서는 등강도(isointense)나 고강도(hyperintense)로 보이며 

T2 영상에서는 고강도로 보인다.

3. 치료

출혈과 파열 등의 합병증 발생과 암으로의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과적 절제술이 원칙이다. 그러나 작

은 3 cm 미만의 간선종은 경구용 피임약을 중단하고 임신을 피하면서 관찰을 할 수도 있다. 경구용 피임제를 중

단한 후에 간선종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진 예도 보고되고 있다. 많은 보고에서 5 cm 이상의 간선종은 절제

술을 시행하라고 보고 한다. 절제술은 가능한 해부학적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으나 절제연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 파열에 의해서 출혈이 심한 경우 색전술을 먼저 시행하여 환자를 안정시킨 후에 절제 하는 것이 절제부위

도 작아지고 수술적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간선종의 절제 후에도 재발된 경우는 보고되고 있지 않

지만 경구용 피임제의 사용은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임신을 계획시에도 주의하여 관찰을 하여야 한다.　　

결론     

간에 생기는 여러 고형성 양성 종양에 대한 역학, 임상적인 증상, 그에 따른 진단적 검사 방법 및 정확한 

치료 적응증을 숙지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조직검사와 수술적인 치료를 최소화하며 최대의 치료 

효과를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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