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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원장: 박중원(국립암센터)
분과 대표위원: 소화기내과 최종영(가톨릭대), 외과 서경석(서울대), 영상의학과 정진욱(서울대), 방사선종양학과 성진실(연

세대)
개정위원회 위원
   -소화기내과: 김진욱(서울대), 배시현(가톨릭대), 연종은(고려대), 이준성(인제대), 이한주(울산대), 장정원(가톨릭대), 최문

석(성균관대), 탁원영(경북대), 한철주(원자력병원)
   -외과: 권준혁(성균관대), 김경식(연세대), 박상재(국립암센터), 박일영(가톨릭대), 송태진(고려대), 유희철(전남대), 이남준

(서울대), 황신(울산대)
   -영상의학과: 김영준(건국대), 신성욱(성균관대), 신용문(울산대), 신지훈(울산대), 윤창진(서울대), 이광훈(연세대), 이정민

(서울대), 임현철(성균관대), 정환훈(고려대), 조윤구(보훈병원), 최준일(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김대용(국립암센터), 김미숙(원자력병원), 윤상민(울산대), 김진희(계명대), 남택근(전남대), 박희철(성균

관대), 이익재(연세대), 장홍석(가톨릭대), 지의규(서울대)
자문 위원
   -소화기내과: 김대곤(전북대), 김창민(국립암센터), 문영명(관동대), 서동진(울산대), 엄순호(고려대), 유병철(성균관대), 조

몽(부산대), 한광협(연세대)
   -외과: 김동구(가톨릭대), 이건욱(서울대), 이승규(울산대)
   -영상의학과: 도영수(성균관대), 이종태(연세대), 최병인(서울대)
   -방사선종양학과: 윤세철(가톨릭대), 조관호(국립암센터)
   -병리과: 박찬일(연세대), 박철근(성균관대)

Table 1. 2009 대한간암연구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참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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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  원 

국립암센터 간암센터

원발 간암(primary liver cancer, 간암)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한 해에 약 1만 4천여 명의 환자가 새

로 발생하여(남자 11,264명, 여자 3,643명) 위암, 폐암, 대장암에 이어 암 등록순위 4위인 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 중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보고된 

우리나라 10대 암의 5년 관찰생존율(5 YSR) 중 간암은 18.9%라는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암에 비

해 간세포암종의 예후가 나쁜 원인으로는 첫째 작은 종양에서도 혈관 침습이 일어날 수 있고 성장 속도가 빠

를 수 있는 종양생물학적 특성, 둘째 대부분의 간세포암종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어 적극적 

암 치료에 장애가 된다는 점, 셋째 대부분 간암이 특이 증세가 없어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근치적 치료가 어렵다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행히 암 생존율 보고가 

시작된 지난 2002년 이후 간암의 5년 생존율은 꾸준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비롯

한 여러 간암 조기검진 홍보와 건강검진 보편화에 따라 초기 간암 발견이 늘고, 우리나라 간세포암종의 주요 

동반 질환인 만성 B형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보편화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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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5. 2003 대한간암연구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2008. 9. 개정 필요성 제의(대한간암연구회 회장 김창민) 후 개정위원 섭외 및 연구비 마련
2008. 10. 17. 암정복추진기획단 암정복포럼(국립암센터): 우리나라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제언
2008. 11. 10. 전 4개 분과 개정위원회 개시모임(롯데호텔 37층 회의실)
2008. 10-2009. 3. 각 분과별로 4-5회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증거조사 및 의견 취합
2009. 3. 28. 전 분과 합동 개정위원회 총회(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1층 회의실)
2009. 4. 28. 자문회의(힐튼호텔 토파즈)
2009. 5. 29. 공청회(서울대 소아병원 제2 강의실)
2009. 6. 27. 대한간암연구회 학술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2009 가이드라인 발표

Table 2. 2009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경과

Level I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properly design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Level II-1 Evidence obtained from well-designed controlled trials without randomization.
Level II-2 Evidence obtained from well-designed cohort or case-control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more than one center or research group.
Level II-3 Evidence obtained from multiple time series with or without the intervention. Dramatic 

results in uncontrolled trials might also be regarded as this type of evidence.
Level III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Quality USPSTF: Ranking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s or 
screening

Table 3. Levels of evidence according to study design*

간세포암종은 치료법 선택에 있어 암 병기뿐만 아니라 기저 간질환에 따른 간기능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

야 하기에 다른 암종과 달리 치료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질환이다. 또한 근치적 치료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근치적 치료를 지향하는 새로운 여러 치료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병기와 간기능 상태에 따른 치료 선택

에 적잖은 혼선이 일어나기에 실제로 간세포암종을 진료하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정리된 참고자료가 필요한 실

정이었다. 2001년 최초로 발표된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은 2000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간학회(EASL) 컨

퍼런스의 간세포암종 치료 컨센서스 미팅을 정리한 것으로서 HCC 발생 감시법(surveillance), 추적법(recall), 

조직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HCC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임상연구 방법론, 치료 분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2년 미국 국립암센터 지원을 받아 종양내과그룹이 마련한 NCCN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에 바

르셀로나 그룹과 미국 간학회(AASLD)는 2001년 유럽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AASLD 가이드라인에서 치료법과 

연동된 새로운 BCLC 병기 기준을 제시하고 치료법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가이드라

인은 간암의 ‘본고장’이라고 할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적용하기 적절치 않은 점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립암센터 제안으로 대한간암연구회와 공동으로 2003년에 국내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2006년 외과의 증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에 이어 2007년 내과계의 컨센

서스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3년 우리나라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검사를 배제한 간세포암종의 임상적 진단에 대한 당위

성을 확립하였으며, 치료 접근과 적응증을 제시하여 간세포암종 진료에 관계되는 일선 의료진들과 전공의, 학

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었다. 이후 6년 간의 의학 발전에 힘입어 간세포암종 진단과 치료에 상당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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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었고 더 많은 국내외 데이터들이 축적됨에 따라 대한간암연구회와 국립암센터는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

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여름 이후 사십여 명의 각 분야(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

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정위원회를 수 차례 열고 국내외 논문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증거

에 근거를 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Table 1, 

2). 본 가이드라인은 결코 간세포암종 진료의 '표준 지침'이 아니며 다만 우리나라 간세포암종 진료, 교육 및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증거에 입각한 의학지식(evidence-based medi-

cine)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Table 3)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하였고 발전되는 의학지식에 따라 추후 지

속적인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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