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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gn Malignant

Solid
  Hemangioma
  FNH
  Adenoma
  Focal fat change
  Mesenchymal harmatoma
  Lipomartous tumor
  Inflammatory pseudotumor
Cystic
  Cyst
  Polycystic liver Dz.
  Biliary cystadenoma
  Echinococcal cyst
  Amaebic abscess
  Pyogenicabscess
  Caroli disease

HCC
Cholangiocarcinoma
Angiosarcoma
Lymphoma
Metastasis

Metastasis

Biliary cystadenocarcinoma

Cholangiocarcinoma

FNH: focal Nodular Hyperplasia, HCC: Hepatocelluar carcinoma.

Table 1. 간 국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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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간에는 다양한 국소병변이 있는데(Table 1), 영상 검사의 역할은 이러한 국소 병변을 발견하고 발견된 병

변의 특성화에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국소 간 병변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정확히 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며 연부조직의 미세한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어 국소 간병변의 진단에 유용한 선별검사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병변의 특성화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CT나 MRI 등 조영제를 이용

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소 간병변의 감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만성 간질환 유무가 매우 

중요하며, 그 외에 cyst, hemangioma 등 흔한 양성 간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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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국소 간병변의 감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만나는 양성 국소 간 병변을 중심으로 영상검사에서 특징적인 소견과 감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간낭종(Hepatic Cyst)     

단순 낭종은 간의 국소 병변 중 가장 흔한 병변으로 나이와 함께 빈도가 증가한다. 초음파 소견은 매우 

특징적으로 경계가 매우 분명하고, 피막이 보이지 않으며, 내부에코는 없으며(anechoic), 후방음향증가(poste-

rior acoustic enhancement)을 보인다. 대부분 단방성(unilocular)이며, 격막을 가진 다발성인 경우는 드물다. 

매우 작은 낭종인 경우에는 무에코의 병변은 보이지 않고 후방 음향증가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단순낭종은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매우 큰 경우나 감염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하다. 염증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벽이 두꺼워지며 내부에 debris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경우 

농양이나 cystic tumor와의 감별이 필요하다. 초음파 검사는 더 이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난종

을 진단할 수 있으며, 종종 암환자의 수술전 CT에서 발견되는 작은 저음영 병변들이 낭종인지 전이암인지 감

별하는데 초음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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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이 심하거나 병변의 위치나 환자의 체형 등으로 음창이 나쁜 경우 초음파로 낭종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초음파에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는 MRI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MRI에서 Heavily 

T2WI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이며, 조영증강 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1. 담도 낭선종/낭선암(Bilary cystadenoma/cystadenocarcinoma)

담도 낭선종과 낭선암은 드문 질환으로 담도 낭선종은 양성이나 악성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며 낭선암은 

악성질환이다. 선천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년의 여성에 흔하며 우엽에 흔하다. 조직학적으로 주로 원주

상피세포(columnar epithelium)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액성이나 드물게 장액성 변종도 있다. 주로 큰 다방성 

(multilocular) 낭종으로 내부에는 점액이나 혈액이 차 있다. 원칙적으로 담도와 연결은 없으나 드물게 담도와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초음파 소견은 난원형 낭성의 종괴로 보이며 두꺼운 벽과 많은 격막, 유두상 돌출, 액체-액체 계면을 가진

다. 석회화가 격막이나 벽에 생기기도 한다. 양성 담관 낭선종과 낭성암의 감별은 방사선학적으로 어려우나 

격막과 고형성 부위, 유두상 돌출이 있으면 악성을 시사하며, 유두상 돌출이나 고형성 무위가 없는 격막은 양

성을 시사한다. 원격전이나 림프절 전이등은 악성을 시사한다. Simple cyst와는 thick wall, sepation이 감별에 

도움이되나 complicated cyst와의 감별은 한계가 있다. 조영증강 CT나 MRI에서는 격막과 고형성 부위, 유두상 

돌출의 조영증강을 잘 보여준다.

국소지방침착 및 결핍(Focal Fat Infiltration/Sparing)     

국소지방침착 및 결핍은 간 종양은 아니나 다른 국소적 간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영상 소견

을 숙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음파에서 국소지방침착 및 결핍은 특징적 위치에 분포하며 간의 외형을 변화

시키지 않고(종괴 효과가 없다), 간표면에 base를 둔 쐐기모양으로 균질한 내부에코를 보이며 Doppler에서 병

변 내로 정상혈관이 통과 하며, 불규칙한 geographic margin을 보이면 진단할 수 있다. 국소적 지방 침착 및 

결핍은 그 부위가 일부 겹치나 그 기전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생기는 부위는 겸상인대(falciform 

ligament) 주변에 위치한 간 제4분엽의 전내방(ventromedial) 부위와 간 제4분엽의 후내방(dorsomedial por-

tion)이다.

간의 국소 지방결핍은 초음파에서 저에코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병변으로 담낭주변, 간 제4분엽의 후

내방, 간피막 하부위에 호발한다. 국소 지방결핍은 간문맥대신에 systemic vein이 간실질에 혈류를 공급함으로

써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system vein내에는 문맥혈과는 달리 소장에서 흡수되는 트리글리세라이

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을 포함한 영양소가 거의 없어 간의 국소 지방결핍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간내 유입되는 systemic vein은 크게 소화기관에서 유입되는 nonportal splanchnic vein과 소화기관과 관

련 없는 systemic vein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nonportal splanchnic vein으로는 간 제4분절 후방부위와 

제1분절로 들어가는 aberrant right gastric vein, 간문부 주변의 피막하부는 parabiliary venous plexus, 담낭주

변 간실질로 유입되는 cystic vein, 간피막 하부위 capsular vein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겸상인대 주위의 

간 제4분절 전내측으로 유입되는 inferior and superior Sappey vein 과 Burow vein 등이 소화기관과 관련 

없는 systemic vein이다. 

국소 지방침착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으나 허혈성 간 손상 및 insulin 등 호르몬과의 연관성이 알

려져 있다. 흔한 위치로는 겸상인대 인접 간의 제4분절 전내방과 후내방이며 간혹 hepatic hilum 주위,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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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주위에도 올 수 있다. 초음파에서 특징적인 위치 이외의 부위에서 보일 경우는 감별진단을 위해 CT나 

MRI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특히 MRI의 경우 chemical shift imaging나 chemically selective fat su-

ppression 기법을 사용하여 쉽게 감별할 수 있다.

간혈관종(Hepatic Hemangioma)     

혈관종은 양성 간종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여자에서 더 흔하다.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합병증은 드물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 영상검사에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혈관종은 조직학적으로 여

러 개의 혈관통로들이 굴모양 혈관(sinusoi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겹의 내피(endothelium)로 둘러싸여 있고 

작은 양의 섬유성 중격에 의해 분리되고 지지된다. 

전형적인 혈관종의 초음파 소견은 경계가 좋으며, 후방음향증강(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을 가지는 

균일한 고에코의 종괴이다. 고에코의 원인은 많은 해면상 혈관 조직의 벽들에 의해 생긴 많은 조직계면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후방 음향 증강의 원인은 혈관종 내부에 천천히 흐르는 많은 양의 혈액 때문으

로 설명된다. 후방음향증강의 유무는 혈관종의 크기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 cm 이상의 혈관종의 

경우 77∼90%에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작은 경우 초음파 음속이 low attenuated zone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비교적 크기가 큰 혈관종의 경우 가장자리에 고에코의 테두리가 상당수에서 

나타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세혈관들이 더욱 밀집해 있는 부분이라는 가설이 있다. 이러

한 고에코의 테두리는 혈관종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다. 초음파에서 비전형적인 혈관종의 소견으로는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이며 이는 대부분 지방간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간실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이

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분명한 경계와 균일한 내부의 에코, 그리도 후방음향증강이 진

단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만성 간질환자라면 CT나 MRI 등의 다른 검사로 간세포암과 감별하는 것이 좋다. 

크기가 큰 혈관종의 경우 내부에 cystic portion과 fibrotic portion, 혈전, 출혈, 괴사 그리고 석회화 등이 동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종양과 감별을 위해 CT나 MRI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CT나 MRI

에서는 특징적인 조양증강 양상을 보이는데, 동맥기에 주변부부터 구형 혹은 결절형의 조영증강을 보인후 문

맥기와 지연기에 점차 중심부가 조영증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RI에서는 T2강조영상에서 물과 같은 고신

호강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간농양(Hepatic Abscess)      

화농성 간농양의 원인균은 E.coli가 가장흔한 원인 균이며 그외에 다른 호기성 혹은 혐기성 세균이 있다. 

간농양의 영상소견은 간농양의 성숙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초음파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국소 

에코증가로 보이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명한 경계를 가지며 내부 또한 액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음영이 

감소하게 된다. 조영증강 CT에서 특징적으로 저음영의 병변으로 내부에 공기-액체층을 동반하기도하고 multi-

layered wall enhancement를 보인다. 일부에서는 작은 농양이 모여 cluster양상으로도 보인다.

아메바 간농양은 기저질환 없이 대개의 경우 대장을 먼저 침범하여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다. 고위험지역 

여행의 과거력과 영상소견 혈액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할 수 있다. 우엽에 호발하며 단일병변으로 잘 발생

한다. 화농성 농양에 비하여 경계가 뚜렷하며 낭벽에 석회화를 잘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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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종(Hepatic Adenoma)     

간선종은 드문 양성종양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과거력이 있는 젊은 여성에서 잘 발생한다. 정확한 발

생기전은 알 수 없으나 스테로이드 복용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다른 위험 인자로는 제1형 

당원침착질환 glycogen storage disease이 알려져 있다. 간선종은 약 70∼80%에서 단일 종양이나 다수의 간

선종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학적으로 동맥과 굴모양 혈관(sinusoid)이 풍부하나 지지조직이 부족하여 

쉽게 출혈과 괴사를 일으키며, 피막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출혈이 간실질이나 복강내로 잘 퍼져 나간다. 또한 

담세관이 없는 것이 국소 결절성 과증식과 차이점이다. 간선종의 세포는 정상 간세포보다 크며 다량의 당원과 

지방을 가지고 있다. 간선종은 소수에서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초음파 소견은 간 선종이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고에코의 고형 종괴로 보인다. 종양내 출혈이나 

괴사가 있으면 내부의 에코는 매우 불균일하다. 석회화가 있을 수 있으며 괴사가 있는 부위에 후방 음향 그

림자를 동반한 고에코의 결절로 보인다. Doppler초음파에서는 종양주변부에 종양을 둘러싸는 혈관을 볼 수 

있다. 조영전 CT에서 경계가 분명한 저음영 종괴로 보이며 출혈과 석회화로 고음영을 보일수도 있다. 조영증

강후 동맥기에 조영증강이 잘되며, 문맥기와 지연기에 등음영과 저음영으로 보인다. MRI에서는 조영증강 양상

은 CT와 유사하나 종괴가 커지면 매우 불균질한 신호강도를 보인다.

국소 결절성 과증식(Focal Nodular Hyperplasia; FNH)

1958년 Edmondson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1995년 International work party에서 종양 병변인 간 선종과 

달리 재생성 병변(regenerative lesion)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국소 결절성 과증식의 발생기전은 정확히는 알

지 못하나 혈관기형이나 혈관의 손상 후 생기는 복구 과정의 결과로 생각 된다. 스테로이드와의 연관성은 최

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혈관종에 이어 두번째로 흔한 양성 간종양이나 우리나라에서

는 그보다는 드문 종양이다. 젊은 여성에서 흔하다. 전형적인 국소 결절성 과증식은 비정상적 결절구조 (ab-

normal nodular architecture), 혈관기형(malformed vessels), 담세관의 증식(cholangiolar proliferation)의 세가

지 조직학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전형적인 국소 결절성 과증식은 80%이며 20%에서는 비전형적인 조직소

견을 보인다.

초음파 소견은 특징적으로 정상 간 실질과 비교하여 에코가 같거나 아주 조금 차이가 나며, 고에코에서 

저에코까지 다양하며, 대개 피막은 없으나 경계가 명확하다. 때로는 경계가 그려지지 않아 주위 혈관을 밀고 

있는 소견만 보일 때도 있다. 만일 내부에 뚜렷한 중심부 반흔(central scar)이 있으면 병변의 발견이 쉬워진

다. 아주 드물게 저에코의 테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눌린 주위 정상 간조직이나 늘어난 주위 혈관 때문

으로 알려져 있다. 

CT에서 과혈관성 종괴로 동맥기에 조영증강이 되고 지연기에 간실질과 같은 음영을 보인다. MRI에서 조

영증강 양상은 CT와 유사하나 중심성 반흔이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며 지연기에 조영증강되는 특

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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