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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Metastases from Colorectal Cancer: 
Role of Radiofrequency Ablation Treatmen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이 정 민

서 론

대장-직장 암을 가진 환자의 약 50%가 질병의 course 중에 간전이를 발생하며, 이들 전이

암의 유일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수술이며, 절제 후 5년 생존율은 26%-49%정도로

보고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간전이를 가진 환자들은 병변의 수가 많거나 종괴의 위치로 인

하여 negative resection margin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대부분 전신 항암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20개월 정도의 중앙생존기간

(median survival time)이 보고되었다.

근래 다양한 국소 조직파괴술(local ablative technique)이 간세포암 및colorectal liver metas-

tases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악성 간종양의 치료에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다양한 국소 조직파괴술 중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간암의 치료

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술이 쉽고, 수술 중 시술 뿐만 아니라 경피적 경로로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과 관련한 사망률이 적은 점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치료효과가 증명

된 간세포암이나, 신경내비분종과는 달리 대장-직장암으로부터의 전이성 간암에서의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저자는 이소고에서 고주파 열치료

술의 기본 원리 및 시술 방법, 적응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고, 현재까지의 치료

성적 및 전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고주파 열치료술의 원리

RFA의 작용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시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주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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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kHz대의 주기로 진동하는 교류전류(alternating current)이다. 이 치료법의 종양세포를

죽이는 주 작용기전은 전극을 통해 조직에 흘려준 교류전류가 전극 주위 조직의 세포 내 이

온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온들 간의 마찰열(friction heat)을 유발 함으로 인해 세포 내 및 세

포 외 수분이 기화하면서 조직의 응고성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전류의 강도와 조사시간에 비례하며 전극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RFA의 궁극적인 목적

은 암조직에 전자기적 에너지를 축적시켜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암조직을 파괴하는 것

이다.

기본적으로 고주파 발생기, 전극침(needle electrode), 환자, 그리고 분산전극(grounding pad)

으로 폐쇄회로(closed loop circuit)가 이루어진다. 전극침과 분산전극이 활성화되고, 환자는

저항체(register)로 작용하게 되며, 교류전기장(alternating electric field)이 환자의 조직 내에서

형성된다. 금속성 전극에 비교하여 인체의 조직은 전류저항이 매우 높음으로 인하여 전극침

주변 조직의 이온의 심한 교반(agitation)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RF 에너지 양에 비례하는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전극침과 분산전극의 표면적의 심한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열은 전극침의 주변에서 발생하게 된다.

고주파 에너지에 의하여 유발된 열에 의한 조직의 손상의 정도는 에너지가 가해지는 조직

의 온도 및 온도의 유지시간과 관련된다. 즉 약 42
o
C정도로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조직세포는 항암제나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되며, 45
o
C로 수시간동안 조직의 온도가 증가

하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50
o
C-55

o
C사이의 조직온도의 상승은 세포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위한 시간이 4-6분으로 감소하게 되고, 60
o
C-100

o
C사이의 온도

상승은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내 효소(cytosolic enzyme)의 손상을 통해 거의 즉각적

인 세포손상을 유발시킨다. 100
o
C-110

o
C이상의 온도상승은 조직을 기화 시키고 탄화한다. 따

라서, RFA를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전체 치료목표범위에 속하는 조직의 온

도를 50
o
C-100

o
C로 약 4-6분간 유지시켜야 하며, 실제로는 전극침으로부터 조직으로의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리게 발생함에 의해 시술시간은 10-30분으로 증가하게 된다. 열효율(heat effi-

cacy)은 열발생과 열손실의 총량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열치료는 적절한 열

발생과 최소의 열손실에 달려 있다. 열발생은 조직에 가해진 RF에너지의 강도 및 기간에 비

례하고, 열손실은 열의 전도에 의해 발생되므로 인체에서는 열손실은 주로 혈류에 의한 대

류(convection)에 의해 일어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주파 치료기는 네가지(RITA system, RTC system, Val-

leylab system, Berchtold system)에 이르며 460-500 kHz (50-200 watt)의 고주파 발생기, 고주파

전극, ground pad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제조사에 따라 전극의 형태와 에너지의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극은 그 형태에 따라 확장형(Multitined) 전극, 내부 냉각형

(internally cooled) 전극, 관류(perfusion) 전극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네 회사의 장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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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료성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시술자의 선호도나 경험에 의거하여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기 및 시술 경로 선택

1. 시술 전 평가

간내의 전이성 간암의 개수 및 위치를 평가하고, 간외 전이의 존재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흉부와 복부를 포함하는 조영증강 CT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며, 간혹 간외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FDG-PET를 추가로 시행한다.

2. 고주파 열 치료법의 일반적인 적응증

고주파 열치료가 전이성 간암의 치료로 선택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대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둘째는 수술적 절제만으로

는 간내 전이암을 모두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 주 종괴는 절제하고 간의 중심부나 주종괴의

반대측 엽에 위치한 다발성의 작은 전이암은 고주파 열치료로 치료하는 경우, 셋째는 전신

항암요법과 함께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등이 있다. 두번째의 경우나 세번째의 경우

는 종양의 개수나 크기가 문제가 적응증의 선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 고주파 열

치료술을 경피적으로 시행하는 첫번째의 경우 대개는 동반된 내과적 질환으로 수술의 적응

증이 되지 않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개 5cm 이하, 3개 이하의 결절이 좋다.

RFA로 치료를 할 경우 몇 가지 더 제한점이 있는데 담낭 주위나 간 hilum 부위의 치료는

담낭이나 담관의 손상 위험이 높고 주변에 3mm 이상의 혈관이 존재할 경우 국소재발의 가

능성이 높아진다. 표면에 위치한 결절의 경우 RFA를 시행 할 수는 있으나 대개 복벽이나

간 피막의 열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자의 협조 하에 치료하기 때

문에 심한 간성혼수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복수는 없어야 하며, 출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prothrombin time 50% 이상이나 혈수판 50,000/μL 이상인 경우에만 RFA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 RFA의 적응이 되지않는 환자는 간내 문맥이나 정맥의 침습, 간외 전이, 그리

고 큰 혈관 근처에 생긴 종양 등 이다.



：Liver Metastases from Colorectal Cancer: Role of Radiofrequency Ablation Treatment 49
3. 시술 경로

고주파 열치료술은 세가지 경로를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 경피적 시술, 복강경하 시술, 개

복 시술. 물론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이의 경우 가장 미세 침습적

이며,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이 적고 시술과 관련한 치료 기간 및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복하 시술이나 복강경하 시술의 경우 경피적 시술에 비하여 몇가지 장점을 제공

할 수 있다. 첫째, 개복술하 시술의 경우 고주파 열치료술은 절제가 불가능한 병변에만 시행

하고, 고주파 열치료로 치료가 불가능한 큰 종괴는 수술로 절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둘째,

개복 또는 복강경하 시술은 간외 전이의 평가에 유용할 뿐더러 수술 중 초음파 검사를 시행

하면 매우 작은 크기의 전이성 간암결절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만약 간결절과 장관이 근접

하여 있는 경우 동반 열손상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경피적 시술은 치료할 수 있는

병변의 크기에 제한이 있고, 피막 하 종양의 치료에 제한점이 있다.

세가지 방법 중 가장 흔히 이용하는 경피적 열치료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시술 방법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초음파 또는 CT 유도 하에 14-17 gauge의 전극을 삽입하고 고주파 전

극을 종괴에 위치시킨 후 내장 바늘을 서서히 전진 시키거나 식염수로 전극을 냉각시키며

고주파를 가하여 약 10-30여분간 90-100도로 온도를 지속시킨다. 현재 사용되는 전극들을 이

용할 경우 12-20분 정도의 고주파에너지의 전달로 직경 3-4cm 가량의 조직에서 열에 의한

단백 변성,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 만약 종괴의 크기가 4-5cm 이상으로 크면 대개 여러 번

의 반복적인 겹치기 시술(Multiple overlapping technique)이 필요하거나 특수하게 제작된 여러

개의 전극 다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3cm이상인 경우는 시술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시술의 효과는 목표로 한 종괴가 새로이 생성되는 조직내 공기 방울에 의해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바뀌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초음파 상 보이는 고에코 부위가 응고괴사부위와 정

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초음파 유도 하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할 때 문제점

으로는 시술 중 생긴 기포에 의한 후방 음영으로 인해 종괴 심부의 변연을 확인하기는 어려

워지는 점과 정확한 전극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여러 번의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극의

이동시키기 쉽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초음파 유도 하에서 시술 시 항상 종양의 심부부

터 먼저 치료해야 하며, 종양의 크기가 커서 여러 번의 겹치기 소작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정확한 landmark를 정하거나 처음부터 여러 개의 전극을 설치하고 연이어 소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RFA 시술을 끝내기 전에는 RF 에너지에 의해 응고괴사가 형성된 부위가

종양과 종양주위 안전연(safety margin)을 충분히 포함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나 초음파

만으로는 이 것이 쉽지 않다. 1회 소작은 대개 10-20분에 걸쳐 시행하며,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서 조직의 온도나 저항 수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소작 직후에 조직의 온도가 60
o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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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것을 확인하거나 저항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여 전극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극을 제거할 때는 출혈이나 종양의 복강 내 전이를 막기위해 전극이 들어갔던 경로를

80
o
C이상으로 태우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술 센터에 따라서는 시술 10-20분 후 초음

파 조영제를 사용하여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시술 직 후 조영증강 CT를 촬영하여

평가한다. 만약 이들 검사에서 잔여 종괴가 확인되면 추가 시술을 시행한다.

4. 시술 후 치료효과의 판정

고주파 열치료 후 치료효과는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또는 dynamic contrast-enhanced CT

혹은 MRI 등에서 조영결손부위와 잔존 조영증강부위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

FDG-PET의 유용성에 관한 보고가 있다.

고주파 열치료술의 합병증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열에 의한 동통, 간내 혈종, 복강내 출혈, 늑막삼출, 혈흉, 전

극 경로 내 종양 파급, 횡격막 손상 등이 있으나 치명적인 합병증은 5% 이하이고, 사망률은

1% 이하로 보고되었다. 최근 RFA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부작용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320명의 간의 악성 종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장관 파열, 복막염, 출혈,

담관협착 등을 포함한 6건의 사망(0.3%)과 12건의 침로 전이(0.5%) 등을 보고하여 비교적 안

전한 시술임을 보였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좀더 합병증의 발생이 많을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출혈은 피막하 종양에서 더 흔히 발생하며, 담도의 손상은 주로 중심부에 위치한 종양

에서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RFA는 약간의 경한 부작용이 있으나 비교적 안전하게 시

행 할 수 있는 시술이라 할 수 있다.

치료 효과 및 국소 재발율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 후 2년 생존율은 보고에 따라 50%-75%로 다양한게 보고되고 있으

나, 현재까지 수술과 고주파 열치료술을 전향적으로 비교한 randomized study는 보고되지 않

았다(유럽에서 현재 진행중임). 또한 1년 후 disease free survival은 25%-50%로 다양하게 보

고되었다. Berber등의 보고에 의하면, 고주파 시행 후 평균 median survival은 28.9개월이었으

며, better survival의 예측 인자는 200ng/ml이하의 CEA level, 3cm이하 크기의 종양, 3개이하

의 종양 개수들이었다.

또한, 국소재발율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면, 고주파 열치료술에 관한 meta-analysis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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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small size (＜3cm)의 종양이나, 개복 또는 복강경유도하에 시술한 경우가 국소 재발

율이 유의하게 적다고 한다. 또한 혈관 근처나 피막하에 위치한 종양의 경우가 국소재발이

흔하다고 보고되었다. 한 보고에 따르면, 3cm 이하 크기의 종양의 local tumor control rate는

90T이지만, 3cm 이상의 종양은 20% 이상의 국소 재발율이 보고되었다.

현재까지의 고주파열치료술의 전이성 간암의 치료성적 및 국소 재발율을 요약하면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전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

대장-직장암의 간전이의 치료는 현재로는 크게 세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즉 수술

적 절제술, 전신 항암요법, 및 고주파 열치료술을 포함하는 국소종양 파괴술이 그것이다. 이

중 전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evidence가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대장-직장암의 간 전이의 치료에 있

어 고주파 열치료술의 이용은 안전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promi-

sing한 local control rates를 보고했던 초기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최근의 보고는 다소 저조한

장기 추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의 다양한 항암요법의 성적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한 정도이어서 현재까지도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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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주파 열치료술에 관한 대부분의 보고에 의하면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간암환자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은 약 30개월 정도의 median overall survival time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신약을 이용한 전신 항암요법의 경우도 24개월 정도의 median survival

time이 보고되고 있고, 전신 항암요법의 경우 고주파 열치료술에 비하여 더 진행된 전이병변

에 대하여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 규명은 추가 연

구 결과가 출간되는 시점까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 후 전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두가지 중요한 의문점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첫째, 고주파 열치료술을 이용

한 종양의 파괴가 절제가능한 전이성 간암의 수술적 절제와 비슷한 정도의 curability를 제공

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의 nonrandomized 비교 연구에 의하면, 수술적 치료에 비하여 고주파

열치료술의 치료성적 및 국소 재발율이 더 나쁘게 보고 되고 있다. 향 후 이에 관한

randomized comparisonal study가 필요하겠으나, 현재의 보고에서 두 치료법간에 치료성적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열치료술은 전신 항

암요법에 비교하여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현재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간암을

가진 대장암 환자에서 standard chemotherapy와 chemotherapy plus RFA의 randomized trial이

진행중이며(EORTC protocol40004, CLOCC),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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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관한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대장-직장암으로 부터의 간전이 병소의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

술은 안전하게 시행 가능하다. 현재까지 고주파 열치료술은 local tumor control에는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추정되나, 고주파 열치료술이 수술적 절제술과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보고는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절제가능한 대장-직장암으로부터의 간전이

병소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가 gold standard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

한 전이 병소에 관하여 전신 항암요법 과 고주파 열치료술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향 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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