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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간내 담관의 형태변화와 더불어 Clo-

론

norchis sinensis 충란을 확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간내 담관세포암종은 간내 담관에서 발생하는

병리 소견을 살펴보고 Clonorchis sinensis 감염에

샘암종으로 예후가 좋지 않으며 전세계적으로 간

따른 담관 변화와 담관세포암종과의 연관성 등에

외 담관세포암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빈도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1

가 증가하고 있다. 간내 담관세포암종의 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담도의 낭모양 확장,

사

례

카롤리병 및 간내 낭종을 포함한 담도의 선천기형
과 간석증(hepatolithiasis), 조영제인 thorium di-

46세 남자가 2주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불편감

oxide(thorotrast)의 사용 등이 있다. 특히 담관상

으로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간수치의 이상이 있다

피의 샘종모양 과다증식을 유발하는 Clonorchis

는 설명을 들은 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sinensis나 Opisthorchis viverrini 등의 간흡충 감

전신쇠약감과 식욕감퇴 및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

염은 한국, 일본, 중국, 및 태국을 포함하는 동남아

하였으며 주거지는 경남 밀양이었고 과거력은 특

시아 및 극동아시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간내 담

이 사항이 없었다. 신체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액

관세포암종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

검사는 백혈구 수가 12.1×103/µL, 호산구가 10%로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증의 빈도가 감소하

증가되어 있었고, 적혈구침강속도는 109 mm/hr였

면서 절제 간조직에서 원인 충란을 발견하는 일이

다. 소변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액생화학검사에서

드물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담관세포암종으로 절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 14 U/L, 알라닌아

제한 간조직 내에서 Clonorchis sinensis 감염 시

미노전이효소 8 U/L였고, 알칼리인산분해효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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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ut surface of the liver. Multiple dilated bile ducts with periductal fibrosis and abscess are seen even in the
peripheral subcapsular region (A). The other section shows a periductal irregular ill defined white gray firm mass, 6cm in
diameter, with geographic necros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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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scopic findings of clonorchiasis. The
bile duct is markedly dilated with periductal fibrosis and
abscess formation (A: H-E, ×12.5). A few parasitic
eggs of Clonorchis sinensis are found in the periductal
area within the abscess of eosinophils, lymphocytes, and
macrophages (B: H-E. ×400, C: H-E, ×1,000).

U/L, 감마글루타밀트란스펩티다제 196 U/L, 젖산

에서 간우엽에 약 6 cm의 조영증강을 보이는 광범

탈수소효소 586 U/L, C반응단백 5.07 mg/dL였다.

위한 변연부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간 전체에 걸쳐

B형 및 C형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표지자는 모

담관이 확장되어 있고 간샘창자인대(hepatoduo-

두 음성이었고, 종양표지자는 알파태아단백 3.32

denal ligament) 주변으로 다수의 림프절비대를 관

ng/mL, 암종배아항원 7.33 ng/mL, CA19-9 104.38

찰할 수 있었다. 간내 담관세포암종의 의심하에 간

U/mL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우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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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icroscopic findings of cholangiocarcinoma. A
portion of the bile duct shows epithelial hyperplasia with
severe mural gland proliferation and fibrosis,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The other
portion of the former duct is replaced by dysplastic epithelium and invasive adenocarcinoma (A: H-E, ×40). Some
of the duct reveals spectrum of high grade dysplasia
(carcinoma in situ) and invasive adenocarcinoma (B: H-E,
×100). The main mass near the dilated bile ducts is
composed of invasive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with geographic necrosis (C: H-E, ×200).

육안 소견에서 절제된 간우엽은 919 g이었고, 외

모양 증식을 보이고 있었고 담관벽 점액샘의 증식

면의 여러 부위에서 크고 작은 황회색의 결절및 섬

및 동심원모양 섬유화가 있었다(그림 3A). 일부 간

유화 반흔을 동반하였다. 단면에서 간내 담관은 피

내 담관의 상피는 핵의 중층화 및 핵/세포질 비의

막 근처 변연부 말초 담관까지 심하게 확장되어 있

증가, 핵의 과염색증 및 다형성을 보여 경도에서

었으며, 담관 주변으로 섬유화 및 고름집 형성이

고도의 형성이상 소견을 동반하였고 일부에서는

있었다(그림 1A). 우측 간내 담관 주변으로는 약 6

상피내암종 단계를 거쳐 침윤 암종으로 발전하여

cm 크기의 단단하고 불규칙한 회백색 종괴가 있었

(그림 3A, 3B) 간내 담관 주변으로 커다란 고형성

다(그림 1B). 확장된 담관 내에서 간석은 관찰할

종괴를 형성하였다. 암종 종괴 내부에는 지도모양

수 없었다. 조직 소견에서 확장된 간내 담관 주변

괴사(그림 3C)와 더불어 섬유화가 심하였으며, 종

을 따라 다수의 호산구, 림프구 및 대식세포의 침

양세포의 신경 주위 침윤 및 림프관 침윤과 림프절

윤이 심하였으며 일부에서 고름집을 형성하고 있

전이가 있었다.

었다(그림 2A). 이러한 고름집 내부에서 굴절되는
약 30×16 µm 크기의 난원형 충란이 관찰되었으며

고

찰

한 쪽으로 덮개가 있어 Clonorchis sinensis 충란
으로 생각하였다(그림 2B, 2C). 충란을 탐식하고

Clonorchis sinensis 감염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

있는 이물질형 다핵세포도 있으나 성충은 관찰할

남아시아에서 매우 흔하며 유행지역에서는 간내

수 없었다. 확장된 간내 담관의 상피는 부위에 따

담관세포암종의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

라 탈락되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유두모양 샘종

져 있다.2 Clonorchis sinensis에 감염된 간은 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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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윤미 외 1인. Clonorchis sinensis 감염을 동반한 간내 담관세포암종

담관이 불규칙하게 확장되고 담관 주변으로 심한

난원세포(oval cell)를 자극, 암으로 전환하게 한다

섬유화, 담관상피세포의 유두모양 증식과 담관벽

는 가설이 있다.6 최근에는 담관상피세포주를 이용

점액샘의 증식을 동반한다.3,4 Clonorchis sinensis

한 실험에서 Clonorchis sinensis에서 분비된 exc-

와 연관되어 발생한 간내 담관세포암종의 경우 위

retory-secretory products가 E2F1을 포함하는 세

에 언급한 담관상피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정도

포주기 단백을 상향 조절하여 상피세포의 증식을

의 형성이상을 초래하여 상피증식-형성이상-상피

촉진하며,7 또한 E2F1는 COX-2의 발현을 조절하

내암종의 단계를 거쳐 침윤성 간내 담관세포암종

여, 종양세포의 증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본 예에서도

보고되는 등, 현재 Clonorchis sinensis 감염이 샘

Clonorchis sinensis 감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암종의 발생에 기여하는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연

이 말단 담관까지 심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담관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8

상피세포의 증식과 더불어 경도 및 고도 형성이상
의 변화와 상피내암종, 침윤 암종 등 일련의 모든

색인단어: 간내 담관세포암종, 간흡충증, 감염, 형

다양한 형태 변화를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

성이상

다. 또한 그림 3A에서는 하나의 확장된 담관을 덮
고 있는 상피세포가 과다증식, 경도 형성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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