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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기세포의 개념은 종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가증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

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군을 말한다. 암 기세포의 개념은 고형 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치료의 반응정도나 기능 인 다양성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로 최근 각 받고 있

다(1). 한 최근 연구에서 암 기세포는 간암 생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2). 여러 연구에서 암 기세포의 성질을 가진 소그룹의 세포군을 여러 가지 표면 항원을 이

용하여 간암세포주, 간암 동물 모델, 간암 환자 조직에서 분리해내고 있으나(3,4), 표면 항원에 

따라 암 기 세포의 빈도가 낮고, 다양한 표면 항원이 제시되고 있어, 아직 이상 인 간암 기

세포를 정의할 수 있는 표면 항원이 없는 실정이다. 

  간암은 다른 고형장기의 암종과 달리 수술이나 고주 치료 등 국소 인 치료 외에 아직 효과

가 입증된 신치료가 많지 않다. 수술 후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에 부분의 경우 

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암 기세포의 특성과 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암 기세포를 암조직이나 환자의 액에서 분리  배양하여, 여러 치료법에 따른 반응의 정

도를 살피고, 그 항기  등을 연구하면,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간암의 간이식 후 재발을 막기 한 한 면역억제제나 보조 항암요법의 결정에 암

기세포의 개념이 요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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