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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 미엽에 생긴 간세포암의 치료 

 

간세포암은 비교적 흔한 치명적인 악성 종양으로, 특히 간 미엽에 

생긴 경우는 드물지만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와 임상경과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간 미엽에 생긴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와 생존율을 알아보고 둘째, 환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간세포암으로 입원한 환자 3376명 중에서 단일 병변으로 간 

미엽에 간세포암이 확인되었던 25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여 

치료 시점의 간 기능 정도, 종양 표지자, 간암 병기 및 치료의 종류에 

따른 성적을 치료 후 생존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체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은 29.0개월이었고, 1, 2, 3, 5년 생존

율은 각각 60%, 51.7%, 46.5%, 46.5% 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수술적 

치료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경우가 보존적 치료에 비해 유의

한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으나 간동맥화학색전술의 경우 불완전한 치

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혈관 침윤 여부

와 Child-Pugh 분류 만이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이상의 결과로 간 미엽에 생긴 간세포암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간

동맥화학색전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특히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간세포암, 간 미엽, 치료, 예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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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간세포암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흔한 치명적인 악성 종양 중 하

나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만

성 간염과 간경변증이 많아 간세포암의 발생률이 높다. 간세포암은 특

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증상발현 후 거의 대부분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으로1,2, 국내 통

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2.5명(남자 33.8명, 여자 11.2명)의 사망률로 폐암, 위암에 이어 신

생물에 의한 사망률 3위에 올라있다3. 이와 같이 간세포암의 예후가 

불량한 이유는 간세포암의 초기 임상 증상이 모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이미 종양이 너무 크거나 다발성 침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간세포암 환자의 대부분이 기저 간질환과 관련된 

간 기능 저하로 인하여 근치적 간절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4,5, 수

술적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6.  

간세포암의 치료에는 간이식술, 근치적 간절제술 이외에도 간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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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고주파 치료, 방사선 치료, 전신항

암약물요법 등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종류의 치료도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 결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특히 간 미엽에 생긴 간세포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해부학적 위치상 

간 문부와 하대정맥의 사이에 깊이 위치하고 있어7,8 간동맥 색전술이 

다른 부위의 간세포암에 비해 어렵고, 고주파 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요법, 홀뮴 치료 등의 국소 요법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으며, 수술

적 절제도 비교적 어려워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9,10. 최근에는 수술 술기의 발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상의 간 절제술에 비해서 수술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출혈이 따르게 되어 수술의 위험성은 높은 편이며, 따라서 비 

수술적인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 치료 방법에 따른 효

과와 임상경과11에 대한 많은 연구가 드물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보

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간 미엽에 생긴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와 생존율을 알아보고, 둘째 환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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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간세포암으로 입원한 환자 3376명 중에서 간 미엽에 간세포

암이 확인되었던 환자 58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여 간 미엽

에 단일 병변으로 위치한 25명에 대한 치료와 그에 따른 경과를 확인

하였다.  

간세포암의 진단은 대한간암연구회의 기준에 따라 첫째, 생검이나 

세포질검사상 진단되는 경우, 둘째, 간세포암종의 위험인자인 HBV 양

성, HCV양성, 간경변증 등이 있으면서 혈청 태아단백이 400ng/ml 이

상이면, 다중시기 나선식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또는 혈관조영술

에서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 셋째 간세포암종의 위험인

자인 HBV 양성, HCV양성, 간경변증 등이 있으면서 혈청 태아단백이 

400ng/ml 이하이면, 다중시기 나선식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또는 

혈관조영술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

우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에 포함된 환자들을 치료 시점의 연령, 성별, Child-Pugh 

등급에 따른 간 기능 정도, 혈청 알파태아단백이나 혈청 des 

-gammacarboxy prothrombin (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bsence-II, PIVKA-II)와 같은 종양 표지자, 대한간암연구회 기준에 

따른 간암 병기, 간염 바이러스 감염 등과 관련된 위험 인자 유무 등



 

 - 5 -

을 확인하고, 각 환자별 치료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치료 성적을 치료 

후 생존 기간을 통해 확인하였다.  

간세포암 환자의 관찰 기간은 처음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사망일 

혹은 최종 진료일로 하였고 중도에서 추적 관찰이 중단된 경우는 전

화 통화 및 국가 사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사 여부를 확인하였

다.  

 

3. 결과 분석 

 

연구 결과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모든 기술적 측정결과는 평균 또는 중앙값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전체 대상 환자들의 누적 생존율 및 생존 

곡선을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각각의 예후 인

자에 따른 각 범주별 생존율 비교를 위해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인자들만을 대상

으로 독립적 예후 인자를 찾기 위해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인 의의는 p 값

이 0.05 미만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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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전체 대상환자 25명의 연령은 43세에서 72세까지로, 평균 나이는 

57.2세였고, 남자 21명, 여자 4명으로 남녀의 비는 5.25:1 이었다.  

기저 간염의 원인으로는 HBsAg 양성인 환자가 22명(88%), 

anti-HCV 양성인 환자가 2명(8%), 둘 다 음성인 환자가 1명(4%) 

이었다.  

  

1. 치료방법 

전체 25명 환자 중 4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들 중 2명

은 TNM병기 3기, Child-Pugh 분류 C로 적극적인 치료가 힘든 상태

였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TNM병기 3기, Child-Pugh 분류 B와 

TNM병기 4기, Child-Pugh 분류 A인 환자들로 환자, 보호자 적극적 

치료를 원치 않았던 경우였다.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제외한 21명을 치료 방법 (Table 1.)

에 따라 살펴보면, 간이식을 포함한 간절제 등 수술적 치료가 5명 

(Table 2. and Table 3.), 간동맥화학색전술 10명 (Table 4. and 

Table 5.), 방사선투여와 전신항암약물치료 혹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병행한 경우가 3명 (Table 6. and Table 7.),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 2명 및 경피적 홀뮴 투여 1명 (Table 8. and Table 

9.) 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보존적 치료에 비해 유의한 예후인자는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p =0.003) 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p =0.004)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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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survival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y 

Factor 

No. of 

patients 

(%) 

Mean survival 

(months) 
p -value 

Treatment modality         

  Operation 5 (20.0) Immeasurable†

  TACE* 55.2±14.1 

Intra-arterial Cisplatin 16.5±12.5 

CCRT/RT*+TACE* 7.3±3.9 

Percutanious Holmium Immeasurable†

Conservative care 

10 (40.0) 

2 (8.0) 

3 (12.0) 

1 (4.0) 

4 (16.0) 5.5±2.7 

0.001‡  

† p-value is immeasurable because all cases are censored.  

‡ p-value is significantly low(<0.05) in the combination of Operation and 

others except Operation vs.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p 

=0.114). 

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CCRT/RT*: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radiation therapy 

 

Table 2. Clinical data on five surgical treated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Case Age/Sex Cause 
Child-Pugh 

class 

AFP* 

(ng/mL)

PIVKA-II 

(mAU/mL) 

1 60/M B-viral A 10.34 not done 

2 48/F B-viral A 20.97 > 2000 

3 51/F B-viral A 101.4 33 

4 59/F B-viral B 23.35 65 

5 53/M B-viral A 862.7 32 

AFP*: alphafet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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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imaging, pathologic diagnosis and prognosis 

on five surgical treated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Case Size(cm) 
TNM 

stage 

Necrosis 

(%) 

Edmondson 

Grade 

Prognosis 

(months) 

1 2.0 II 100 -†  Alive (22) 

2 6.0 II 80 III Alive (27) 

3 1.8 I 40 II Alive (44) 

4 4.5 II -†  -†  Alive (32) 

5 2.5 II - III Alive (66) 

-† :Immeasurable 

 

수술적 치료에서 case 1 과 4는 각각 본원과 중국에서 간이식을, 

case 2,3,5의 경우는 lobectomy나 segmentectomy를 시행받았던 

환자들로 현재 모두 생존 추적관찰 중이다. 특히 case 1,2,3의 경우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들이었으나, 수술 후 

병리소견상 case 2, 3은 각각 80%, 40%의 종양의 괴사율을 보여 간

동맥화학색전술 치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며, case 1의 경우, 

간 미엽의 종양괴사율은 100%로 관찰되었으나, 수술 전 영상학적 

진단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좌엽에 0.8 cm 및 우엽에 0.3 cm 크기의 

간세포암이 추가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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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data on te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Case Age/Sex Cause 
Child-Pugh 

class 

AFP* 

(ng/mL)

PIVKA-II 

(mAU/mL) 

1 48/M B-viral A 197.14 20 

2 52/M B-viral A 640.47 < 10 

3 60/M B-viral A 5.06 26 

4 60/M B-viral A 3304 73 

5 68/M B-viral A 1.85 1047 

6 59/M B-viral C 47.15 ND†  

7 54/M B-viral A 17311 977 

8 65/F C-viral B 2.8 ND†  

9 60/M B-viral A 35859 ND†  

10 43/M B-viral B 525.3 ND†  

ND† : not done. 

AFP*: alphafetoprotein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10명의 환자 중 5명은 사망, 5명은 

생존한 상태로 확인 되었으며, 치료를 받은 횟수는 1회부터 7회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모든 환자들은 Child-Pugh 분류 A 혹은 

B에 해당하는 환자들이었으나 Case 6의 경우, 내원 당시 간 미엽의 

간세포암 파열 상태로 지혈술을 포함한 치료를 위하여 Child-Pugh 

분류 C 였으나 응급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다. 

이들 중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4cm 이상의 크기를 가지거나 혈관 

침습이 확인되어 TNM병기 II 이상의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회 치료를 받은 case 8을 제외하면 치료의 횟수가 모두 1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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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ipiodol 함유 정도를 시술 후 추적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확인하였을 때, 추적이 가능했던 9명 중 3명만이 종양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었고, 5명은 부분적으로 종양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1명은 

lipiodol이 관찰되지 않았다. 완전히 부착된 3명은 모두 4cm 이하의 

크기였으나 case 2, 3의 경우는 비교적 작은 크기였으나 lipiodol이 

완전히 종양에 부착되지 않았다. 

    

Table 5. Summary of imaging diagnosis and prognosis on te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Case 
Size

(cm)
V.I.†  

TNM 

stage

Lipiodol 

uptake

1st Tx. 

Res. 

Dur.‡  

(months)

Tx. 

No.

Px. 

(months) 

1 1.5 - I u§ 11 2 Alive (15) 

2 2.7 - II p§ 11 4 Alive (31) 

3 0.8 - I n§ 7 4 Alive (31) 

4 2.0 - II p§ 3 7 Alive (45) 

5 3.3 - II c§ 19 1 Alive (37) 

6 4.0 - II c§ 10 1 Dead (12) 

7 23.0 + III p§ 0 1 Dead (18) 

8 4.0 - II c§ 18 2 Dead (88) 

9 17.0 + III p§ 0 1 Dead (5) 

10 15.0 + III p§ 0 1 Dead (1) 

V.I.† : Vascular invasion, + : positive,  - : negative 

1st Tx. Res. Dur. ‡ : Duration of the first treatment response 

p§ : partial uptake, c§ : complete uptake, n§ : not uptake, u§ : un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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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여와 전신항암약물치료 혹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병행한 

경우는 총 3명이었다. 이 중 case 1은 하대정맥과 간정맥에 침습을 

동반한 7 cm 크기의 간세포암으로 방사선투여와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를 병행하여 치료하였으나 간암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고, case 2는 좌측 간문맥과 담관의 침습 및 간문맥주위로 

전이성 림프절을 동반한 4.2 cm 크기의 간세포암으로 한 차례 

전신항암약물치료 및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질환의 진행으로 폐쇄성 황달을 치료하던 중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Case 3은 동반된 혈관 침습소견은 

없었으나 7 cm 크기의 간세포암으로, 방사선치료와 함께 4차례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병행하였으나 이후 폐전이가 확인되어 2차례 

전신항암약물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호전 없어 사망하였다. 

 

Table 6.  Clinical data on three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chemoradiation 

Case Age/Sex Cause 
Child-Pugh 

class 

AFP* 

(ng/mL)

PIVKA-II 

(mAU/mL) 

1 69/M non-B,non-C A 531 1823 

2 48/M B-viral A 4033 120 

3 61/M B-viral A 2147 >2000 

AFP*: alphafet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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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imaging diagnosis and prognosis on three 

patients with hepatocellu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chemoradiation 

Case 
Size 

(cm) 

Vascular 

invasion

TNM 

stage

1st Tx. Res. 

Duration 

(months) 

Tx. 

No.

Px. 

(months) 

1 7.0 (+) III 0 1 Dead(2) 

2 4.2 (+) IV 0 2 Dead(5) 

3 7.0 (-) II 5 5 Dead(15) 

1st Tx. Res. Duration† : Duration of the first treatment response 

 

그 밖에 경피적 홀뮴 투여 1명과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 

2명이 확인 되었으며, 경피적 홀뮴 투여환자의 경우 2 cm 크기의 

단일 병변에 대해 복부 초음파를 통해 20mCi Ho.166 함유 키토산 1 

mL를 2회, 총 40mCi를 투여하였으나 2개월 후 추적 전산화단층촬영 

에서 잔존암이 확인되어 이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4회 더 반복하여 

받았던 환자로 추적 전산화단층촬영상 lipiodol uptake는 없었으나 

잔존 간세포암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보여 수술적 절제를 

권유하였으나 환자, 보호자 수술 거절하여 퇴원하였고, 진단 35개월째 

생존 상태이다.  

또한 간문맥의 침습을 동반한 간세포암 환자 2명에서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를 시행하였다. Case 2의 경우 간동맥과 문맥간 단락이 

있어 3회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를 시행한 뒤 잔존 간세포암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간동맥화학색전술을 2회 시행하고 10개월간 

재발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국소재발 소견을 보여 1회 더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폐 전이가 확인되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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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Case 3의 경우 미엽과 간우엽, 좌엽일부를 

아우르는 침윤형의 간세포암으로 1회의 간동맥을 통한 cisplatin 

투여를 시행하였으나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Table 8.  Clinical data on three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other 

modalities 

Case Age/Sex Cause 
Child-Pugh 

class 

AFP* 

(ng/mL)

PIVKA-II 

(mAU/mL) 

1†  54/M B-viral A 9.3 85 

2‡  61/M B-viral A 36.36 > 2000 

3‡  47/M B-viral B 7.56 < 10 

† : percutaneous Holmium injection, ‡ : intra-arterial cisplatin infusion 

AFP*: alphafetoprotein 

 

Table 9. Summary of imaging diagnosis and prognosis on three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who 

were treated by other modalities 

Case 
Size 

(cm) 

Vascular 

invasion

TNM 

stage

1st Tx. Res. 

Duration§ 

(months) 

Tx. 

No.

Px. 

(months) 

1†  2.0 (-) II 0 5 Alive(35) 

2‡  4.0 (+) III 0 3 Dead(29) 

3‡  12.0 (+) III 0 1 Dead(4) 

† : percutaneous Holmium injection, ‡ : intra-arterial cisplatin infusion 

1st Tx. Res. Duration§: Duration of the first treatm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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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mulative survival curve of 25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y 

 

2.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 

초 치료 후 추적 검사로 시행한 CT나 MRI에서 나타난 잔존 혹은 

재발 소견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를 치료 반응으로 하여, 반응이 있었

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과의 비교 및 반응 기간과 생존 기간과의 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반응군 13명에서의 평균 생존기간은 76.5개월로 

비반응군 8명의 평균 생존기간 12.4개월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생

존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p < 0.001)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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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n survival according to first treatment response 

Factor 
No. of 

patients
(%) 

Mean survival 

(months) 
p -value 

Treatment response     

  Responder group 13 61.9 76.5±9.1 

  Non-responder group 8 38.1 12.4±4.4 
< 0.001 

 

3. 전체 누적 생존율 

 대상 환자 25명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환자는 14명이었고, 

이들은 간세포암 혹은 간경변증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었으며, 생존 환자는 11명 이었다. 전체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45.9개월, 중앙 생존기간은 29.0개월이었고,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산출한 1년, 2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60%, 51.7%, 

46.5%, 46.5%이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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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survival curve of 25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4. 예후 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 

 Log-rank test를 이용한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후 

인자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간세포암의 상태, 종양표지자, 간기

능의 보유 정도 등이 모두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간세포암의 상태 

종양의 형태는 결절형이 16명(64%), 괴상형이 4명(16%), 침습형

이 5명(20%) 이었다. TNM 병기는 stage I, II, III, IV가 각각 3명

(12%), 11명(44%), 9명(36%), 2명(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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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ean survival according to tumor characteristic status 

Factor 
No. of 

patients 
(%) 

Mean survival 

(months) 
p -value 

Tumor type     

Nodular 16 64.0 68.1±9.7 

Massive 4 16.0 6.5±2.2 

  Diffuse 5 20.0 10.6±5.6 

< 0.001†  

TNM stage     

  I 3 12.0 immeasurable‡  

  II 11 44.0 74.5±10.6 

  III 9 36.0 7.8±3.2 

  IV 2 8.0 8.0±3.0 

< 0.001§ 

Tumor size     

< 3 cm 8 32.0 58.0±7.5 

≥  3 cm 17 68.0 31.7±9.2 
0.019 

Vascular invasion     

  Absent 15 60.0 72.9±9.0 

  Present 10 40.0 7.5±2.9 
< 0.001 

† p-value is not significantly low in the combination of tumor type 

Massive vs. Diffuse (p =0.595). 

‡ p-value is immeasurable because all cases are censored.  

§p-value is not significantly low in the combination of I vs. II (p =0.443) 

and III vs. IV (p =0.773) 

 

종양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가 3명(12%), 주문맥 혹은 좌우 문

맥 첫 분지 혹은 하대정맥 침습이 관찰된 경우가 10명(40%)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종양의 형태 및 TNM병기, 3 cm 기준에서의 종양의 

크기, 혈관 침윤 여부가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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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양표지자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400 ng/mL 이상인 경우는 12명(48%)

이었고, 혈청 des-gammacarboxy prothrombin(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bsence-II, PIVKA-II)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을 제

외한 19명 중 12명(63.2%)에서 40 mAU/mL 이상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혈청 des-gammacarboxy prothrombin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는 유의한 예후인

자로 확인되었다.  

 

다. 간기능 보유 정도 

Child-Pugh 분류는 A, B, C가 각각 17명(68%), 5명(20%), 3명

(12%) 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Child-Pugh class는 유의한 예후인

자로 확인되었다  

 

5. 예후 인자에 대한 다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예후 인자들을 대상으로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TNM 병기는 종양의 크기, 혈관 침윤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일

단 제외하고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시 이를 포함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이 분석에서 혈관 침윤 여부와 Child-Pugh 분류가 통

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독립적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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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ultivariate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95% CI 

For Exp (β ) Factors β  SE 
Exp 

(β ) 
Lower Upper 

p 

Vascular 

invasion 
3.851 1.180 47.037 4.653 475.446 0.001 

CP class      0.039 

A   1.000    

B 1.587 1.021 4.889 0.661 36.141 0.120 

C 3.976 1.615 53.304 2.249 1263.25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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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원발성 간암은 우리나라의 경우3 한 해에 약 1만여 명의 환자가 새

로 발생하며, 위암, 폐암에 이어 암 등록순위 3위인 암이다. 간암은 

우리나라 40, 50대 남자의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연간 인구 10만명 

당 22.5명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 원발성 간암 

중 간세포암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암의 5

년 관찰 생존율 중 간암은 9.6%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는

데, 다른 암종에 비해 간암의 예후가 이렇게 나쁜 원인은 첫째 간암의 

종양 생물학적 특성, 둘째 대부분의 간암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 셋째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간암을 발

견하는 경우가 많아 근치적 치료가 어렵다는 점들이다. 

특히 간 미엽에 발생한 간세포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해부학적 위치

상 간 문부와 하대정맥의 사이에 깊이 위치하고 있어7,8 간동맥 색전

술이 다른 부위의 간세포암에 비해 어렵고, 고주파 치료나 경피적 에

탄올 주입요법, 홀뮴 치료 등의 국소 요법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으며, 

수술적 절제도 비교적 어려워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최근 간 미엽의 전 절제를 동반한 치료와 

함께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2-17.   

하지만 최근 간 미엽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의 수술적 절제시 간의 다

른 부위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의 수술적 절제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술시 더 많은 출혈, 긴 수술 시간, 많은 술 후 합병증을 동

반할 뿐 아니라 수술 후 간 내 재발이 흔하고 5년 생존율에 있어서도 

유의한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18, 술 후 3년 및 5

년 재발률과 생존율에 있어 간 미엽이 다른 간 부위의 절제 시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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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19.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Terayama 등20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간 미엽에 발생한 간세포암의 경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더라도 

국소 재발율이 3개월, 6개월에 각각 33%, 75%에 달하여 반복적 시술

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eror 등21에 따르면 간 미엽에 발생한 고주파치료의 경우에

도 평균 9.5개월 추적시 10명 중 7명에서 재발을 하여, 4명에서 재치

료를 시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복강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성

공적으로 치료한 고주파치료 3예22에서 평균 30.3개월 추적기간 동안 

재발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 미엽의 간세포암에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Shibata 등23의 보고에 의하면 7명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했

던 환자 중 12~55개월의 추적관찰 중 국소 재발은 1명이었으나 4명

에서 간의 타 부위에서 재발이 관찰되었고, 에탄올 주입술이나 간동맥

화학색전술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였다고 하였다.  

Shibata 등24에 따르면 25명의 간 미엽에 발생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에탄올 주입술이나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후 평균 21.3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1, 2, 3, 5년의 생존율은 각

각 70.6%, 60.2%, 48.1%, 16%로 보고하고 있고 국소 재발이 7명에

서 관찰되었으나 간의 타 부위에서의 재발이 15명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간 미엽에 발생하는 간세포암의 경우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일시점에서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의 효과와 생존기

간을 확인한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하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 환자 중 간 미엽에 병변이 위치한 5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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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여 이 중 단일 병변으로 간 미엽에 존

재하는 25명에 대해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경과 및 생존 기간을 확인하

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종양의 모양이 결절형이고 크기가 3 cm 미만

인 경우, 혈관 침윤이 없는 경우, TNM병기가 낮은 경우, 혈청 알파태

아단백 수치가 400 ng/mL 미만, Child-Pugh 분류가 낮은 경우가 예

후가 좋은 인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보존적 치

료에 비해 유의한 예후 인자는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와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특히 수술적 치료의 경우 다른 치료를 한 

경우에 비해서도 유의한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으나 간동맥화학색전술

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114).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뒤 수술한 경우에

서 간동맥화학색전술로 인한 종양의 괴사 정도가 불충분한 소견을 보

였다는 점, 간동맥화학색전술 후 시행한 추적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많은 경우에서 종괴에 lipiodol의 부착정도가 불완전한 소견을 보였고, 

특히 비교적 작은 크기의 종괴들에서도 불충분한 치료를 보였다는 점

을 볼 때 간동맥화학색전술로 간 미엽의 간세포암을 정확히 치료하기

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Miyayama 등25,26 은 간 

동맥의 미엽으로의 공급 경로가 다양하고, 여러 분지에서 도달할 수 

있어, 치료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양의 모양은 기존의 보고들에서도 유의한 예후 인자로 단변량 분

석 뿐만 아니라, 다변량 분석에서도 유의한 예후 인자였다. 혈청 알파

태아단백 수치와 des-gammacarboxy prothrombin 수치는 기존의 문

헌 보고에서27,28,29,30 간세포암의 예후인자로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400 ng/mL 미만인 경우만을 유

의한 예후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혈관 침윤 유무와 

Child-Pugh 분류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독립적 예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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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확인되었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시술 횟

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1회인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고31,32, 간동맥 

화학색전술이 완전하게 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좋

았으며33, 추적 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종양 내에 lipiodol이 많이 침

착 될수록 양호한 예후를 보였다3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치

료 횟수와 생존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체 환자군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경우에서는 

2회 이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유의한 생존율의 증가가 확인되었

다. 

또한 초 치료 후 추적 검사로 시행한 CT나 MRI에서 나타난 잔존 

혹은 재발 소견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를 치료 반응으로 하여, 반응이 

있었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과의 비교 및 반응 기간과 생존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반응군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좋다는 결과를 얻

었다 (p < 0.001).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예에서 이

전 치료에 따른 종양 괴사율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치료되지 않았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간 미엽의 병변에 있어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치료 성과가 완전치 않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술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많았던 예에서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술

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적인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통하여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4 cm 이상의 큰 종괴 혹은 혈관 침윤이 있는 경우 등은 간

동맥화학색전술에 의한 치료 성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환자들

에서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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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주파 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 요법, 홀뮴 투여 등의 국소 요법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명의 경피적 홀뮴 투여 증례가 있었으나 치

료 후 잔존암이 관찰되었던 바 있다. 이렇듯 국소 요법의 증례가 적었

던 이유는 역시 해부학적 위치상 경피적 접근이 어렵고, 국소 요법으

로 치료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초기 병변의 증례가 적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방사선투여와 전신항암약물치료 혹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병행한 3명의 증례들은 모두 종괴가 크거나 혈관 침습을 동반하고 있

는 진행성 병변을 갖고 있어 치료에 따른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간 미엽에 발생한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간동맥화학

색전술임을 알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와 간동맥화학색전술 간에 생존

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0.114),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수가 5명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단 당시 환자의 간 기능 상태나 

간암의 병기를 토대로 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향후 간세포암의 위험군에 

대한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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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한 환자들 3376명 중에

서 간 미엽에 단일 병변으로 간세포암이 확인되었던 환자 25명에 대

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 및 생존율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을 확인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종양의 모양, 크기, 혈관 침윤 여부, TNM병기, 혈

청 알파태아단백 수치, Child-Pugh 분류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확인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

행한 경우에서 생존율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초 치료에 대한 반응 유

무가 유의한 예후 인자였으나 치료 횟수와의 관련은 간동맥화학색전

술의 경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의 경우 시술 후 

종괴에 lipiodol의 완전한 부착이 적었고, 수술 후 조직 생검상 종괴의 

괴사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혈관 침윤 여부와 

Child-Pugh 분류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독립적 예후 인

자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 미엽에 발생한 간세포암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와 

반복적인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이용한 적극적 치료를 통하여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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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udate lobe 

 

Jin Hyoung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e Yoon Chon) 

 

Hepatocellular carcinoma(HCC) is one of the most common fatal 

malignant lesions. HCC in the caudate lobe is rare and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HCC in the caudate lobe has been 

reported to be poor. But the effect of treatment in HCC in the 

caudate lobe remains to be determin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rvival according to the various treatment modalities in HCC 

in the caudate lobe and related prognostic factors.  

A total of 25 patients with HCC in the caudate lobe were studied 

retrospectively among 3376 patients with HCC who were treated 

at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between January 2001 

and December 2005. 

Median survival time and cumulative survival at 1,2,3 and 5 

years were 29.0 months, 60%, 51.7%, 46.5% and 46.5%. Superior 

prognosis was noted in patients treated by surgical management 

or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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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treated by conservative care. But the patients treated by 

TACE showed incomplete treatment responses. Th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by multivariate analysis include vascular 

invasion and Child-Pugh class.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treatment via surgical 

management or TACE is thought to improve the survival of the 

patients with HCC in the caudate lobe. Specially surgical 

management should be the first to consider.  

Key Words : hepatocellular carcinoma, caudate lobe, treatment, 

progno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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