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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은 간세포암 환자에 있어 간경변과 종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간세포암 치료의 궁극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간이식후에는 면역

억제요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발시의 경과는 아주 불량하여 재발 후의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식후 재발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간이식 이후 재발

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식 대상을 선정시 우선적으로 저위

험 환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Milan criteria가 기준이 되고 있고, UCSF criteria 등으

로 조심스럽게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의 선정 기준은 뇌사자

간이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는 생체 간이식에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뇌사자 간이식 시에는 환자 등록 후 상당한 대기 기간을 거쳐

간이식을 받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고려하여 덜 진행된 간세포암을 가진 환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체간이식 시에는 수술까지의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다소 완

화될 수 있다. 또한 뇌사 장기 공여자와는 달리 생체공여자는 1명의 특정 수혜자에게만 한

정되기 때문에 공여자-수혜자간의 관계에 따라 좀더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간이식 수

술이 시도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생체간이식 시의 환자 선정기준상 대개 종양

의 최대 크기를 5 cm으로 잡고 있고, 종양의 허용 개수는 5-10개까지 기관별로 다르게 잡고

있다. 간세포암 환자의 간이식 시에는 5년 생존율이 적어도 50%는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대개 5년 누적 생존

율은 70%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30-50%

가 되어서 변별력을 더 높이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수술전 간세포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

료를 시도하여 수술 당시의 병기를 낮추는 downstaging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증

명되지는 않았다. 간절제 후 간이식을 시행하는 구조 간이식도 국내에서 증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전의 주요 간절제수술 자체가 생체간이식을 시행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



68  11 차 간담췌외과 연수강좌
고, 1차 간이식시와 비슷한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 간세포암은 전체 성인 간이식

대상 증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B형 간염의 유병율을 고려하면 증례수는 점차적으

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