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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id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presenting as obstructive jaundice is 0.7∼9%. 

The mechanisms of obstructive jaundice include bile duct invasion by tumor, tumor thrombi, 

blood clots, direct bile duct compression by tumor, and intraductal tumor growth. We report a 

rare cas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intraductal growth. A 46-year-old woman was 

admitted due to colicky right upper abdominal pain and jaundice for 4 days. Computed 

tomography showed dilatation of the left intrahepatic duct, and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showed a filling defect in the left main intrahepatic duct. We performed a 

left lobectomy with a Roux-en-Y hepaticojejunostomy. The tumor was diagnosed as a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intraduct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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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세포암 환자에서 황달은 부분 간경변증

이나 종양의 미만성 침윤에 의한 간기능 부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담  침

범에 의한 폐쇄성 황달로 발 하는 경우는 드

믈어 그 빈도가 체 간세포암의 0.7∼9% 정

도로 알려져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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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ed tomography. Dilatation of left 

intrahepatic duct and air-biliary gram of 

right intrahepatic duct is seen. 

Fig. 2. A;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m. multiple filling defects in common hepatic duct and 

dilatation of right intrahepatic duct is seen. Contrast is not filled in left intrahepatic duct. B; 

Follow-up cholangiogram after one week. Previously noted multiple filling defects are not 

seen, but stricture of common hepatic duct and left intrahepatic duct is seen.

자들은 황달로 내원하여 내시경역행담췌

조 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 

ncreatography, ERCP)  수술을 시행하여 담

내 증식한 간세포암이 진단된 증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6세 여자가 내원 4일 부터 시작된 찢어질 

듯한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이 있어 타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담 결석을 의심하

여 ERCP를 이용한 경비담도배액술을 시행하

으나 잘 배액되지 않고 성담즙이 배출되어 

본원으로 원되었다. 과거력에서 간염의 병력

은 없었고, 내원당시 활력징후는 압 120/80 

mmHg, 맥박 74회/분, 체온 37.4℃ 다.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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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giogram. typical tumor stain is not seen.

Fig. 4. Gross pathology. 2.5×1.7cm sized mass in 

segment 2 and 9.5×6.0cm sized intraductal 

mass in segment 3 are seen. 

소견에서 성병색이었고 공막은 노란색을 띄

었으며 우상복부 압통을 호소하 다. 검사실 

소견은 백 구 13,400 /uL, 색소 11.6 g/dL, 

소  159,000 /uL 고, 총빌리루빈 9 mg/dL, 

직 빌리루빈 6.2 mg/dL, AST/ALT 106/297 

IU/L, 총단백 7.4 g/dL, 알부민 4.1 g/dL, 로

트롬빈 시간 12.0 다. 바이러스 표지자는 

HBsAg 음성, HBsAb 음성, HBcAb (IgG) 양

성, anti-HCV 음성이었고, 종양표지자는 AFP 

277.2 ng/mL, CA19-9 6.33 U/mL 다. 

복부 산화 단층촬 에서 좌측 간내담 의 

확장과 우측 간내담 내 공기음 이 찰되었

다(Fig. 1). 입원 1일째 ERCP를 시행하 는데 

총담 과 좌측 주간 에 충만결손이 있어 경비

담도배액 을 삽입하 다(Fig. 2A). 배액도

을 통해 생리식염수로 담 을 매일 세척하 고 

1주일 후 도 을 통하여 담도조 술을 다시 시

행하 는데, 이  담도조 사진에서 보 던 다

발성 충만결손은 사라졌지만 주간 의 착은 

계속 찰되었다(Fig. 2B). 조 술에서 종

양은 염색되지 않았고, 좌측 간문맥이 보이지 

않았다(Fig. 3). 입원 16일째 간좌엽 제술  

Reux-en-Y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하 고, 조직

검사에서 간세포암이 진단되었다(Fig. 3, 4). 환

자는 14개월 후 간내에 간세포암이 재발하여 

간동맥 화학색 술  경피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하 으나 종양의 진행으로 수술한지 28개

월 후 사망하 다. 

고    찰

간세포암에 의해 폐쇄성 황달이 발생하는 

기 으로는 간외담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담

내강의 폐쇄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의 경우는 비교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

나 후자의 경우는  드물다.4) Lin 등5)은 332명

의 간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4명에서 담  침윤

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이처럼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간세포암을 “icteric type hepatoma”로 

명명하 다.

담  내강 폐쇄의 기 으로는 담 을 침윤

한 종괴가 담 내강으로 성장하여 폐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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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scopic findings. A; Hepatocellular carcinoma. Note that the cancer cell nests in intraductal 

area. B; AFP stain, which stain hepatocellular carcinoma. C; Hepatocellular carcinoma. Cancer cell 

nests in liver were noted. D; Cytokeratin-7 stain, which revealed intact bile duct epithelium.

우, 담  내강으로 성장한 종양이 떨어져서 하

부 담 으로 이동하여 담  폐쇄를 래하는 

경우 그리고 종괴의 출 에 의해 형성된 괴

가 담 을 폐쇄하는 경우 등이 있다.
4-7)
 드물게

는 간 실질의 원발 병소는 없으면서 간외 담

내에 원발성으로 간세포암이 발생하 다는 보

고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 에 해서는 논

란이 많다.8, 9)

간세포암에 의한 폐쇄성 황달의 진단은 매

우 어려워 부분 사후에 부검을 통하여 확인

되거나 생존시에 진단되는 경우에도 수술 에

는 의심하지 못하 다가 제조직의 병리검사

를 통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진단이 어려운 경우는 담 내 간세포암의 발생

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하는 이유

가 있으며, 신상태 불량으로 조직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

진단을 해서는 음  검사, 컴퓨터 단층

촬  등을 시행한 후 경피경간 담 조 술 혹

은 ERCP 등이 필요하다.10) 상학 으로 담

내 간세포암과 담 암을 구별하려는 노력이 있

어왔는데, 김 등11)은 간세포암이 담 암보다 

음  음 이 낮고 낭성확장을 보이며, 만성간

질환이 있고 경계가 부드러워 임상검사와 음

 소견을 종합하면 담 내 간세포암과 담 암

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그러나 실제 음 와 컴퓨터 단층촬 으로 

술 에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Mura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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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2)

은 ERCP를 통한 조직검사로 술 에 간세

포암을 진단한 증례를 보고하 다. 

수술  진단을 해서는 담 조 술상 담

암을 의심하는 충만결손이 보일때 간세포암의 

가능성에 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의 존재  알 태아단백의 증

가가 있을 때는 담 내 간세포암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ERCP를 통한 조직검사 등으로 진단

에 극 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갑게도 재까지 간세포암의 담

 침범에 한 치료 지침은 확립되어 있지 않

다. 최근 Esaki 등13)은 담  침범된 간세포암 

환자의 수술 후 평균 생존기간이 31개월로 간

내 이가 없는 경우 극 으로 수술을 권유

하고 있다. 수술 후 재발한 경우의 치료방법으

로는 간동맥 화학색 술, 경피  에탄올 주입

술, 고주  열치료 등이 알려져 있다. 

본 증례는 담 을 침범한 원발성 간세포암

으로 수술 후 재발하여 간동맥 화학색 술, 경

피  에탄올 주입술 등을 시행하 으나 암종의 

진행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앞으로 담  침범

된 간세포암의 치료방법과 수술 후 재발을 

일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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