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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Ch.18) and Intrahepatic Bile Duct (Ch. 1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송태진

서론

  간의 원발성 악성 종양은 간세포(hepatocyte)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간내 담도에서 발생하는 간내담도암(intrahepatc cholangiocarcinoma; ICC), 낭성선암(cystadeno-

carcinoma), 그리고 중배엽성세포(mesenchymal cell)에서 기인된 원발성 육종(sarcoma)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의 원발 암들의 병기 구분에 있어서 이번 새로 발표된 7판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의 Chapter 18. Liver; HCC와 Chapter 19. Intrahepatic bile 

duscts; ICC, 두 큰 간 내 악성 종양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를 꾀하였는가 

여기에 알아 보고자 한다. HCC의 경우 2009년 새로 개정된 대한간암연구회의 ‘2009년 간세포암종 진

료 가이드라인’의 수술 전 후 평가 표준화와도 비교를 하여 보도록 한다. 

  이러한 원발성 간 악성종양 치료의 중심적 역할로서 외과에서 행하는 수술 시 ‘간절제’라는 외과적 

소기의 목적 달성뿐 아니라 최신 증거 중심의 시스템에 맞는 병기 분류에 따른 입장을 나열하고 또 정

리 하며 이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본론

  2002년 6판 AJCC 스테이징은 HCC안에 ICC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2010년 7판 AJCC 스테이징 

Liver 부분의 가장 큰 변화가 HCC와 ICC를 챕터로 아예 분리 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5판에서 6판

으로 전환될 때의 변화는 T 카테고리가 단순화 되고, 모든 단일 결절이 혈관 침윤이 없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T1으로 구분하였으며, 혈관 침윤이 있는경우 단일결절은 크기 관계 없이, ≤5 cm의 다결절에 

통합되어 T2로, 주혈관 침윤이 확인되는 ＞5 cm의 다결절은 T3로 구분하고, 담낭을 제외한 주변 장기 

직접 침윤은 T4로 간주하였었다. T3 N0, T3 N1 종양은 모두 Stage III로, 또한 원격전이는 Stage IV로 

되어 IVA, IVB 서브그룹은 배제 하였었다. 하지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7판에서는 전술한 대로 ICC가 

HCC에서 분리 되고, HCC의 경우, T 카테고리에서의 큰 변화로 T3에서 주 혈관 침윤이 있는 종양의 

경우 ＞5 cm 혈관 침윤이 없는 다결절로부터 예후의 차이에 따라 나뉘었다. 즉 T3a는 ＞5 cm의 다결

절, T3b는 주 간문맥, 간동맥을 침범한 경우로 나뉘었으며, T4의 경우는 6판과 변화가 없다.

  N 카테고리의 경우 하횡격막림프절(inferior phrenic nodes)이 원격에서 구역림프절로 재정의 되었으

며, 스테이지 그루핑도 이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T3의 변경에 따라 Stage III는, stage 

IIIA에서 T3a만 포함하며 주혈관 침윤은 여기에서 배제 되었고, IIIB에서 주혈관 침윤을 포함하는 T3b

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T4는 Stage IIIC로 이동되게 되었다. Stage IV는 과거와 마찬 가지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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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가 있는 경우로, 다시 IVA, B로 나뉘었으며, IVA는 N1즉 림프절전이가 양성인 경우, IVB는 M1으

로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로 재정의 되었다. 또한 전술 한바 있지만 ICC는 과거 HCC에 포함되어 있었

으나, HCC와도 다르고 또 간외 담관암과도 다른 예후를 보이는 ICC의 특성상 새로운 챕터로 분리 되

었으며, 드문 변형인 HCC, ICC 혼합형 종양(mixed hepatocholangio carcinoma)는 ICC 스테이징으로 

분류하는것으로 정의 하였다.

  ICC에서 T 카테고리는 보편적 분류 방법에 기준한 종양의 숫자, 혈관 침윤, 간외담관으로의 직접 종

양 침윤으로 구분을 정의 하였으며, N 카테고리는 구역림프절 전이의 유무에 따라 나누었고, M 카테고

리도 원격전이 유무에 따라 나누었다. 여기에서 HCC에 대한 특이 사항은 수술 전과 수술 후 CA 19. 

9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권장사항을 추가 하여 놓은 것이다. 

결론

  근본적인 HCC, ICC같은 간의 원발성 악성종양에 대한 외과적 치료적 목적의 최우선은 가능하다면 

병소를 포함한 부위의 적절한 해부학적 완전 절제가 아직도 외과적인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고, 비수술

적 국소 치료, 복강경 접근을 통한 비해부학적 부분 절제나 비수술적 치료의 복합적 사용과 더불어 특

히 HCC경우 간 전절제 후 동소간이식을 시행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향으로 대두 되고 있는 현실에 비

추어 정확한 스테이징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 라인의 활용에 있어서 각 기간관 그리고 외과의간의 보편

적인 표준화된 이른바 증거 중심적 치료를 진행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HCC, ICC의 절제 가능성과 절

제방법의 선택은 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된 기초 간 기능 상태, 간 외 전이가 없으면서, 잔

류 간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여러 간암 수술 장비가 확충되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건강한 간 

공여자가 수급 가능한 경우 이식도 치료의 한 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숙련된 

간외과 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된다.

  이렇듯 원발성 간의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관련 임상 각과 의사간, 기

관간, 심지어 외과의 사이의 이견에서 공통점을 이러한 새로운 스테이징 시스템과 진료 가이드라인에 

수렴하여 환자의 안전과 장기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진료를 위해 많은 의견 교환

과 탐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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