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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에 대한 개복 후 고주파치료의 유용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전상훈, 황대욱, 최명호, 문덕복, 안철수, 김기훈, 황  신, 이승규, 이영주, 박광민

연구목적: 간세포암은 병소를 포함한 부위의 해부학적 절제가 기본 치료로 간주되고 있으나, 간 기능, 

수술 위험도, 주변 장기 및 주요 혈관과의 상관 관계,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결

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서 개복 후 단독 혹은 수술과 병행 시도한 고주파치

료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간담도췌외과에서 수술적절

제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하고, 경피적 고주파치료가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중, 개복 후 고주파치료를 

시행한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57.7 (43∼72)세였고, 남녀 비는 15：4이었다. HBV 감염자는 17명, 

HCV 감염자는 1명, HBV와 HCV 동시 감염자는 1명 이였다. 술전 간색전술을 시행했던 환자는 모두 6

명으로, 3회 시행 1명, 2회 시행 4명, 1회 시행 1명 이였다. 간세포암 수술 과거력을 가진 환자는 4명 

이었으며, 수술 환자 중 3명은 색전술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고주파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는 없었다. 

치료된 종양의 평균 개수는 2.37 (1∼3)개로 절제된 종양은 평균 1.3 (1∼2)개, 고주파로 치료된 종양

은 1.5 (1∼3)개였다. 절제된 종양의 평균 크기는 4.2 (1.5∼13.0) cm였고, 고주파를 시행한 평균 크기

는 1.7 (0.6∼3) cm였다. 간절제술을 동반한 환자는 13명으로, 복수 병소 간절제 4명, 단독병소 간절제 

9명 이였다. 이 13명 중 간세포암이 양엽에 있거나 이전 간절제술을 받고 간절제 만으로 병소를 모두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10명, 간세포암을 동반한 이형성 결절이나 고분화 간세포암이 있는 경우가 3명 

이였다. 간절제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복 후 고주파치료만 시행한 경우는 환자는 5명으로 절제술을 시

행하기에는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잔존간 용적이 부족하고 경피적 고주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나머지 1명은 고식적 치료로 난소 전이 종양을 제거하고 고주파치료를 병행한 경우였다. 치료 1주 이

내에 시행한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완전 관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합병증은 고주파치료 부위의 

간내 담관 손상으로 추정되는 간농양이 1명 있었다. 평균 관찰기간은 9.2개월이었고 재발은 19명 중 7

명으로 간 내 재발이 5명, 난소 재발이 1명, 복막 파종이 1명 이었으며, 변연부 재발은 없었다. 난소 

전이 종양이 있던 환자는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간세포암에서 개복 후 고주파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만은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고 경피적 고주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치료법의 하나로 간세포암의 치료의 적응증을 넓힐 수 있는 술식으로 

사료된다. 또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지 않고 병소의 위치 등에 제한 받지 않으며, 간절제술과 동반하

여 시행할 수 있는 술식이므로 향후 적응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