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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patic pathology of HBx transgenic
mice. Methods : The gross and histological examinations were done in 125 HBx transgenic
mice and 34 non-transgenic littermates. Results : The incidence of a hepatic tumor was in-
creased in the HBx transgenic mice older than 7 months and the overall incidence of a hepatic
tumor was 62.2% (51/82) in the 13-18 months group of the HBx transgenic mice. The size of
the hepatic tumor was 2.06±1.92 mm in the 7-12 months group and 4.94±5.05 mm in the
13-18 months group of HBx transgenic mice. All hepatic tumors were hepatocellular carcino-
mas and the histological pattern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were either solid (84.2%, 48/57)
or trabecular (15.8%, 9/57). Dysplastic changes in the hepatocytes were evident in 59.2% (74/
125) of the HBx transgenic mice. There was lymphocyte infiltration, necrosis, fatty metamor-
phosis in both the dysplastic and tumor areas of the HBx transgenic mice. Vascular ectasia
was identified in the tumor area of the HBx transgenic mice. Conclusions : The pathological
findings of the HBx transgenic mice were dysplastic changes in the hepatocytes and devel-
opment of a hepatocell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lymphocyte infiltration, necrosis, fatty
metamorphosis in the dysplastic area and tumor area of the HBx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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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B virus X 형질전환 생쥐 간의 병리소견

Hepatitis B Virus (HBV)는 인체에 감염된 경우 급성 및 만

성간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HBV 감염상태는 간

세포암종의 중요한 발생원인이 된다.1,2 HBV 감염에 의한 간세

포암종의 발생 기전은 만성간염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세포

사멸과 재생이 일어낭 때 간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여 간

세포암종이 발생된다는 이론3,4과, HBV DNA가 간세포에 융합

될 때 insulin-like growth factor 등과 같은 숙주의 성장촉진 유

전자가 활성화되어 간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킨다는 이론 등이

있다.5-7 한편 HBV 유전자와 간세포암종과의 관계에서 HBV 유

전자 내에 존재하는 HBx 유전자가 접하게 관여하며 이에

한 in vitro 연구 결과, HBx 유전자는 종양억제유전자의 일종인

p53 유전자를 불활성화시켜 종양억제 활동을 방해하여 간세포암

종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8 in vivo 연구로서는 HBx 유전자

를 주입한 형질전환생쥐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된다는 보고들9,10

이 있어, HBx 유전자가 간세포암종의 발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HBV 감염에 의한 간세포암종의

발생기전 연구에 HBx 형질전환생쥐가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

다. 그러나 HBx 형질전환생쥐의 간에 한 병리학적 변화를 종

합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접할 수 없어, 저자들은 간세포암종의 발

생이 확인되었던 HBx 형질전환생쥐를 상으로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에 출현하는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재료와 방법

HBx 형질전환생쥐의 개발

본 연구에는 Yu 등10의 방법에 의해 개발한 HBx 형질전환생

쥐를 사용하 다. 이를 간략히 기술하면 C56BL/6xDBA 암컷 생

쥐에서 채취한 수정란에 HBx 유전자가 포함된 DNA를 미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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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다음, 이를 거짓임신(pseudopregnant)된 동종의 암컷 생쥐

에 이식하여 사육하 다. 이 과정에서 출생한 생쥐에서 혈액을 채

취하여 HBx DNA의 형질전환 유무를 Southern blot 방법을 이

용하여 확인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확립된 founder 생쥐를 지

속적으로 사육한 결과, HBx 유전자는 멘델 유전법칙에 의해 안

정적으로 후손에 전달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HBx 유전자가 확

인된 생쥐를 HBx 형질전환생쥐로 간주하 으며, HBx 형질전

환생쥐의 간에서 HBx 단백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확인하 다.

HBx 형질전환생쥐의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

HBx 형질전환생쥐 및 HBx 형질전환을 시키지 않은 동종 생

쥐를 사육기간에 따라 0-6개월, 7-12개월, 13-18개월로 구분하

다. 이들 생쥐를 도살한 후 2-3 mm 간격으로 간을 절단하여

육안검사를 시행한 다음,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

적인 조직제작과정을 거쳐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시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육안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로 간종양이

확인된 경우 간종양의 장경을 측정하 다. HBx 형질전환생쥐의

Fig. 1. (A) Grossly identified tumors (arrows), (B) dysplastic change of hepatocytes, (C) solid patter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D)
trabecular patter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re present in the liver of HBx transgenic mic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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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적 관찰은 종양부위와 종양이 없는 간실질로 구분하여 종

양 부위 및 간 실질 부위의 염증세포 침윤 여부, 괴사소의 출현

여부, 지방 방울의 출현 여부를 관찰하 으며, 간실질의 형성이

상세포 출현 여부 및 섬유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종양의 현미경

적 양상 등을 관찰하 다.

실험군

실험군은 형질전환을 시행하지 않은 동종 생쥐를 이용한 정상

군(34마리)과 HBx 형질전환을 시행한 HBx 형질전환군(125마

리)으로 구분하 다. HBx 형질전환군은 다시 육안 또는 조직학

적 검사로 간종양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던 무종양군(68마리)

과 간종양이 발견된 종양군(57마리)으로 구분하 다. HBx 형질

전환생쥐에서 종양이 발견된 종양군은 한 개체에서 여러개의 종

양이 발견된 경우, 가장 큰 종양의 장경을 기준(중앙값 2.5 mm)

으로 하여 2.5 mm 미만군(28마리)과 2.5 mm 이상군(29마리)

으로 구분하 고, 이들 실험군은 0-6개월, 7-12개월, 13-18개월

로 구분하여 비교 관찰하 다.

결 과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간종양의 발생빈도 및 종양의 수

정상군 34마리에서는 모두 간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HBx

형질전환군에서는 총 125마리 중 57마리(45.6%)에서 간종양이

발견되었다. HBx 형질전환군 중 종양이 발생된 군을 월령으로

구분하여 종양의 발생률을 조사하면, 0-6개월군은 5.0%(1/20),

7-12개월군은 21.7%(5/23), 13-18개월군은 62.2%(51/82)로

월령이 증가할수록 간종양의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HBx 형질전환생쥐 한 마리에서 발생한 종양의 수는 1개

에서 20개까지 다양하 고, 각 개체에서 1개의 종양만이 발견된

경우는 12.3%(7/57) 으며, 2개가 확인된 경우는 10.5%(6/57)

고, 3개 이상의 종양이 발견된 경우는 77.2%(44/57) 다(Fig.

1A, Table 1).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관찰된 간종양의 크기

실험동물에서 발견된 종양의 크기는 0.1 mm에서 20 mm 범

위 으며, 가장 큰 종양의 장경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0-6개

월군에서는 1.8 mm 고, 7-12개월군은 2.06±1.92 mm, 13-18

개월군은 4.94±5.05 mm로서 사육 기간이 경과할수록 간종양

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

한 간종양 장경의 중앙값은 2.5 mm 으며, 간종양 장경을 2.5

mm를 기준으로 하여 2.5 mm 미만군과 2.5 mm 이상군으로 구

분한 결과, 2.5 mm 미만군은 28마리 으며, 2.5 mm 이상군은

29마리 다(Table 1).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의 형태학적 소견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종양은 주변 간 실질세포와 확

실히 구분되었으며, 종양 주변의 간 실질세포는 압박되어 있었다.

간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는 크기가 다양하고, 뚜렷한 핵 소체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혹 세포 분열상이 관찰되기도 하

다. 한편 종양의 내부에서는 동양혈관, Kupffer 세포 등이 관찰

되어 간세포암종으로 진단하 다. 종양의 조직학적 성장 양태는

TG: Transgenic mice.

Pathologic findings 0-6 months 7-12 months 13-18 months Total

Develpment of tumor
Non-TG 0/10 0/8 0/16 0/34
HBx-TG 1/20 5/23 51/82 57/125

Size of tumor (mm, mean±SD) 1.8 2.06±1.92 4.94±5.05 4.64±4.89
Number of tumor mice by size

Size <2.5 mm 1/1 3/5 24/51 28/57
Size ≥2.5 mm 0/1 2/5 27/51 29/57

Histologic pattern of tumor
Solid 1/1 5/5 42/51 48/57

Size <0.25 mm 1/1 3/3 23/24 27/28
Size ≥0.25 mm - 2/2 19/27 21/29

Trabecular 0/1 0/5 9/51 9/57
Size <0.25 mm 0/1 0/3 1/24 1/28
Size ≥0.25 mm - 0/2 8/27 8/29

Inflammatory cells in tumor 0/1 0/5 7/51 7/57
Necrosis in tumor 0/1 0/5 7/51 7/57
Fatty metamorphosis in tumor 0/1 4/5 24/51 28/57
Vascular ectasia in tumor 0/1 0/5 13/51 13/57

Table 1. Incidence and pathologic findings of the hepatic tumor in the HBx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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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충실형(solid pattern) 또는 격자형(trabecular pattern)

이었으며, 거짓샘형(pseudoglandular pattern)은 1예에서만 종

양의 일부에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간세포암종의 조직학적

소견을 주된 성장양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충실형은 84.2%

(48/57) 으며(Fig. 1C), 격자형은 15.8%(9/57) 다(Fig. 1D).

종양의 크기를 기준으로 간종양의 조직학적 성장양태를 구분한

결과, 격자형은 2.5 mm 이상군에서 29.6%(8/27), 2.5 mm 미

만군에서 4.2%(1/24)로 2.5 mm 이상군에서 보다 많이 나타났

으며, 9예의 격자형 간세포암종은 모두 13-18개월군에서 발견되

었다(Table 1).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의 병리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 내에 침윤된 염증세포

는 부분 림프구 으며, 간종양의 12.3%(7/57)에서 관찰되었

고(Fig. 2C), 모두 13-18개월군에서 관찰되었다.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 내 괴사소견은 12.3%(7/57)에서 관찰

되었으며(Fig. 3C), 13-18개월군에서 관찰되었다. HBx 형질전

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 내 지방방울의 출현 빈도는 49.1%

(28/57) 으며(Fig. 4C), 7개월 후부터 관찰되었다. HBx 형질

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 내 확장된 혈관의 출현 빈도는

22.8%(13/57) 다(Fig. 4D, Table 1).

Fig. 2. Chronic inflammatory cells are infiltrated (A) in the liver of a
non-transgenic littermate, (B) in the dysplastic area and (C) in the
carcinomatous area of HBx transgenic mic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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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x 형질전환생쥐 간실질의 염증세포 침윤, 괴사소 및 지

방방울의 출현빈도

정상군 및 HBx 형질전환군의 간실질에 침윤된 염증세포는 림

프구가 부분이었으며, 주로 문맥역에 침윤되어 있었다(Fig. 2A,

B). 간실질 내 염증세포의 침윤 빈도는 정상군은 20.6%(7/34)

으며 HBx 형질전환군은 35.2%(44/125)로서 HBx 형질전환

군에서 증가된 경향을 보 다. HBx 형질전환생쥐 중 무종양군

은 29.4%(20/68), 종양군은 42.1%(24/57)로, 종양군에서 염증

세포의 침윤빈도가 약간 높았다. 간실질 내 괴사소의 출현은 정

상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Fig. 3A), HBx 형질전환군에서는

10.4%(13/125) 으며, 괴사소의 출현 부위는 간소엽 중 어느 특

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다(Fig. 3B).

HBx 형질전환생쥐 중 종양 발생 유무에 따라 괴사소의 출현 빈

도를 조사한 결과, 무종양군에서는 8.5%(6/71), 종양군에서는

14.8%(8/54)로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괴사소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 으나 종양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 다. 한편 정상군 및

HBx 형질전환군 모두에서 간실질의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간실질 내 지방방울의 출현은 정상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Fig. 4A), HBx 형질전환군에서는 35.2%(44/125)에서 관찰

되었다(Fig. 4B). 간실질 내 지방방울의 출현 장소는 간소엽의 특

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출현하 다. HBx 형질전

Fig. 3. (A) Necrosis is not present in the liver of non-transgenic lit-
termates. Necrosis is evident (B) in the dysplastic area and (C) in
the carcinomatous area of HBx transgenic mic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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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쥐 중 종양 발생 유무에 따라 지방방울의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 무종양군에서는 32.4%(22/68), 종양군에서는 38.6%(22/

57)로 HBx 형질전환군에서 간실질 내 지방방울의 출현이 증가됨

을 알 수 있었으나 종양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 다(Table 2).

HBx 형질전환생쥐 간실질에서 형성이상세포의 출현빈도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관찰되는 형성이상변화는 간세포의

핵이 정상세포보다 2배 이상 커져 있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핵

이 있거나, 핵 내에 뚜렷하게 관찰되는 핵소체가 발견되거나, 3

개 이상의 핵이 관찰되는 다핵형 간세포가 있는 경우를 큰세포

형성이상변화로 판단하 으며(Fig. 1B), 간세포의 크기가 정상

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작은 세포들이 군집되어 나타난 경우를

작은세포 형성이상변화로 판단하 다. 간세포의 형성이상변화는

정상군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HBx 형질전환군에서는

59.2%(74/125)에서 관찰되었다. 종양 발생 유무에 따라 형성이

상변화의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 무종양군에서는 47.1%

(32/68), 종양군에서는 73.7%(42/57) 다. HBx 형질전환군에

Fig. 4. (A) Fatty changes are not present in the liver of non-transgenic littermates. Fatty changes are present (B) in the dysplastic area and
(C) in the carcinomatous area of HBx transgenic mice. (D) Vascular ectasia is evident in the carcinomatous area of HBx transgenic mic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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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이상변화의 출현 빈도를 실험동물의 월령에 따라 구분하

여 비교하면 0-6개월군은 30.0%(6/20), 7-12개월군은 34.8%

(8/23), 13-18개월군은 73.2%(60/82) 다. 이상의 소견을 종

합하면 정상군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형성이상변화는 HBx

형질전환군에서 다수 관찰되며, 종양군에서 더욱 빈번하게 출현

하고, 13-18개월군에서 출현 빈도가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형성이상변화를 큰세포 형성이상변화 및 작은세포 형성

이상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작은세포 형성이상변화의 출현 빈

도는 1.4%(1/74)에 불과하고 큰세포 형성이상변화의 출현빈도

는 98.6%(73/74)를 차지하 다(Table 2).

고 찰

HBx 형질전환생쥐에서의 간종양 발생에 해 Lee 등11과 Pe-

rfumo 등12은 간종양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 고, Kim 등9은

11개월 후에 75%의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간종양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HBx 형질전환생쥐에서의 간종

양 발생률은 13개월 후에 62.2% 다. 이렇게 HBx 형질전환생쥐

에서 간종양의 발생률이 서로 다른 이유는 Perfumo 등12이 형질

전환에 사용한 유전자는 HBx 유전자의 ayw DNA 분절이었으

며, Kim 등9 및 본 연구에서는 adr 분절을 사용하 기 때문에 사

용된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간종양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한편 동일한 adr 분절을 사용한 Kim 등9과 본 연

구 결과에서 간종양 발생 빈도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Kim

등9은 CD-1 생쥐를 사용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C57BL/

6xDBA 생쥐를 사용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계통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HBx

형질전환생쥐는 Yu 등10이 개발한 동물을 사용하 는데, Yu 등10

의 처음 보고에서는 HBx 형질전환생쥐 중 86%에서 11개월 후에

간종양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2.2%

의 발생률을 나타냈다. 이는 Yu 등10의 첫 보고는 연구 상 실험

동물의 수가 적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실험동물을 사용

한 결과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

종양의 악성 여부에 해 Kim 등9은 HBx 형질전환생쥐를 관찰

한 결과 8-10개월에 현미경으로 종양성 결절(tumor nodule)이

관찰되었으며, 11-15개월에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간세포암종

이 관찰되었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HBx 형질

전환생쥐의 사육 기간과 상관없이 육안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간종양도 간세포암종으로 판단하 다. 그

이유로는 한 개체에서 간종양이 2개 이상 관찰되는 경우는 87.7%

고, 3개 이상 발견되는 경우는 77.2% 다는 점, 육안적으로 관

찰이 가능했던 2.5 mm 이상의 간종양이 관찰되는 간에서는 2.5

mm 미만의 종양도 다수 관찰되었으며, 2.5 mm 미만과 2.5 mm

이상인 간종양의 조직학적 양상이 거의 같다는 점, 2.5 mm 미

만과 2.5 mm 이상인 간종양이 발견된 간실질에서 간세포암종의

전구변화로 알려진 형성이상세포가 관찰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

고,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관찰되는 간종양에서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의 발현이

주위 실질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는 보고13와 인체 간세포암종

에서 주위 간실질에 비해 PCNA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보고14를

참조하여 2.5 mm 미만과 2.5 mm 이상의 간종양 모두를 간세

포암종으로 판정한 것이다.

간실질의 염증세포 침윤은 정상군의 20.6%에 비해 HBx 형

TG: Transgenic mice.

Pathologic findings 0-6 months 7-12 months 13-18 months Total

Inflammatory cells
Non-TG 2/10 1/8 4/16 7/34
HBx-TG 3/20 7/23 34/82 44/125

Tumor 1/1 3/5 20/51 24/57
No tumor 2/19 4/18 14/31 20/68

Necrosis
Non-TG 0/10 0/8 0/16 0/34
HBx-TG 1/20 3/23 9/82 13/125

Tumor 0/1 2/5 6/51 8/57
No tumor 1/19 1/18 3/31 5/68

Fatty metamorphosis
Non-TG 0/10 0/8 0/16 0/34
HBx-TG 4/20 9/23 31/82 44/125

Tumor 0/1 3/5 19/51 22/57
No tumor 4/19 6/18 12/31 22/68

Large cell dysplasia
Non-TG 0/10 0/8 0/16 0/34
HBx-TG 6/20 8/23 60/82 74/125

Tumor 0/1 3/5 39/51 42/57
No tumor 6/19 5/18 21/31 32/68

Table 2. Incidence of pathologic findings in the background liver of the HBx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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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전환생쥐에서는 35.2%로 다소 증가되었고, 괴사소의 출현은

정상에서는 0% 으나 HBx 형질전환생쥐에서는 10.4%로 증가

되었으며, HBx 형질전환생쥐에서의 염증세포 침윤 양상이 문

맥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괴사의 양상도 HBV 감

염에 의한 인체 만성간염의 특징적 소견인 조각괴사(piecemeal

necrosis)나 교괴사(bridging necrosis)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을 인체 간세포암종의

분류 방법15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충실

형이 84.2%, 격자형이 15.8% 으나, Kim 등9은 부분의 경우

투명형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달랐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간세포암종의 조직학적 분류 방법을 이용하 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인체의 간세포암종을

조직학적으로 분류한 AFIP 보고에16 의하면 충실형 17.1%, 격

자형 61.9%로서 격자형이 훨씬 많았다. 이러한 차이에 해서

는 연구 상이 인간과 생쥐로 서로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에서 관찰되는 병리소

견 중 염증세포의 침윤은 12.3%, 지방방울의 침윤은 49.1%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인체 간세포암종에서 관찰되는 소견인 염증세

포 침윤 25.4%, 지방방울 출현 68% 등보다 낮기는 하지만 유

사한 병리소견이 출현하 다고 생각되었다.16 인체에서 관찰되는

간자색반병(peliosis hepatis) 형태의 간세포암종의 특징적인 소

견인 혈관의 확장도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의

22.8%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HBx 형질전환생쥐에서 발생한

간종양에 해 색 도플러검사를 하 을 때 23.5%에서 종양내

혈류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부합되는 소견이었다.17

간 실질세포의 형성이상변화는 큰세포 형성이상변화(large cell

dysplastic change)와 작은세포 형성이상변화(small cell dys-

plastic change)로 구분되는데,15,18 본 연구 결과에서는 HBx 형

질전환생쥐의 간실질에서는 부분 큰세포 형성이상변화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형성이상변화는 정상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

으나 HBx 형질전환군에서는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형성이상

변화의 발현 빈도가 높아졌으며, 12개월까지는 무종양군에 비해

종양군에서 형성이상변화의 발현 빈도가 현저히 증가됨을 알 수

있어, 형성이상변화가 간종양의 전구병변으로 작용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견들은 인체에서 출현하는 큰세포 형성이

상변화는 정상간에서는 1%, 간경변증에서는 7%에서 관찰되나

간세포암종과 간경변증이 같이 있는 환자에서는 65%에서 큰세

포 형성변화가 관찰된다는 보고와 부합하는 소견이었고,18 큰세

포 형성이상변화와 HBsAg과 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와 부

합하는 소견이었다.19,20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하면 HBx 형질전환생쥐의 간에서 괴사,

지방변성, 형성이상변화 및 간세포암종의 발생이 관찰되며, 간종

양 내에서는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 괴사, 지방방울의 출현 및

혈관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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