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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 암의 외과적 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건욱

서론

  최근 간세포 암의 외과적 절제 후 생존율은 예전에 비해 경이적으로 높아져, 5 cm 이하 단일 간세

포 암의 5년 생존율은 70%이고, 2 cm 이하에서는 90% 전후의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그러나 간세포 

암은 재발이 잘 되어 절제 후 5년 재발율이 70%에 달한다.

  따라서 간세포 암 수술 후 발생 될 수 있는 재발의 기전에 대한 이해, 조기 진단 및 치료는 향후 간

세포 암의 생존율을 향상 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간세포 암에서 간이식은 소위 Milan 기준에서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이며 재발 율은 15∼20%로

서 절제술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간세포 암에서는 간이식이 치료의 최고의 선택 사양으로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공간의 부족은 간이식의 대기 시간을 늘렸으며, 간이식을 기다리다가 암이 진행되거나 간

경변증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할 수 없거나 환자가 사망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간세포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 해져 수술 적으로 치료 하는 증례가 증가 하고, 그 외 여러 

치료법이 소개 되면서 이에 대해 2000년대에 들어서 동서양에서 간세포 암 치료의 지침서를 만들기 시

작 하였는데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세포 암의 수술 적 치료에서 동서양의 지침서 내용 및 그 차이를 비교하고, 서

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간세포 암의 수술 적 치료의 

적응 증을 제시하고, 간세포 암의 재발 기전, 진단 및 시도되고 있는 최근 치료를 소개한다.

본론

  2001년 Bruix, Sherman, Llovet 등은 2000년 Barcelona에서 개최된 유럽 간 연구회(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consensus에 의한 간세포 암 치료 지침을 발표 하였다. 간 기

능이 잘 보존된 환자에서의 단일 간세포 암에 대한 간 절제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나, 간 기능 평가

는 Child-Pugh A만으로는 절제의 적절한 대상자를 구분 하는데 불충분 하며, Child-Pugh A중 정상 빌

리루빈 치와 간 문맥 항진증이 없는 환자로 제한하였으며, 이때 간세포 암의 5년 생존율은 70%에 이

른다고 하였다.

  2005년에 Bruix와 Sherman이 2009년 발표한 미국 간 연구회(AASLD)의 간세포 암 치료 지침은 위의 

EASL의 것과 같다. 절제의 적응증은 BCLC의 병기 분류와 치료 선택을 사용한 단일 종양으로 간 기능

이 정상이거나 잘 보존된 간 기능을 가진 간경변증에서, 빌리루빈치가 정상이고 간 정맥 압력 차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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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Hg 이하이며, 절제하기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라고 하였으나, 종양의 크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level II의 증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표한 대한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

work) practice guidelines에서 간 절제의 적합한 간 기능은 Child-Pugh A이며 심한 간 문맥 항진 증의 

증거가 없어야 하나, 아주 제한된 경우 Child-Pugh class B에서는 간 기능이 정상 이고 간 문맥 항진 

증이 없는 일부에서만 제한된 간 절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간 절제에 적합한 종양의 특성은 

주 혈관 침윤이 없는 단일 종양이고 종양의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 질수록 혈관 침윤

과 퍼짐의 위험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NCCN은 수술 후 남는 간(FLR; Future Liver Remnant) 용적이 간 경변 증이 없는 환자는 종양을 뺀 

전 간 용적의 20%, Child A score 환자는 적어도 이의 30∼40% 남길 것을 추천 하였다.

  일본은 2006년 Makuuchi와 Kokudo가 Eevidence Based Guidelines을 발표 하였다. Child A뿐 아니

라 B에서도, 종양의 개수는 2∼3개 까지 절제가 가능 하다고 하였다. 혈관 침윤이 있을 때 Child A 

환자에서는 간 절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15분 indocyanin green clearance

를 측정 하여 혈중에 남아 있는 ICG (R15)를 세분화 하여 가능한 절제 범위를 정하였다.

  2007년 Kudo와 Okanoue는 일본 간 연구회에서 제안한 Consensus- Based Clinical Practice Manual

에서 서양에서와 같이 간 이식이 원활하지 못한 일본의 사정을 반영하여 Evidence-Based algorithm에 

Consensus-Based practices를 합하여 일본 실정에 맞게 제정 하였다. CTAP, SPIO-MRI, 또는 조직검사

에서 악성 가능성이 높은 조기 간세포 암으로서 진단된 저 혈관성 결절은 국소 고주파 치료하며, 3개 

이하 3-cm 이하의 결절은 간 이외에 병변이 없고, 간 기능이 좋으며, 혈관 침윤이 없으면 간 절제나 

국소 고주파 치료를 한다고 하였다. 4개 이상인 예에서는 간 동맥 색전 술 외에 5∼6개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 절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혈관 침윤이 있을 때는 Child A/B 환자에서 Milan 기준

에 맞는 종양은 절제를 할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따라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뇌사자 간 이식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양권에서는 

간 절제의 적응증을 간 손상 정도를 Child B까지, 종양의 개수를 2∼3 또는 5∼6개까지도 늘릴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 종양의 크기는 단일 종양 에서는 동서양 차이가 없이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연구의 대상이다. 종양이 2∼3개 일 때 일본에서는 3 cm 이내로 제한 한다. 혈관 침윤이 있으면, 

EASL와 AASLD의 지침에서는 수술의 금기 였으나, NCCN에서는 Child-Pugh A에서 경도나 중등도의 간 

문맥 항진 증은 절제의 대상 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문맥 항진 증의 동반은 다른 조건이 나쁘

지 않으면 간 종양을 절제 한다.

  1996년 Mazzaferro 등은 소위 Milan 기준에 맞는 환자에서 85%와 92%의 4년 전체와 암의 재발이 

없는 생존율을 보고 하였다. 이 기준이 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에서 채택 되어 전 

세계에서 간 이식 환자를 선택 하는데 적응 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간 이식은 이 Milan 기준 내의 Child B나 C에서 효과적이며(AASLD, level II 증거), 생체 간 이식은 

사체 간 이식의 대기 기간이 암이 진행 되어 간 이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체 되는 상황에서는 시

행 할 만 하다고 하였다(AASLD, level II 증거). 한 보고는 cost-effectiveness 분석에서 생체 간 이식은 

사체 간 이식의 대기 시간이 7개월 이상에서 사체 간 이식 만큼 효과적 이었다고 한다. 2001년 샌프란

시스코 대학(UCSF)의 Yao 등은 단일 종양은 6.5 cm, 3개까지는 각 종양이 4.5 cm를 넘지 말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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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양의 합이 8 cm 이하 되는 간세포 암에서 간 이식을 하여 75.2%의 5년 생존율을 보고하며 간 

이식 적응 증의 확대를 주장 한 후, 여러 곳에서 38∼93%에 이르는 5년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Intention-to-treatment 분석 개념으로 보면 대기 시간이 6개월 이상이면 절제가 간 이식술 보다 오히

려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기 시간이 긴 상황에서는, 보존된 간 기능에서 발생된 Milan 

기준 내의 간세포 암의 일차적 치료는 사체 간 이식 보다 절제가 먼저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 절제 후 재발 되는 것은 재 간 절제나 구제(Salvage) 간 이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제안에 대한 임상적 시도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재발의 가장 정확한 예견 인자인 혈관 침윤이나 종양 주위 딸 결절 들은 병리 조직 검사에서 확인 

될 수 있고, 이럴 때의 간 이식은 결과가 좋아, 일부 에서는 암이 재발되어 과도한 종양 부담이 생기

기 전인, 병리 직 검사가 나오는 즉시 간 이식(Preemptive Transplant)을 하자는 제안도 있다.

  간세포 암에서 간 절제의 적응 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수

술한 834명의 환자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30일 수술 사망률은 1.1%였으며, 중앙 생존 기간은 5.6년이였다.

  전체 5년, 10년, 15년 생존율은 53.0%, 36.1%, 31.0%였으며, 무병 5년, 10년, 15년 생존율은 30.8%, 

20.7%, 18.6%였다.

  간 기능이 Child-Pugh A 환자에 비해서 B 환자의 예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빴다.

  일반적으로 검사 상 빌리루빈 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절제술을 하지 않았다.

  Child-Pugh A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가 10 cm 이하, 주 혈관 종양 침윤이 없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예후가 좋은 그룹 이었고, 이러한 그룹 에서 2∼3개 이하의 종양을 가진 환자가 그 이상의 종양을 가

진 환자 보다 예후가 좋았으며, 간 문맥 압 항진 증이 있으면 예후가 불량 하였다.

  그러나 일부 보고는 10 cm 이상 종양의 수술 후 예후가 그 이하 종양의 것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10 cm 이상의 거대 종양의 연구가 더 필요 하다고 하겠다.

  간세포 암에서 간 절제 후 재발은 보통 시기적으로 수술 후 2년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 재발로 구

분 한다. 초기 재발은 종양의 혈관 침윤으로 전이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재발이 다발성으로 발생 되어 

예후가 매우 불량 하나, 후기 재발은 내재된 간 경변 증에서 de novo로 간세포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다. 

  최근 DCP (s-des gamma-carboxy-prothrombin)로 간세포 암의 혈관 침윤을 보다 조기에 진단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암들에서와 같이, 간세포 암의 분자 프로필 검색(melecular 

profiling)으로 재발 위험을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널리 인정을 받거나 

임상에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표지 자(marker)는 없다. 간세포 암의 재발에서 de novo 재발과 간 내 

전이를 allelotyping으로 구분 하려고 한다. 혈관 형성 인자를 붙인 MR 분자 영상으로, 종양이 침습하

기 쉬운 조직이 변형된 신생 혈관을 확인 하거나, 종양 신생 혈관 형성을 영상화 하여 이식 전 병기 

결정에 이용 하려는 시도도 있다.

  간세포 암 수술 전후에 골수나 말초 혈액에서 AFPmRNA가 높게 검출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도 있다.

  또 Halazun은 간 절제나 간 이식 후 neutrophil-lymphocyte 비율(NLR)이 5 미만에서 그 이하보다 

예후가 좋으며, 이는 간 이식후 예후 인자로서 Milan 기준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제32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Special Lecture II

108

  현재 초기 재발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적 치료는 없다. 수술 전 항암제나 수술 후 보조적 항

암 요법은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다. I131에 의한 내부 방사선 치료 결과와, 활성화 된 림프구에 의한 

adoptive 면역 요법은 약간의 항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초기 기대되는 결과들은 아직도 적절

한 검증이 필요 하다. retinoid 주입이나 interferon 치료도 이와 비슷하다. 최근 interferon을 이용한 면

역 치료에서 재발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향후 pegylated interferon과 바이러스의 

nucleoside나nucleotide analogue를 보조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결론

  이상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간세포 암의 진료 지침은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속 보완 되어야 한다.

  2.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1) 간세포 암에서 간 절제의 적응증은 

      I) 간 기능이 정상 이거나 Child-Pugh A 환자에서 빌리루빈 치가 정상이며

      ii) 종양의 크기는 10 cm 이하 이고, 주 혈관 침윤이 없는 예후가 양호한 그룹에서 

      iii) 종양의 수는 2∼3개 이내

      iv) 문맥 압 항진증이 없을 때이며,

      v) 10 cm 이상 단일 종양에서 간 기능이 잘 보존 되어 있고, 주 혈관 침윤이 없을 때 선택적으

로 절제를 시도 한다.

    2) 간세포 암에서 사체 간 이식은 Child-Pugh B/C 환자에서 Milan 기준으로 제한하며, 생체 간 

이식은 사체 간 이식의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일 때 UCSF 기준 내에서 하는 것을 추천 한

다.

   3) 간세포 암 절제 후 재발의 외과적 치료는 후기 재발에 한하며, 첫째 수술 시의 외과적 치료의 

적응증에 준하여 한다.

  3. 간세포 암의 예후 인자 중 가장 중요한 종양의 혈관 침습을 보다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DCP와 

같은 표지 자 개발, 분자 프로필 검색, 분자학적 MR 영상 등의 임상 응용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치료 

후 예후가 좋은 환자를 선택 하는데 유용 하게 쓰일 수 있는 AFPmRNA나 NLR 등과 같은 검사 방법 

이용, 초기 재발 시에 잘 듣는 항암 화학 요법 제제의 개발이 시급하며, 외과적 치료에서 interferon이

나 항바이러스 제제와 같은 보조적 면역 치료의 연구 등이 간세포 암의 예후를 좋게 하는데 기여 할 

것 이다.

참고문헌

1. Cho YB, Lee KU, Lee HW, Cho E-H, Cho JY, Yi N-J, Suh K-S, Outcomes of Hepatic Resection for a 

Single Large Hepatocellular Carcinoma. World J Surg 2007;31:795-801.

2. Yi N-J, Suh K-S, Kim TH, Kim JH, Shih WY, Lee KU. Current Role of Surgery in Treatment of Early 

Stage Hepatocellular Carcinoma: Resection versus Liver Transplantation. Liver Transplant 2008;75(Suppl): 

124-8.

3. Llovet JM, Fuster J, Bruix J. The Barcelona Approach: Diagnosis, Staging, and Treatment of Hepatocelluar 

Carcinoma. Liver Transplantation 2004;10:15-20.



제32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Special Lecture II

109

4. Jordi Bruix, Morris Sherman, Josep M. Llovet, et al. Cinical Management of Hepatocellula Carcinoma for 

the EASL Panel of Experts on Hepatocellular carcinoma Condusion of the Barcelona-2000 EASL Con-

ference. J Hepatology 2001;35:421-30.

5.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Clinical Practice Guidlines in Onclolgy. Hepatobiliary 

cancer. Available at www.nccn.org. Assessed 2009.

6. Masatoshi Makuuchi, Norihiro Kokud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first 

evidence based guidelines from Japan. World J Gastroenterology Oncology 2007;72(suppl):2-15.

7. Masatoshi Kudo, Takeshi Okanoue. Clinical Practice Manual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Japan 

Consensus-Based Clinical Practice: Manual Proposed by the Japan Society of Hepatology. Oncology 2007; 

72(suppl):2-15.

8. Jajino PE, Llovet JM, Bruix J. Mentha G. Hadengue A, Sarasin FP.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or 

early hepatocellular carcinoma: A life expectancy and cost-effectiveness perspective. hepatology 2001;33: 

1073-9.

9. Majino P. Sarasin F, Mento G, Hadengue A. Primary liver resection and salvage transplantation or prima-

ry liver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single, small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Preserved liver 

function: An outcome oriented decision analysis. Hepatology 2000;31:899-906.

10. Shirabe K, Itoh S, Yoshizumi T, et al. The predicters of micro vascular invasion in candidates for liver 

transplantation in the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erum levels of des-gamma 

carboxyprothrombin. J Surg Oncol 2007;95:235-40.

11. Schwartz JD, Schwartz M, Mandeli J, Sung M, Neoadjuvant, et al. Adjuvant therapy for resectable hepa-

tocellular carcinoma.: review of the randomized clinical trials. Lancet Oncol 2002;3:593-603.

12. Kudo S, Nisbiguchi S, Hirohash K, et al. Raudomized clinical trial of long-term outcome after resection of 

hepatotis C virus 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by prosepective interferon therapy. Br J Surg 2002; 

89:418-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