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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종괴 형태로 나타난 원발성 간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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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c tuberculosis presenting as a large live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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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핵의 증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론

사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례

의한 질환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높은 유병률
을 보였으나, 근래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34세 남자 환자가 회사 건강검진 과정에서 시행

아직도 AIDS나 노인층 등 면역력이 감소된 환자

한 간 초음파검사에서 발견된 간병변을 주소로 내

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

원하였다. 체중감소, 발열, 식은땀 등의 증상은 없

도 발견되고 있다. 주로 폐를 침범하나, 복부 장기

었다. 신체 이학적 검사상 우상복부 통증이나 압통,

에도 침범될 수 있으며, 복부결핵의 약 15% 정도

간종대 등의 이상 소견도 없었다. 키 174 cm, 체중

에서만 폐결핵이 동반되고, 복부에서는 주로 말단

102 kg으로 비만 상태였다. 기타 활력징후는 혈압

1

회장과 림프절을 침범한다. 복부결핵 중에서도 간

140/80 mm/Hg, 체온 35.3도, 맥박 98회/분, 호흡

을 침범하는 결핵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주로 폐결

18회/분으로 정상이었다. 과거력상 담낭결석으로

핵 혹은 전신성 속립성 결핵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담낭절제술을 받은 외에 특이 사항 없었다.

그러나 다른 장기를 침범하지 않고 간에 원발성으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3.1 g/dL, 헤마토크리트

로 큰 종괴를 형성하는 결핵의 형태는 매우 드물

41%였다. 백혈구는 10,600/mm3로 약간 증가되어

다.2-3 따라서 이러한 단일성 결절이나 종괴는 종양

있었고, 호중구는 66.8%, 림프구는 21.4%였다. 적

성 병변 혹은 다른 염증성 병변과의 구별이 매우

혈구침강속도(ESR)는 56 mm/hr로 상승되어 있었

어렵다. 본 원고에서는 간종괴로 나타난 원발성 간

으며, c-reactive protein(CRP)도 10.02 mg/dL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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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되어 있었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는 142 IU/L, gamma-glutamyl transpeptidase는

13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25 IU/L

170 IU/L로 약간 상승하여 있었다. 총 단백 6.8

로 정상범위 내였으나, alkaline transferase (ALP)

g/dL, 알부민 3.6 g/dL, 총 빌리루빈 0.5 mg/dL, 직
접 빌리루빈 0.1 mg/dL 등 기타 검사는 정상범위
내였다. 종양표지자검사에서 alfa-fetoprotein (AFP)
은 2.0 ng/mL, carcinoembryonic antigen (CEA)은
1.2 ng/mL로 정상이었으나 carbohydrate antigen
(CA-19-9)은 40.9 μ/mL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
소변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고, 간염바이러스검사
상 B형간염표면항원 음성, B형간염표면항체 양성
이었다.
흉부X-ray검사상 폐에 결핵이나 기타 이상 소견
없었다. 초음파검사상 간우엽에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의 병변이 있었다(그림 1). 복부 CT에서 간

Figure 1. A 34-year-old man with a incidentally detected
liver mass. Ultrasonography shows irregular low echoic
mass in liver right lobe posterior segment (arrows).

우엽 제6번 분절을 주로 침범하고 일부 제7분절까
지 침범하는 경계가 불규칙한 분엽성의 큰 종괴가

A

B

C

D

Figure 2. Contrast enhanced dynamic CT scan of the patient composed of precontrast scan (A), arterial phase scan (B),
portal phase scan (C), and delayed phase scan (D). (A) There was no calcification in liver mass on precontrast phase scan.
(B) Arterial phase scan shows irregular hyperemic change in right lobe surrounding low attenuation mass. It is probably
due to portal vascular invasion by the mass and reactive hyperemia around the mass (C-D). Portal and delayed phase scan
show irregular lobulating contoured low attenuation mass in liver segment 6. Several satellite nodules are seen around the
main mass (arrow). Ill-defined peripheral rim-like enhancement around mass is seen in delayed phase scan. And also lace-like
irregular mild enhancement is seen inside the mass. Intrahepatic bile ducts in both lobes are slightly dilated (arrow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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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범하는 속립성 결핵에서 간 침범은 약 50～
90%에서 보고된다.1,4 그러나 원발성 간결핵은 드
물고, 그 중에서도 간농양 형태로 나타나는 빈도는
4

전체 간결핵의 0.34%로 매우 드물다.

간결핵의 증상은 발열, 복통, 체중감소, 황달 등
이 흔하며 대부분 비특이적인 전신증상이다. 명치
Figure 3. Contrast enhanced CT scan after anti-tuberculosis
medication for two years. The mass have shrunk since two
years ago.

부위나 우상복부 압통이 동반될 수 있고 간종대나
비장비대도 흔한 소견이다. 간기능검사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며, ALP 증가가 가장 흔한 형태이

있으며 주변에 작은 위성결절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 경한 빌리루빈 상승, 저알부민혈증이나 아미노

(그림 2D). 종괴 내부에 석회화는 없었다. 조영증

전이효소 이상도 동반될 수 있다.4

강 시 동맥기에는 종괴는 거의 조영증강되지 않으

간을 침범하는 결핵은 원인과 상태에 따라 다음

며, 그 주변으로 간우엽에 문맥침범 등으로 인한

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원발

반응성 충혈과 동정맥 단락으로 인하여 병변 주변

성 급성 폐결핵에 동반된 간 침범, 2) 속립성 결핵

의 우엽의 조영증강이 보였다(그림 2B). 문맥기와

의 간의 다발성 침범, 3) 원발성 간결핵, 4) 결핵성

지연기에 걸쳐 주로 종괴의 주변부를 따라 불규칙

농양(tuberculoma), 5) 만성 폐결핵에 동반된 간

하게 조영증강이 되며 내부는 일부 격벽과 같은 불

침범, 6) 결핵성 담관염. 형태학적으로는 CT에서

규칙한 선상의 조영증강이 지연기에서 일부 관찰

속립성의 소결절형과 대결절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이 되었다(그림 2C, D). 간우엽 후분절의 문맥이

수 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침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절들이 간에 흩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크기는

것으로 보였으며, 우엽 및 좌엽의 간내 담도도 약

수 mm 내외이다. 대결절형은 드물며 간종대를 동

간 늘어나 있었다(그림 2C).

반하고 1～3 cm 크기의 종괴가 다발성 혹은 단발

5

6

소결절형은 다발성의 작은 저음영의 결

혈액검사상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도 있었으나,

성의 종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2,5,6 이러한 대

일부 담도가 늘어나 있고, 지연기에서 주변부 조영

결절은 CT검사에서 조영증강 시 변연부의 육아종

증강을 보이는 큰 간종괴로서, 담관세포암의 가능

조직은 조영증강되며, 내부의 건락 괴사 부위는 조

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초음파 유도하 조직검

영증강이 되지 않고 저음영을 보인다.3,7 건락 괴사

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약간 황색을 보이는

가 심하면 마치 간결핵 농양이 낭성 병변처럼 보여

조직을 얻었으며, 내부에 건락성 괴사를 가진 만성

다른 균에 의한 간농양이나 간낭종과 유사하게 보

육아종성 염증으로서 결핵에 합당한 소견으로 확

일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병변 내에 점상

인되었다. 결핵균은 염색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

혹은 분말상의 석회화가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전

나,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에서 Mycobacterium

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석회화가 될 수 있다.

tuberculosis로 확인되었다.

에서는 저음영 종괴 내로 혈관이 통과하는 소견을

항결핵 치료 후 2년 뒤 시행한 추적 CT검사에서

2,7

CT

보일 수도 있다.8

간우엽의 병변의 크기는 매우 위축되었다(그림 3).

초음파검사에서는 속립성의 소결절 형태의 간결
핵은 전반적으로 균일한 간의 에코를 보이며 전반

고

찰

적인 간종대가 오고, 간경변이나 다른 미만성 간질
9

환과 구별이 어려우며 결절을 찾기도 어렵다. 대
결핵은 인체의 어느 장기에나 침범할 수 있는 질

결절형은 단발성 혹은 다발성의 병변이며, 초음파

환이며, 최근에도 그 발생빈도는 낮지 않다. 전신

상으로는 경계가 분명하기도 혹은 불분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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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저에코 병변으로 나타난다.

요하다.

이러한 대결절형 간결핵은 CT상 전이암, 림프
종, 유육종(sarcoidosis) 및 간농양과의 감별진단이
8

어렵다.

색인단어: 간, 결핵, CT scan

본 증례에서도 영상 소견만으로는 주변

부 담관암과 유사하여 감별이 어려웠었다.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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