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암의 외과적 치료: 간절제술 및 간이식 

9

 

간암의 외과적 치료: 간절제술 및 간이식 

서  경  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 아래 내용은 대한간학회지 2009;15:391-423에 개제된 간세포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였음.

간절제술      

간절제술은 간경변증이 없는 절제 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1차 치료법이며(1)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도 잔존 간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2) 

절제술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술 전 검사로 Child-Pugh 분류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Indocyanine Green 15분 정체율(ICG-R15)을 수술 전 검사로 추가하고 있다.(3) 반면 미국 및 유럽에서는 문

맥압항진증을 제시하였는데, 간정맥압력차 10 mmHg 이상, 식도정맥류, 혹은 비장비대를 동반한 혈소판감소증

(100,000/mm3 이하)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문맥압항진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경우처럼 뇌사자간이식을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Child-Pugh 등급 

A 및 상위 B 환자에서 경도의 문맥압항진증이나 고빌리루빈혈증이 존재할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수술적 절제

를 고려할 수 있다. 

간절제술 전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을 시행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5) 대량간절제술을 하기위해 수술

전 문맥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다.(6) 

수술시 수혈은 항암 면역기전을 저하시키며 특히 저알부민혈증을 보이는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절제 후 

재발을 증가시키고(7) 재발에 의한 재간절제술 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수혈을 최소화해

야 한다.(8) 해부학적 절제가 미세전이를 제거하여 재발을 줄이는 이론적 장점이 있으나 임상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  

복강경 간절제술은 그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 개복 간절제술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9)

파열 간세포암종에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경동맥화학색전술로 일차 지혈을 시키고 정규 수술

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10) 종양이 주간정맥(main hepatic vein)이나 주간문맥(main portal vein)을 침범한 

경우 간절제술 후 5년 생존율 20% 이상의 보고(11)도 있어 수술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절제 후 간세포암종의 5년 재발률은 58-81% 정도이며 이들 중 80-95%가 간 내에서 재발된다.(12) 조직

병리학적 미세혈관 침윤(microvascular invasion)과 위성 결절(satellite nodule)이 위험인자이다.(13,14) 

간절제술 후 간 내에 재발한 경우 간기능이 좋고 간절제술 후 재발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된 국소 재발

인 경우에는 재간절제술이 추천된다.(15) 간 내 재발인 경우 구제간이식(salvage liver transplantation)이 고려

될 수 있다.(16) 간절제술 후 15-37%에서 간 외 재발이 발생하며 폐, 복강, 뼈 등에 흔하다.(17) 간기능이 유

지되고 간 내 암이 완치되었거나 조절 가능한 경우 전이부절제술(metastasectomy)을 고려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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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항

1) 문맥압항진증과 고빌리루빈혈증이 없는 Child-Pugh 등급 A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에 국한된 단일 종

양은 간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증거순위 II)

2) 미한 문맥압항진증 또는 경미한 고빌리루빈혈증을 동반한 Child-Pugh 등급 A 및 상위 B 등급의 간세

포암종은 간엽절제(hemihepatectomy) 미만의 제한적 간절제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증거순위 

II)

3) 절제 후 간 내 재발한 간세포암종에서 무병 생존기간이 길고 종양이 국소적이면 재간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증거순위 III)

간이식      

최근 초기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이식을 시행하였을 때 우수한 무병 생존율이 보고되면서 일부 간세포암

종 환자에서 간이식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란 그룹은 이식 전 영상검사에

서 간 외 전이와 혈관 침습이 없고, 단일 결절인 경우 5 cm 이하, 다발성인 경우 결절이 3개 이하이면서 각 

결절이 3 cm 이하인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이식 후 4년 생존율 75%, 무병 생존율 83%라는 우수한 성적을 

발표하여 간세포암종 환자에서의 간이식 기준을 제시하였다.(89) 그러나 간세포암종의 간이식 기준에 대해서

는 아직도 이견이 많으며 특히 생체간이식의 경우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그룹은 단일 종양인 경우 6.5 cm 이하, 다발성인 경우 3개 이하에서 최장 직경이 4.5 cm 미

만이면서 각 직경의 합이 8 cm 미만인 환자군에서 5년 생존율이 7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94) 다만 UCSF

척도는 적출된 간의 병리 보고를 토대로 하는 후향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식이 필요한 간세포암종 환자 대부분의 원인 질환은 만성 B형간염으로 서구 지역과 

다르며, 특히 간세포암종 환자에서는 생체간이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92,93) 외국 기준

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8,44,94) 

이식 대기중에 종양의 진행을 막아서 이탈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국소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97-101) 일차적으로 밀란 또는 UCSF척도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식 전 병기감소

(downstaging)를 시도할 수 있다. 경동맥화학색전술로 치료한 경우 간세포암종의 병기감소는 24-63%에서 가

능하다.(90,100,102-104) 

1. 구제간이식(Salvage liver transplantation)

간세포암종에 대해 일차적으로 간절제가 선행된 환자에서 종양의 재발이나 간기능 저하로 간이식을 시행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제간이식이라 한다. 구제간이식과 연관된 수술 합병증이나,(108,109) 간이식후 종양 재발

률은 일차 간이식과 비슷하다.(108,109) 

2. 생체간이식

뇌사자 장기 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생체간이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생체간이식 후 

5년 생존율은 밀란척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76-80%, 밀란척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45-60%로, 뇌사자간이식

과 비슷한 생존율을 보인다.(93,113-115) 따라서 생체간이식에서도 뇌사자간이식 자료에 근거한 간세포암종 환

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밀란척도를 넘는 경우에도 생체간이식은 수혜자와 특별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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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공여자가 간을 기증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 위험을 감수하고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113-115)

그러나 생체 간이식에서는 기증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공여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하여 공여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간구득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16-118)

3. 간이식 후 간세포암종의 재발 및 연관 인자

밀란척도에 적합한 경우 간이식 후 간세포암종의 재발은 5년에 10-20% 정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0% 이상으로 높다.(44,89,104,122,123) 

간세포암종의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는 혈관침윤 여부, 크기 및 개수, 종양의 분화도, 혈청 AFP 

및 PIVKA-II, 18F-FDG PET-CT의 간세포암종 양성 여부 등이 있다.(91,96,128-135,136)

4. 권고사항

1)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영상학적 혈관침범과 원격전이가 없는 5 cm 이하의 단일 종괴 또는 3 cm 이하

의 3개 이하의 다수 종양의 경우(밀란척도) 간이식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다.(증거순위 II)

2) 다른 효과적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주혈관 침범이 없고 간 외 전이가 없는 간세포암종에서는 

공여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생체간이식은 밀란척도 이상의 확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증거순위 

III)

3) 간세포암종 환자가 간이식 대기 기간 중 이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국소치료법과 경동맥화학색

전술을 고려할 수 있다.(증거순위 III)

4)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이용한 병기감소가 가능한 일부 환자에서의 간이식은 UCSF척도 내 간이식과 유사

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증거순위 II)

5) 간절제술 후 재발한 간세포암종이 밀란척도 내인 경우 대부분 구제간이식이 가능하며 일차 간이식과 

유사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증거순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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