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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hepatitis B (CHB) accounts for approximately 50% of underlying etiologies for develop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worldwide. We reviewed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measures 

for prevention of HCC in CHB patients. First,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preventing acquisition of CHB 

through global vaccination to infants. However, for patients chronically infected already, antiviral treat-

ment using interferon or nucleoside analogues can prevent disease progression to cirrhosis or HCC. 

Studies have found viral replications indicated by HBV DNA level a strong predictor for cirrhosis and 

HCC, irrespective of other viral and biochemical factors. Additionally, periodic surveillance using ultra-

sonography and serum alpha-fetoprotein every 3-6 months for earlier detection of HCC is also important 

so that curative treatments may be allowed. Once HCC occurs, hepatic resection is the mainstay of cura-

tive treatments. To prevent tumor recurrence after resection, adjuvant interferon treatments have been 

tried with promising results, on the assumption that it not only suppresses viral activity but also has tu-

moricidal, antiangiogenetic, and antiproliferative effects. Using nucleoside analogues also has its rationale 

for preventing de novo tumor development in remnant liver, considering that viral replications are the 

strong risk factor for HCC. Optimal preventive plan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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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간세포암종(이하 간암)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흔한 암종이며 전체 암 관련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에서 발견 당시 이미 병기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거나, 동반된 간경변증으로 

인해 간 절제술 등의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2-4].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B형간염바이러스

(HBV, hepatitis B virus)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전체 간암의 원인 중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 [1, 5]. 만성 B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4억명 정도의 인구에 이환되어 있으며, 이 중 매년 62만명 

정도가 간암 또는 간경변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6].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방이나, 태평양, 아시아 등

에서 만성 B형간염의 유병률은 약 10%에 이르고, 이들은 대개 모계로부터 수직감염 되거나 아동기에 감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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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7]. HBV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암

의 발생에 기여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6, 8]. 우선, 

간 내에 지속적인 손상과 염증 상태를 유발함으로서 간경변증과 간암이 쉽게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HBV가 직접 간세포의 염색체에 삽입되어 발암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9, 10]. 

B형간염과 연관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B형간염에 감염될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

이다. 이를 위해 B형간염 백신이 보편화되었고 모계 수직 감염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만성 감염 상태로 있는 전 세계 4억명의 환자에게 1차 예방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치료를 통해 B

형간염의 활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근치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기에 간암을 진단하는 

는 2차 예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경우는 B형간염을 적절

히 조절함으로써 간암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 있어서 간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예방법에 대해 중점

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1차 예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HBV로 인한 간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B형간염에 이환 되지 않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 때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e항원 양성 모계에서 출생한 

경우는 면역글로불린 등의 수동 면역도 병행되어야 한다. 1984년 대만에서 시작된 영유아 백신 프로그램은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유병률을 10년 사이에 9.8%에서 1.3%, 15년 만에 다시 0.7%로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11, 12]. 더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을 받은 6-14세 사이의 대만

인들에서 년간 간암 발생률 또한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10만명 당 0.7명에서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10

만 명 당 0.36 명으로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13]. 이러한 B형 간염 백신의 간암 예방 효과

는 태국과 알라스카 어린이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14, 15]. 따라서, 현재 B형간염 백신은 162개국에서 

국가적인 영유아 백신 프로그램으로써 진행되고 있으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만성 B형간염으로의 이환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혈액기증자에 대해 철저한 선별검

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HBsAg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된 바 있지만. 여전히 아

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저소득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6, 17]. 또한, 혈액 기증자가 HBV 감

염 후 소위 window period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검사에서 위음성으로 판정이 되어 부적절하게 수혈로 이환 

되는 경우도 있다 [16]. 대만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단위 혈액 당 약 200명의 만성 B형간염 환

자의 혈액이 수혈된다고 알려져 있다 [18]. 중국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17,500 수혈 건당 1명 꼴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다 [19, 20]. HBsAg에 대한 선별 검사도 방법에 따라서도 민감도가 달라지는데, im-

proved HBsAg assay, minipool nucleic acid testing (NAT), individual donation NAT 의 통상적인 검출률은 

100 만 건당 각각 6.5, 9.5, 그리고 28.3 으로서 수혈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감도가 

높은 individual donation NAT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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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HBV DNA gradient in develop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from reference [22])

HBV DNA 
(copies/mL)

Adjusted hazard ratio (95% CI) p-value Adjusted hazard ratio (95% CI)  p-value

Entire cohort (n=3653) HBeAg-negative and normal ALT (n=2966)

＜300 (reference) 1 ＜0.001 1 ＜0.001
300-9999 1.1 (0.5-2.3)  0.86 1.3 (0.5-3.2)  0.55
10,000-99,999 2.3 (1.1-4.9)  0.02 2.7 (1.2-6.3)  0.02
100,000-999,999 6.6 (3.3-13.1) ＜0.001  7.2 (3.2-16.6) ＜0.001
≥1 million 6.1 (2.9-12.7) ＜0.001 14.3 (6.2-32.8) ＜0.001

Table 2. Review of literatures comparing antiviral therapy (interferon or nucleosides analogues) with no treatment 
in develop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rials 
Number 

(treatment vs. 
control)

Age 
(mean)

Gender 
(male %)

ALT 
(mean)

Cirrhosis 
(%)

HBeAg- 
positive 

(%)

Treatment 
durations 
(months)

Treatment 
follow-up 

(years)

Relative 
risk 

(95% CI)

Interferon vs. control
For secondary prevention 
Fattovich et al. 

[61]
90 

(40 vs. 50)
45.9 86.7 5.3 100 100 1-13 7.2 0.83 

(0.25-2.75)
Brunetto et al. 

[62]
146 

(49. 97)
54 63.7 NA 100 15.3 7 5.8 0.88 

(0.41-1.88)
Benvegnu et al. 

[63]
37 

(13 vs. 24)
58.5 64.9 153.2 100.0 NA 4-6 6.0 0.26 

(0.04, 1.92)
Ikeda et al. 

[64]
313 

(94 vs. 219)
43.1 78.6 NA 100 36 10 7 0.46 

(0.24-0.86)
Krogsgaard 

et al. [65]
308 

(210 vs. 98)
24.5 55.2 NA 6.1 100 NA 4.7 0.93 

(0.09-10.17)
Papatheodoridis 

et al. [66]
404 

(209 vs. 195)
38.4 78.1 90.8 30.9 0 6-12 6 1.06 

(0.54-2.06)
Tangkijvanich 

et al. [67]
139 

(67 vs. 72)
38.5 72 135.4 20.1 100 4-6 5 0.24 

(0.05-1.07)
Yuen et al. [68] 411 

(208 vs. 203)
27.5 64.2 42 NA 100 3-6 12.69 

(0.72-233.79)
Truong et al. 

[69]
62 

(27 vs. 35)
35.1 53.2 184.2 1.6 59.7 1-6 6.5 3.86 

(0.16-91.12)
Mazella et al. 

[70]
62 

(34 vs. 28)
48.4 74.2 NA NA NA 6.5 1-10 0.412 

(0.081-2.085)
Lin et al. [24] 466 

(233 vs. 233)
31.5 94 181 9.4 100 3-7 6.5 0.31 

(0.12-0.84)
Lin et al. [25] 210 

(176 vs. 34)
31.5 NA 201 11.0 100 3-6 8.41 0.193 

(0.059-0.631)
For tertiary prevention
Lo et al. [41] 80 

(40 vs. 40)
51.5 81.2 39 47.5 21.3 4 NA 0.955 

(0.636-1.434)
Sun et al. [42] 236 

(118 vs. 118)
50 88.1 NA 85.6 20.3 18.5 3 0.943 

(0.761-1.170)
Nucleosides analogues vs. control
For secondary prevention
Liaw et al. [28] 651 

(436 vs. 215)
43.3 85.0 69.3 61.3 57.8 32.4 2.7 0.52 

(0.27-1.02)
Matsumoto 

et al. [30]
754 

(377 vs. 377)
41.5 72.8 171.6 17.5 54.8 18.9 2.7 0.08 

(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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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theodoridis 
et al. [71]

396 
(201 vs. 195)

50.5 82.6 83.2 33.3 0.0 48 3.8 0.32 
(0.12, 0.87)

Yuen et al. [29] 266 
(142 vs. 124)

33.7 73.7 61.0 0.0 100.0 60-96 8.2 0.29 
(0.03, 2.76)

Eun et al. [72] 222 
(111 vs. 111)

NA NA NA 100 NA NA 4.4 0.14 
(0.06, 0.34)

For tertiary prevention
Chuma et al. 

[52]
50 

(20 vs. 30)
55.6 72.0 32.0 54.0 46.0 43.7 3.6 0.660 

(0.430-1.012)
Kubo et al. [60] 24 

(14 vs. 10)
55.0 70.8 54.2 41.7 66.7 32 2.08 0.286 

(0.069-1.188)

Abbreviations: NA, not applicable
Notes: Secondary prevention means prevention of development of HCC for CHB patients. Tertiary prevention means pre-
vention of recurrence of HCC after curative treatment.

2. 2차 예방

이미 만성 B형간염에 이환 되어 있는 4억명의 환자에게 1차 예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는 B형간염의 활성을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간암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관

심사이다.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간암 발생의 에 주요 위험 인자는 e항원 양성, 혈청 HBV DNA, 

그리고 HBV 유전자형이다 [21]. 특히, 대만에서 진행된 REVEAL-HBV 연구에서는 3653명의 HBsAg 양성 환자

를 추적한 결과, 혈청 HBV DNA의 역가에 따라 간암발생의 위험도가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2]. 11.4 년간의 추적 기간 동안 혈청 HBV DNA가 300 copies/mL 이하인 경우 간암 발생율이 1.3% 였던 

반면에 1,000,000 copies/mL을 상회하는 경우 14.9%로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이러한 경향은 e

항원 음성이고 혈청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Table 1).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등록 당시 측정한 단 한번의 혈청 HBV DNA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간암 발생률을 예측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6년간 1143명의 HBsAg 양성 환자를 추적한 Wu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검사 

횟수의 절반 이상에서 혈청 HBV DNA가 검출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간암발생율이 독립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혈청 HBV DNA가 간암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23]. 

이상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혈청 HBV DNA를 억제하여야 하

는 근거는 명확하다. 대만에서 시행된 한 질병-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인터페론으로 치료받은 경우, e항원 혈

청전환율 (75% vs. 52%; p = 0.031)과 s항원 혈청소실율이 (3.0% vs. 0.4%; p = 0.03) 의미있게 높았으며, 

간경변증 (18% vs. 34%; p = 0.041) 및 간암 (2.7% vs. 13%; p = 0.011) 발생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24]. 또한, 무작위 배정 연구를 통해 인터페론 치료 종료 후 72개월을 추적한 결과 누적 간암 

발생률이 대조군의 경우 20%인 반면 인터페론 치료군의 경우 7% 미만으로서 인터페론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25]. C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와 B형간염 환자 및 C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 무작위 배정 연구 (각각 7개와 8개)를 포함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인 간암 발생률은 인터페론으로 치

료 받은 경우에 훨씬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C형간염 환자와 인터페론 치료에 반응이 좋았던 군에서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26]. 하지만, B형간염 유럽인들에서는 이러한 치료적 이득이 없었으며, C형간염 유럽인들

에서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12개의 연구를 포함한 최근의 메타분

석에 따르면 인터페론 치료가 간암 발생률을 34%까지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그 효과는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27]. 위와 같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인터페론 치료가 간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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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인터페론과 더불어 다른 B형간염 치료제인 경구용 nucleoside analogues (이하 NUC)도 간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Liaw 등[28]이 진행한 무작위 배정 연구인 CALM 연구 (Cirrhosis and Lamivudine 

Monotherapy) 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간 섬유화가 확인되고 혈청 HBV DNA가 양성인 환자

들에서 장기간 lamivudine을 유지할 경우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두 개의 환자-대조군 연구

도 마찬가지로 lamivudine으로 치료 받은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9, 

30]. 하지만, NUC 유지 중에 내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치료 이득이 상대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터페론과는 달리 NUC로 치료할 경우 투약기간이 매우 길고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

용도 같이 상승한다는 단점도 있다. Table 2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를 정리하였다.

2차 예방의 또 다른 관심사는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는 것이다 [31, 32]. 따라서, 간

암 발생의 고위험군인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복부 초음파 단독 또는 혈청 알파태아단백(AFP)검사와 병합하

여 선별 검사를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단독 검사의 민감도는 약 41-65% 정

도로 알려져 있다 [6, 33]. 미국 간학회에서는 고위험군 (40세 이상의 남자 아시아인, 50세 이상인 여자 아시

아인,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0세 이상의 아프리카인, 40세 이상의 HBV 보유자

로서 혈청 HBV DNA가 2,000 IU/mL을 넘거나 혈청 ALT 수치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게 매 6-12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혈청 AFP검사라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전문가들은 매 6개월 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청 AFP검사를 동시에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6, 17]. 간암 검진으로 생존율 향상을 보고한 결정적인 연구는 중국에서 35-59세의 18,8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연구로서, 한 군은 매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청 AFP검사를 동시에 시행 받았으

며, 나머지 대조군은 20년간 별 다른 선별검사를 받지 않았다 [34]. 그 결과 선별 검사를 받은 군의 사망률이 

100,000 명당 83명으로서 대조군의 100,000명당 132명에 비해 의미있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

로 얼마나 자주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35]. 하지만, 선별

검사의 도구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거나 다른 혈청 표지 인자인 혈청 AFP L3나 Des-γ-carboxyproth-

rombin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추천되지 않는다 [34, 36-38]. 이에 대해 효과적인 선별을 위한 무작위 배정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3차 예방 

이미 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미래에 간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

아간다. 실제로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5년내 간암이 재발한다 [2]. 재발은 크게 조기 재발

과 후기 재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절제 당시 잠재적으로 잔존하여 있던 것이 수술 후 크기가 커져 

발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2년 이내 발견된다. 반면, 후기 재발의 경우 2년 후에 새로 발

견된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이미 간경변증이 진행된 간에서 새로 생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장암이나 폐암

에서처럼 간암에서도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적인 항암요법이 시도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입증한 치료법은 없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보조적인 항암 치료 외에 바이러스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재발을 

예방하려는 연구를 주로 다루도록 한다. 

우선, 인터페론 치료가 간 절제술 후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된 경우로서, 7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와 이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간절제술 후 또는 국소 소작술 후 보조적인 인터페론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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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urrence-free survival after surgical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ccording to viral load (reprinted from reference [59]).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39-48]. 9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와 4개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포함한 다른 메타 분석

도 마찬가지로 근치적 치료 후 간암 재발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 인터페론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9].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기저 질환이나 간 기능, 간암 치료 방법, 사용된 인터페론의 종류, 용량, 치료 기간 

등이 조금씩 다르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2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41, 42]. 

Lo 등은 [41] 수술 후 16주간 인터페론-α-2b를 주 3회씩 주사하였으며 인터페론 치료가 전체 재발률을 감소시

키지는 못했지만 조기 재발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생존율도 어느 정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간암 병기가 III 또는 IVA인 경우 5년 생존율을 24%에서 68%로 향상시켰다. 다른 무작위 배정 연

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터페론 치료가 전체 재발률을 감소시키지는 못했지만, 조기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생존율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42].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

지는 않았지만, 몇 가기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터페론이 HBV와 HCV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으로써 잔존 간 기능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효과가 향후 환자들이 추가적인 간암치료를 

극복해 내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41]. 둘째, 인터페론 자체가 종양 세포를 

죽이는 작용이 있으며, 종양의 증식 및 혈관 신생을 억제하여 종양 재발을 억제한다는 가설이다 [50, 51]. 이

와 같이 인터페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지만, 표준 치료

로서 인터페론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터페론의 종류나 용량, 치료 기간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

태이며, 인터페론 치료에 동반되는 부작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3, 49].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NUC를 장기간 유지하는 전략은 HBV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 및 간섬유화의 진

행을 지연시켜 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가 있다 [52-58]. 하지만, Sun 등은 [56] 

혈청 e항원이 양성인 경우 수술 후 1년이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염증이 활성화 될 

경우 미세 잔존 암의 침습성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56, 58]. 하지만, Wu 등은 [55] 높은 혈청 HBV 

DNA 수치와 중등도 이상의 간 섬유화는 후기 재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 등은 [59] 수술 후 

지속적으로 혈청 HBV DNA가 검출되는 경우 5년 재발률이 73%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의 55%에 비해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p=0.043) (Fig. 1).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발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고려할 때 NUC를 유지한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아

직 전향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52, 60]. 따라서, 향후 수술적 절제 후에 NUC를 유지하는 것이 간암 재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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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전향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Table 2는 근치적 절제술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간암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결론     

간암은 B형간염의 궁극적인 부작용 중 하나로써, 일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하여야 한다. 이미 만

성 B형간염에 이환된 환자에게는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여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의 이환을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최대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적 치료

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미, 간암으로 근치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적으

로 인터페론이나 NUC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추후 적절한 치료 지침을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전

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Parkin, D.M., et al., Estimating the world cancer burden: Globocan 2000. Int J Cancer, 2001. 94(2): p. 

153-6.

2. Llovet, J.M., A. Burroughs, and J. Bruix, Hepatocellular carcinoma. Lancet, 2003. 362(9399): p. 1907-17.

3. Park, J.Y., et al., Repetitive short-course hepatic arterial infusion chemotherapy with high-dose 5-fluorouracil 

and cisplatin in patients with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Cancer, 2007. 110(1): p. 129-37.

4. Han, K.H. and J.Y. Park, Systemic treatment in advanced/metastatic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era of 

targeted therapy. J Gastroenterol Hepatol, 2010. 25(6): p. 1023-5.

5. Han, K.H. and S.H. Ahn, How to predict HCC development in patients with chronic B viral liver disease? 

Intervirology, 2005. 48(1): p. 23-8.

6. Lok, A.S. and B.J. McMahon, Chronic hepatitis B. Hepatology, 2007. 45(2): p. 507-39.

7. Ahn, S.H., et al., Association between hepatitis B virus infection and HLA-DR type in Korea. Hepatology, 

2000. 31(6): p. 1371-3.

8. Yoon, Y.J., et al., MDM2 and p53 polymorphisms ar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Carcinogenesis, 2008. 29(6): p. 1192-6.

9. Liaw, Y.F., et al., Natural course after the development of cirrhosis in patients with chronic type B 

hepatitis: a prospective study. Liver, 1989. 9(4): p. 235-41.

10. Ahn, S.H., et al., Long-term clinical and histolo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spontaneous hepatitis B 

surface antigen seroclearance. J Hepatol, 2005. 42(2): p. 188-94.

11. Ni, Y.H., et al.,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hyperendemic area: 15 years 

after mass hepatitis B vaccination. Ann Intern Med, 2001. 135(9): p. 796-800.

12. Chang, M.H., Decreasing incid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mong children following universal hepatitis 

B immunization. Liver Int, 2003. 23(5): p. 309-14.

13. Chang, M.H., et al., Universal hepatitis B vaccination in Taiwan and the incid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children. Taiwan Childhood Hepatoma Study Group. N Engl J Med, 1997. 336(26): p. 1855-9.

14. Wichajarn, K., P. Kosalaraksa, and S. Wiangnon, Incid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children in Khon 

Kaen before and after national hepatitis B vaccine program. Asian Pac J Cancer Prev, 2008. 9(3): p. 507-9.

15. Lanier, A.P., et al., Childhood cancer among Alaska Natives. Pediatrics, 2003. 112(5): p. e396.

16. Schreiber, G.B., et al., The risk of transfusion-transmitted viral infections. The Retrovirus Epidemiology Donor 

Study. N Engl J Med, 1996. 334(26): p. 1685-90.



제4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수강좌

10

17. Asia-Pacific Working Party on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sensus statements. J Gastroenterol Hepatol, 2010. 25(4): p. 657-63.

18. Wang, J.T., et al., Transfusion-transmitted HBV infection in an endemic area: the necessity of more sensitive 

screening for HBV carriers. Transfusion, 2002. 42(12): p. 1592-7.

19. Shang, G., et al., Residual risk of transfusion-transmitted viral infections in Shenzhen, China, 2001 through 

2004. Transfusion, 2007. 47(3): p. 529-39.

20. Dodd, R.Y., Current viral risks of blood and blood products. Ann Med, 2000. 32(7): p. 469-74.

21. Yang, H.I., et al., Hepatitis B e antigen and the risk of hepatocellular carcinoma. N Engl J Med, 2002. 

347(3): p. 168-74.

22. Chen, C.J., et al., Risk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cross a biological gradient of serum hepatitis B virus 

DNA level. JAMA, 2006. 295(1): p. 65-73.

23. Wu, C., et al., Long-term tracking of hepatitis B viral load and the relationship with risk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men. Carcinogenesis, 2008. 29(1): p. 106-112.

24. Lin, S.M., et al., Interferon therapy in HBeAg positive chronic hepatitis reduces progression to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J Hepatol, 2007. 46(1): p. 45-52.

25. Lin, S.M., et al., Comparison of long-term effects of lymphoblastoid interferon alpha and recombinant 

interferon alpha-2a therapy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J Viral Hepat, 2004. 11(4): p. 349-57.

26. Camma, C., et al., Interferon and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viral cirrhosis: an evidence-based 

approach. J Hepatol, 2001. 34(4): p. 593-602.

27. Sung, J.J., et al., Meta-analysis: Treatment of hepatitis B infection reduces risk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liment Pharmacol Ther, 2008. 28(9): p. 1067-77.

28. Liaw, Y.F., et al., Lamivudine for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and advanced liver disease. N Engl J 

Med, 2004. 351(15): p. 1521-31.

29. Yuen, M.F., et al., Long-term lamivudine therapy reduces the risk of long-term complications of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 even in patients without advanced disease. Antivir Ther, 2007. 12(8): p. 1295-303.

30. Matsumoto, A., et al., Efficacy of lamivudine for preventing hepatocellular carcinoma in chronic hepatitis B: 

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of 2795 patients. Hepatol Res, 2005. 32(3): p. 173-84.

31. Lim, S.G., et al.,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hepatitis B virus infection. J Gastroenterol 

Hepatol, 2009. 24(8): p. 1352-7.

32. Kim, B.K., et al., Prediction of microvascular invasion before curative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J Surg Oncol, 2008. 97(3): p. 246-52.

33. Farinati, F., et al., Diagnostic and prognostic role of alpha-fetoprotein in hepatocellular carcinoma: both or 

neither? Am J Gastroenterol, 2006. 101(3): p. 524-32.

34. Zhang, B.H., B.H. Yang, and Z.Y. Ta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screening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J Cancer Res Clin Oncol, 2004. 130(7): p. 417-22.

35. Lin, D.Y. and Y.F. Liaw, Optimal surveilla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hronic viral 

hepatitis. J Gastroenterol Hepatol, 2001. 16(7): p. 715-7.

36. Mok, T.S., et al., An intensive surveillance program detected a high incid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mong hepatitis B virus carriers with abnormal alpha-fetoprotein levels or abdominal ultrasonography results. 

J Clin Oncol, 2005. 23(31): p. 8041-7.

37. Kim do, Y., et al., PIVKA-II is a useful tumor marker for recurrent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surgical 

resection. Oncology, 2007. 72 Suppl 1: p. 52-7.

38. Yoon, Y.J., K.H. Han, and Y. Kim do, Role of serum prothrombin induced by vitamin K absence or 

antagonist-II in the early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Scand J Gastroenterol, 2009. 44(7): p. 861-6.

39. Colombo, M. and M.F. Donato,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Semin Liver Dis, 2005. 25(2): p. 

155-61.



Hepatitis Virus 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Consensus on Prevention

11

40. Lin, S.M., et al.,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of interferon-alpha in preventing hepatocellular 

carcinoma recurrence after medical ablation therapy for primary tumors. Cancer, 2004. 100(2): p. 376-82.

41. Lo, C.M., et a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ostoperative adjuvant interferon therapy after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n Surg, 2007. 245(6): p. 831-42.

42. Sun, H.C., et al., Postoperative interferon alpha treatment postponed recurrence and improve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after curative resection of HBV-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 Cancer Res Clin Oncol, 2006. 132(7): p. 458-65.

43. Mazzaferro, V., et al.,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recurrence with alpha-interferon after liver 

resection in HCV cirrhosis. Hepatology, 2006. 44(6): p. 1543-54.

44. Ikeda, K., et al., Interferon beta prevents re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complete resection or 

ablation of the primary tumor-A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of hepatitis C virus-related liver cancer. 

Hepatology, 2000. 32(2): p. 228-32.

45. Shiratori, Y., et al., Interferon therapy after tumor ablation improves prognosis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hepatitis C virus. Ann Intern Med, 2003. 138(4): p. 299-306.

46. Kubo, S., et al.,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long-term outcome after resection of hepatitis C virus-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by postoperative interferon therapy. Br J Surg, 2002. 89(4): p. 418-22.

47. Kubo, S., et al., Effects of long-term postoperative interferon-alpha therapy on intrahepatic recurrence after 

resection of hepatitis C virus-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n Intern 

Med, 2001. 134(10): p. 963-7.

48. Breitenstein, S.,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nterferon after curative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viral hepatitis. Br J Surg, 2009. 96(9): p. 975-81.

49. Shen, Y.C., et al., Adjuvant interferon therapy after curative therapy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 

meta-regression approach. J Hepatol.

50. von Marschall, Z., et al., Effects of interferon alpha on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gene transcription 

and tumor angiogenesis. J Natl Cancer Inst, 2003. 95(6): p. 437-48.

51. Wang, L., et al., High-dose and long-term therapy with interferon-alfa inhibits tumor growth and recurrence 

in nude mice bearing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xenografts with high metastatic potential. Hepatology, 

2000. 32(1): p. 43-8.

52. Chuma, M., et al., The influence of hepatitis B DNA level and antiviral therapy on recurrence after initial 

cur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J Gastroenterol, 2009. 44(9): p. 991-9.

53. Kubo, S., et al., Effect of the presence of hepatitis B e antigen on prognosis after liver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World J Surg, 2002. 26(5): p. 555-60.

54. Hung, I.F., et al., Recurrence of hepatitis B-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is associated with high viral 

load at the time of resection. Am J Gastroenterol, 2008. 103(7): p. 1663-73.

55. Wu, J.C., et al., Risk factors for early and late recurrence in hepatitis B-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J 

Hepatol, 2009. 51(5): p. 890-7.

56. Sun, H.C., et al., Positive serum hepatitis B e antigen i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early recurrence and 

poorer survival in patients after curative resection of hepatitis B-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J Hepatol, 

2007. 47(5): p. 684-90.

57. Ohkubo, K., et al., Viral load is a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for hepatitis B virus-assoc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Cancer, 2002. 94(10): p. 2663-8.

58. Budhu, A., et al., Prediction of venous metastases, recurrence, and prognosi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based on a unique immune response signature of the liver microenvironment. Cancer Cell, 2006. 10(2): p. 

99-111.

59. Kim, B.K., et al., Persistent hepatitis B viral replication affects re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curative resection. Liver Int, 2008. 28(3): p. 393-401.

60. Kubo, S., et al., Effects of lamivudine on outcome after liver resec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active replication of hepatitis B virus. Hepatol Res, 2007. 37(2): p. 94-100.



제4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수강좌

12

61. Fattovich, G., et al., Long-term outcome of hepatitis B e antigen-positive patients with compensated cirrhosis 

treated with interferon alfa. European Concerted Action on Viral Hepatitis (EUROHEP). Hepatology, 1997. 

26(5): p. 1338-42.

62. Brunetto MR, et al., Effect of interferon-alpha on progression of cirrhosis to hepatocellular carcinom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ternational Interferon-alpha Hepatocellular Carcinoma Study Group. Lancet, 1998. 

351(9115): p. 1535-9.

63. Benvegnu, L., et al.,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feron therapy on the clinical outcome of 

patients with viral cirrhosis. Cancer, 1998. 83(5): p. 901-9.

64. Ikeda, K., et al., Interferon decreases hepatocellular carcinogenesis in patients with cirrhosis caused by the 

hepatitis B virus: a pilot study. Cancer, 1998. 82(5): p. 827-35.

65. Krogsgaard, K., The long-term effect of treatment with interferon-alpha 2a in chronic hepatitis B. The 

Long-Term Follow-up Investigator Group. The European Study Group on Viral Hepatitis (EUROHEP). 

Executive Team on Anti-Viral Treatment. J Viral Hepat, 1998. 5(6): p. 389-97.

66. Papatheodoridis, G.V., E. Manesis, and S.J. Hadziyannis, The long-term outcome of interferon-alpha treated 

and untreated patients with HBeAg-negative chronic hepatitis B. J Hepatol, 2001. 34(2): p. 306-13.

67. Tangkijvanich, P., et al., Long-term effect of interferon therapy on incidence of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ai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Southeast Asian J Trop Med Public Health, 2001. 32(3): 

p. 452-8.

68. Yuen, M.F., et al., Long-term follow-up of interferon alfa treatment in Chinese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 The effect on hepatitis B e antigen seroconversion and the development of cirrhosis-related 

complications. Hepatology, 2001. 34(1): p. 139-45.

69. Truong, B.X., et al., Long-term follow-up of Japanese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treated with 

interferon-alpha. Int J Mol Med, 2005. 16(2): p. 279-84.

70. Mazzella, G., et al., Alpha interferon treatment may prevent hepatocellular carcinoma in HCV-related liver 

cirrhosis. J Hepatol, 1996. 24(2): p. 141-7.

71. Papatheodoridis, G.V., et al., Outcome of hepatitis B e antigen-negative chronic hepatitis B on long-term 

nucleos(t)ide analog therapy starting with lamivudine. Hepatology, 2005. 42(1): p. 121-9.

72. Eun JR, Lee HJ, and L. SH, The effect of lamivudine and adefovir dipivoxil on preventing hepatocellular 

carcinoma in hepatitis B virus-related liver cirrhosis. Hepatology 2007. 46: p. 664A-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