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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s in Liver Transplantation for HCC

이  광  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간세포암종은 2000년 이후의 통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자에서는 5번째로 흔하고, 여자에서는 8번째로 흔

한 암으로 전체 암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B형간염의 유병률이 서구에 비해 높은 한국의 경우, 2007년 한

국 중앙암증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원발성 간암은 위, 갑상선, 대장, 폐암에 이어 5위의 발생빈도를 보이

고 5.9%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1

간이식은 간세포암종을 포함한 병든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이탈리아 밀란 그룹은 이식 전 영상검사에서 간 외 전이와 혈관 침습이 없고, 단일 결

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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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준을 제시하였고, 밀란 척도의 도입 이후 간세포암의 치료에서 간이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간세포암종 환자의 간이식 비율이 점차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간이식의 50% 이상이 간세포암종 환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이식에서 최근의 경향 및 발전된 부분을 소개하고

자 한다. 

간이식 적응증의 확대     

과거 간이식은 밀란척도 이내의 초기의 간세포암이면서, 간기능이 나쁜 경우에만 고려되는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밀란척도를 넘어서는 경우로 간이식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간기능이 좋은 환자에서도 간이식

이 다른 치료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1. 밀란 척도의 확대와 생물학적 예후 예측인자의 등장

종양의 크기와 개수는 종양의 생태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여겨져 왔으며, 대표적인 척도가 밀란

척도이다. 서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밀란 척도를 사체 간이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간세포암종에 

대한 간이식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밀란 척도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확장된 기준

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기준들은 밀란 척도를 약간 넘어선 것들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운 기준들도 제시되

고 있다. 밀란 척도를 확대 시킨 대표적인 척도가 Yao 등이 발표한 UCSF 척도로, 단일 결절인 경우 6.5 cm 

이하, 다발성인 경우 3개 결절 이하에서 최장 직경이 4.5 cm을 넘지 않는 경우 5년 생존율이 75%로 밀란 척

도와 유사한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2 이러한 UCSF 척도는 수술 전 영상의학적 기준을 이용한 밀

란 척도와 달리 수술 후 병리 보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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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밀란 그룹을 포함한 ‘metroticket investigator study group’은 자신들의 밀란 척도를 확대하여, ‘Up- 

to-seven’ 척도를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밀란 기준에 병리 소견을 첨가하여 절제된 간세포암종의 병리 소견 상 

밀란 척도는 넘지만, 미세혈관 침범이 없고, 가장 큰 종양의 크기와 종양의 개수의 합이 7보다 작으면 71.2%

의 5년 생존율을 보고하였다.3

생체 간이식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에서는 서구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간이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생체 간이식의 경우 아시아의 대부분의 센터들은 간외 전이가 있거나, 주요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만을 

간이식의 금기로 삼고, 밀란 척도를 넘어서더라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비교적 넓은 기준으로 생체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밀란 척도와 유사한 생존율을 보이는 좀 더 확대된 기준들

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동경대에서는 5개 이하의 결절이면서, 최대 직경이 5 cm 이하의 ‘Tokyo 5-5 rule’을 

제안하였고4, 국내의 아산병원에서는 6개 이하의 결절이면서, 최대 직경이 5 cm 이하의 확대된 기준을 제시하

였다.5 서울대학교에서는 단일 결절의 경우 6 cm까지, 2∼3개의 결절의 경우 5 cm까지, 4∼5개의 종양의 경

우 3 cm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6 종양의 크기와 개수로 된 기준 중에서 가장 확대된 기준은 중국의 

항저우 대학에서 제시한 ‘항저우 기준’으로 전체 종양의 크기 합이 8 cm 이하이거나 8 cm 이상인 경우라도 

분화도가 낮고(1등급 혹은 2등급), 수술 전 AFP수치가 400 ng/mL 이하인 경우는 밀란 척도와 유사한 생존율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7 아시아의 다른 센터에서도 밀란 척도 보다 특히 개수에 좀 더 자유로운 기준들을 

제시하였으나, 항저우 척도처럼,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접목시켰다.

먼저 많이 연구된 수술 전 생물학적 인자는 AFP, PIVKA-II, DCP와 같은 종양단백질 수치이다. 국내의 삼

성서울병원에서는 개수에 상관없이 최대 직경 5 cm 이하이면서 AFP 수치가 400 ng/ml 이하를 기준으로 제

시하였고,8 교토대학에서는 10개 이내의 결절이면서, 최대 직경이 5 cm 이하이고, PIVKA-II가 400 mAU/ml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9 일본 큐슈대학에서는 결절 개수에 상관없이 최대 직경이 5 cm 이내면서 des- 

gamma-carboxy prothrombin (DCP)가 300 ng/ml 이하인 경우는 좋은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0 서울대

학교에서도 AFP 400 ng/ml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11

최근에 종양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수술 전 18-FDG PE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

교에서 PET양성인 종양의 경우 음성인 종양에 비해 이식 후 예후가 좋지 않았고, PET양성은 AFP 수치와 혈

관 침범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2 또한 AFP수치와 함께 적용하였을 때, 확대된 크기와 개수의 

기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도 보고하였다.13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다른 그룹에 의해서도 확인되었

다.14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알려진 단순한 종양의 양성 여부보다 종양과 비종양 

부위의 SUVmax의 비율(TSUVmax/LSUVmax)이 좀 더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다변량 분석

에서 크기, AFP 등 다른 예후 인자들보다 강력한 예후 인자라고 보고하였다.15

Cillo 등16은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양의 분화도가 이식 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종양의 

생태학적인 특성이 단순한 크기와 개수의 기준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Marshall 등17은 

종양 증식 활동 정도(proliferation status)가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재발 연관 인자임을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 DNA microarray기법의 발달로 간세포암종에서 치료의 반응도, 치료 후 예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생태 지표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도 간이식을 통

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종양의 분화도나 증식 활동 정도를 알기 위해 조직 생검을 이식 전에 시행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

지고, 환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 시행하기 어렵고, 암세포의 파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제3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수강좌

26

2. 간절제가 가능한 간기능 정상의 환자에서의 간이식 확대

간절제술 및 간이식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 간세포암을 좀 더 근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침이다. 

간암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간이식의 적응증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어느 하나가 더 좋은 치료방법인

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초기의 간세포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기능이 떨어져서 간절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실히 간이식이 더 좋은 치료법일 것이다. 그러나, 간절제와 간이식 모두 가능한 비교적 양호한 간기

능을 가지고 있는 초기 간세포암의 경우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간절제와 간이식을 비교하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나, 두 치료법을 무작위 배정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이유로 현재까지 두 치료법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들에서는 간이식 환자군의 경우 간절제군에 비해 간기능이 좀 더 나쁘면서 초기암을 가진 환자가 많이 포함

되어 있는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19

간절제술은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조기암(밀란척도이내)에서 시행됐을 경우 48%에

서 55%의 5년 생존율을 보인다. 그러나 잔여간 기능의 보존과 충분한 절제연의 확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

며, 잔존간에서의 간세포암 재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간절제는 비교적 낮은 수술 사망률(0∼4%)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간절제 후 De novo 암재발은 높은 편으로 5년동안 50∼80%의 환자에서 일어난다.20,21 간절

제 후 사망의 원인은 간기능의 악화, 잔존간에 새로운 암의 발생, 불완전한 절제로 인한 재발 등이다. 

간이식은 간세포암 발생의 소인을 가진 기존의 간을 모두 제거하고, 수술 후 정상적인 간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Milan criteria 내의 간세포암 환자들은 92%의 4년 생존율

을 보이고 있으며, 4∼10%의 낮은 재발율을 보인다.22 최근 보고에서 간이식 후 5년 무병 생존율이 84%에서 

64%이다.19 조기암에서 간이식 후 사망의 주 원인은 간이식의 합병증이며, 드물게 간세포암의 재발 때문이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간이식의 수술 사망률은 절제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6%에서 17%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간이식 술기의 발달로 여러 센터에서 수술 사망률이 5%이내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Child-Pugh A 환자에서는 매우 낮은 수술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간절제와 간이식이 모두 가능한 초기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

이식은 간절제술과 비슷하거나 나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발율은 유의하게 낮다.19,23 따라서 무제한적으

로 공여간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간이식이 간절제에 비해 나은 치료방침이 된다. 그러나 간이식에는 간공여

자 부족의 문제, 생체간이식 공여자의 합병증, 수혜자의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 높은 비용, 면역억제제의 부작

용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이식과 간절제를 서로 대치되는 치료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치료방법으로 여기자는 

주장이 경우에 따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24 간이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식 전 시행하는 간절

제술은 3가지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첫째, 간절제술 후 재발했거나, 간기능부전이 왔을 때 ‘salvage’ 목적

으로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둘째, 간절제를 통해 종양에 대한 병리학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간이식으

로 도움이 될 만한 환자를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셋째, 간이식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bridge’ 역할로 간절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기능이 보존되어있는 초기 간세포암에서도 간이식이 간절제에 비해 나은 결과를 가져오며,25 

이러한 환자에게 치료의 한 option으로 간이식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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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간이식 환자의 적절한 면역억제요법     

간세포암종의 이식 후 예후가 간세포암종이 없는 경우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간세포암종의 재발 때문

이다. 특히 기존의 척도를 넘어선 진행성 간암의 간이식에서 간세포암종의 재발은 낮은 생존율의 가장 큰 원

인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척도 내의 초기 간세포암종 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선택 시는 감염이나 바이러스의 

재발 등의 면역 억제제의 다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과 달리, 진행성 간암의 간이식에

서 면역억제제를 결정하는 데는 간세포암종의 재발을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면역억제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암의 재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하나는 면역

억제제에의해 유도된 면역억제상태가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감시기능을 저하시켜 암의 재발을 촉진하

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암세포에 대한 면역억제제의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면역억제상태와 암의 발생과의 

관계는 원발성 면역부전 환자나 HIV감염 환자에서 얻은 정보들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면역억제상태는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이식후 임파구 증식성 질환(PTLD), 카포시 육종, 인후부 점막 종양 등을 일으키나 유

방암, 대장암, 간암 같은 고형암을 쉽게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암이 일반적인 면역억제 

요법 하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 역시 면역억제 상태 자체 보다는 면역억제제 자체의 부작용에 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간암의 재발과정에 면역억제 상태 자체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26 좀 더 중요한 것

은 각각의 면역억제제의 간세포암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쓰이는 면역억제제는 스테로이드, 칼시뉴린 억제제, MMF, IL-2 수용체 항체이고, 최

근 mTOR 억제제가 항암효과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로이드는 임파암에 대해 항암효과가 있으나, 피부암과 카포시 육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암 

유발에 대한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중간적이다. 더군다나 이식에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는 다른 면역억제제의 

보조 역할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암 재발에 대한 역할을 알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스테로이

드를 3개월 이내에 끊은 군이 1년 이상 사용한 군에 비해 간세포암 재발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어,27 간세포암 

재발에 스테로이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칼시뉴린 억제제는 여러 실험 보고에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밝혀져 있다. 칼시뉴린 억제제는 TGF-beta, VEGF, IL-6 등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28 또한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도 높은 농도의 칼시뉴린 억제제에 노출된 환자가 낮은 농도의 칼시뉴린 억제제에 노출된 환

자군에 비해 간세포암의 재발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29,30 따라서 다른 면역억제제에 비해 칼시뉴린 억제제

는 암 촉진 효과가 있어 보인다. 

IL-2 수용체 항체들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종양의 발생이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

MMF는 처음 개발 당시 실험실 연구에서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UNOS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MMF를 면역억제제 요법에 추가한 이후에 일정한 환자군에서

는 작지만 유의하게 암의 발생을 줄였다.31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MMF자체에 의한 효과인지, 최근의 면역억

제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경향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Rapamune 혹은 Rapamycin (Sirolimus), Everolimus (RAD001), Temsirolimus (CCI-779), deforolimus (AP23573) 

등은 모두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를 억제하는 물질들이다. 그 중 Rapamune과 Everolimus가 최

근 간세포암종 환자의 간이식에서 면역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mTOR 억제제는 FK 결합 단백질(FKBP-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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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mTOR에 결합하여 p70SK를 억제조절하고, 이어서 세포 증식을 위해 필요한 특이 mRNA의 tran-

slation을 억제하여 세포 주기가 G1기에서 멈추게 한다. 이러한 세포주기 억제 효과는 임파구에서 주로 작용

하여 IL-2에 의해 촉발되는 임파구 증식을 막아 면역억제효과를 가져온다. 최근에 mTOR 억제제들이 여러 종

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PTEN결핍과 연관되어있는 종양에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간세포암 역시 PTEN이 절반 정도에서 결핍되어있다는 보고가 있어,33 간세포암 

간이식 후 mTOR 억제제의 간세포암 재발 억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mTOR 억제제는 종양에서 VEGF

의 발현을 줄여,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28 그러나 간세포암의 간이식에서 mTOR 억제제의 효과는 

아직 후향적 연구에서만 보고되고 있고,34-37 다른 면역억제제에 비해 거부반응, 고지방혈증, 빈혈 등의 부작용

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FDA)에서는 간이식에서 sirolimus

의 안정성 및 효과는 입증되어있지 않으며, sirolimus를 타크로리무스와 병행 사용 시 사망률과 이식편 소실이 

많아짐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sirolimus는 항암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간

세포암종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전향적 연구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진행성 간세포암종으로 이식을 한 경우 재발을 줄이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면역억제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칼시뉴린 억제제 유지 목표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Sirolimus는 재발이 확인 된 경우나,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

겠다. 

간이식 후의 보조(Adjuvant) 항암치료     

이식 후 간세포암종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치료의 적응증과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Take-

tomi 등은 DCP＞300 mAU/ml, 종양 최대 직경 ＞5 cm 혹은 밀란 척도를 넘는 경우에 항암치료(5- 

fuluorouracil＋cisplatinum±gemcitabine)를 이식 후 한달 간 시행하였는데 재발 후 생존 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하였다.38 그러나 Olthoff 등은 이식 직후 환자가 안정화되는 데로 항암요법(fluorouracil＋
doxorubicin)을 시행하였을 때, 과거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생존율 증가를 보고하였다.39 Hsieh 등은 

밀란 척도를 넘어서는 환자에서 항암요법(gemcitabine＋cisplatin)을 사용하여 생존율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고

하였다.40 비록 기존의 보고들이 대조군 연구들은 아니고, 보고들 역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지만, 고위

험군에서 보조 항암치료는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면역억제제와의 병용으로 인한 심한 골

수억제 부작용 및 C형 간염의 재발을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간세포암종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수술이나 국소 

치료 후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표적 치료제들은 간이식 후 재발을 

줄이는데, 혹은 재발한 암에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요약 및 결론     

간세포암은 간이식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적응증이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양의 크기와 개수로 제한되던 간이식의 한계가 새로운 생물학적 요소들의 중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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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맞이하고 있다. mTOR inhibitor가 진행성 간세포암의 간이식 후 재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

하며, 표적 치료제의 유용성 역시 연구 단계에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향후 간세포암의 치료 방법으로써 간이식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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