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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원발성 간세포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목적: 간세포암의 수술적 절제는 근치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방

법으로 간기능이 양호한 환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간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5~40% 로 보고되고 있다. 

간세포암의 임상적 경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수술 후 조기 재발

을 경험하는 환자에서는 불량한 예후로 낮은 생존율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간세포암으로 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후 1년 이내

의 조기 재발을 보인 환자군과 재발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군의 생

존율 및 임상 병리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조기 재발의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간세포암 진단 후 간절제술을 시행한 297명

의 환자 중 1년 이내의 재발을 보인 환자 82명 재발이 관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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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군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 병리학적 인자들을 후향

적으로 검토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생존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들에 관한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예후인

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2세(26-76세)였다. 1년 이내 조기재

발을 보인 환자는 82명(29.3%) 였고 119명(42.6%)의 환자에서는 

재발이 관찰되지 않았다. 1년 이내 조기 재발을 보인 환자군의 평균 

생존 기간은 23.5 달 이었으며 2년 전체 생존율은 48.3%였다.  조

기재발과 재발을 보이지 않은 환자군 간에 단변량 분석에서 AST 

>50 ( p=0.018), 미세혈관 침윤(p= 0.064), 간내 전이(p= 0.001) 등

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기 재발한 군에서 간내 전

이, AST 상승, 미세 혈관 침윤이 많이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AST 상승(p=0.034, R.R=2.126)과 간내 전이(p=0.008, R.R=3.109)가 

조기재발에 의미있는 예후 인자였고 미세혈관 침윤은 통계학적으로 

의의는 없었지만 중요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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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간세포암에서 간절제술 후 조기 재발을 보인 환자들의 평 

균 생존 기간은 근치적 절제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 1년 이내의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간내 전이, AST 상승,미 

세 혈관 침습 등의 불량한 예후 인자를 보이는 환자들에서 재발 

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재발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핵심 단어-간세포암, 간절제술 조기재발,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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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간세포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 

<지도교수 최진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주 희 

 

I. 서론 

간세포암은 80% 간경변을 동반하며 예후가 불량한 악성 종양중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5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나 간절제술

은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20년동안 수술 

직후 초기 사망률은 간절제술의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6 그러나 

최근 간절제술은 술기의 발전과 수술 전후의 환자 관리의 향상으로 

발달로 수술 후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안전한 치료법이 되었다.7 수

술적 치료후의 5년 생존율은 50-70% 까지 보고되나 재발이 문제

가 된다. 간 절제술 후 남은 간 내의 재발은 원발암의 간내 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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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암의 발생에 의한다. 간세포암의 수술후 재발 형태, 재발의 

위험인자에 관한 다수의 보고가 있으며 간 절제후 재발까지의 기간

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술 후 1년 이

내에 재발하는 조기 재발의 경우 극도로 불량한 5년 생존율을 나타

낸다.8 간세포암의 간 절제술후 1년내의 조기 재발하는 환자에서 재

발에 영향을 주는 임상병리학적 예후 인자와 그 대책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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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6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

브란스 병원에서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근치적 간 절제술을 시행 받

은 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1년 이내 재발한 환자군 82 명

과 재발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군 129명으로 구분하고 생존 여부 및 

조기재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를 임상 병리학적 요인

을 조사하여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이

후에 재발한 환자 67명과 추적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211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근치적 간 절제술이란 수술 전에 확인된 모든 육안적인 종양의 

완전한 제거와 절제면에 종양의 침범이 없어야 하며 수술 후 1달 

이내 영상학적 검사상 잔존 종양이 없는것으로  하였다. 환자는 퇴

원 후 1달째 되는 날 외래를 방문하였으며 3개월 마다 외래를 방문

하여 종양 표지자(alpha-fetoprotein〔AFP〕,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bscence or antagonist〔PIVKA-II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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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받았다. 검사상 재발된 환자에서는 반복된 간 절제술, 경동맥 

항암 화학 색전술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TACE〕), 

경피적 알코올 주입술 (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고주파 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등의 치료가 시행되었다.  정기적인 추적관

찰을 시행한 환자들 중 영상학적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된 경우를 재

발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를 

조기 재발로 정의하였다.  

수술 후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환자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간염여부(hepatitis B and C), 간수치, ICG 15분 정체율, 빌

리루빈 수치, 알부민 수치, AST, ALT, 간경화 유무 등이 있다. 종양에 

대한 요인으로는 혈청 태아단백인자(a-FP), 수술전 치료 여부, 수술 

방법. 육안적 혈관 침윤, 종양 크기, 간세포암의 병기, 종양 개수, 수

술 절제면, 분화도, 피막형성 유무, 피막 침윤여부, 수술 전후 수혈

여부, 미세 혈관 침윤, 간내 전이 등이 있다. 간내 전이의 임상적 정

의는 2004년에 정의된 원발성 간암 규약집의 내용을 따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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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 전이는 1) 문정맥의 종양색전에서 자라난 종양 2)주종괴 주위

에서 여러 개의 위성결절로 존재하는 경우 3)주종괴 주위에서 단독 

결절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종괴와 비슷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

거나 주종괴보다 분화가 나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을 말한다.  

재발군과 비재발군 간의 임상 병리학적 특성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전체 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은 Kaplan-Meier 

method로 생존 곡선을 구하고, 생존 곡선은 log-rank test 로 비교하였

다. 재발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2 for 

Windows (SPSS Inc. )를 이용하였다. P  <  .05 의 범위를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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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대상 기간 동안 평균 추적 기간은 4.1년(0.1-9.3년)이었다. 환자들

의 평균연령은 52세(26세-76세) 였고 60대 이전이 159명(75.3%)으로 

많았으며 60 대 이후는 52명(24.7%) 였다. 전체 환자 중 158명

(74.9%)이 남자, 53명(25.1%)이 여자였다. 수술전 혈액 검사상 155명

(73.5%)의 환자가 HBsAg 양성이었으며 11명(5.2%)의 환자에서 anti 

HCV Ab 에 양성이었다. 그외 환자요인에 해당하는 AST, ALT, 수술 

전 혈청 알부민 수치, ICG 15분 정체율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이들 인자에 대한  두 그룹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AST 

( 17.1% vs 31.7%, p=0.018)에 대한 두 그룹간에는  차이를 보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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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Univariate analysis for host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nd no 

recurrence 

variables No recur 

(n=129) 

Early recur 

(n=82) 

P value 

age   0.515 

 ≤60 95(73.6%) 64(78.0%)  

 >60 34(26.4%) 18(22.0%)  

Sex   0.259 

 male 93(72.1%) 65(79.3%)  

 female 36(27.9%) 17(20.7%)  

AST(IU/L)   0.018 

 ≤50 107(82.9%) 56(68.3%)  

 >50 22(22.5%) 26(31.7%)  

ALT(IU/L)   0.080 

 ≤50 100(77.5%) 54(65.9%)  

 >50 29(22.5%) 28(34.1%)  

Albumin(g/dL)   0.117 

 ≤3.5 22(17.1%) 22(26.8%)  

 >3.5 107(82.9%) 60(73.2%)  

ALP(IU/L)   1.000 

 ≤120 96(76.8%) 60(76.9%)  

 >120 29(23.2%) 18(23.1%)  

ICGR15(%)   0.487 

 ≤10 89(75.4%) 60(80.0%)  

 >10 29(24.6%) 15(20.0%)  

HBsAg   0.862 

 positive 89(76.7%) 61(78.2%)  

 negative 27(23.3%) 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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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HCV   0.384 

 positive 6(8.2%) 7(13.5%)  

 negative 67(91.8%) 45(86.5%)  

Hepatitis activity   0.370 

 0-II 110(96.5%) 73(98.6%)  

 III-IV 4(3.5%) 1(1.4%)  

Liver cirrhosis   0.203 

 Yes 64(50.0%) 33(40.7%)  

 No 64(50.0%) 48(59.3%)  

종양 및 치료인자에 관해서는(표2) 두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고 미

세혈관 침윤(53.5% vs 45.1%, p= 0.001), 간내 전이(17.8% vs 15.9%, p= 

0.001)가  간 절제술 후 조기 재발군과 비재발군간의 의의있는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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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Uunivariate analysis for tumor and treatment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nd no recurrence. 

variables No recur 

(n=129) 

Early recur 

(n=82) 

P value 

AFP(IU/mL)   0.871 

 ≤400 94(74.6%) 59(72.8%)  

 >400 32(25.4%) 22(27.2%)  

Preop. Tx.   0.157 

 Yes 67(51.9%) 51(62.2%)  

 No 62(48.1%) 31(37.8%)  

op. method   0.765 

 major 44(34.1%) 26(31.7%)  

 minor 85(65.9%) 56(68.3%)  

Vascular invasion(Grossly)   0.256 

 Yes 11(8.6%) 3(3.7%)  

 No 117(91.4%) 79(96.3%)  

Tumor size(cm)   0.763 

 ≤5 88(68.2%) 53(65.4%)  

 >5 41(31.8%) 28(34.6%)  

pTNM   0.479 

 I,II 57(44.2%) 41(50.0%)  

 III,IV 72(55.8%) 41(50.0%)  

Tumor number   0.790 

 single 120(93.0%) 73(91.5%)  

 multiple 9(7.0%) 7(8.5%)  

Surgical margine(cm)   0.791 

 ≤0.5 9(7.0%) 7(8.5%)  

 >0.5 120(93.0%) 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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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ondson grade   0.162 

 I-II 48(53.3%) 36(66.7%)  

 III-IV 42(46.7%) 18(33.3%)  

Encapusulation   0.716 

 present 87(75.7%) 52(78.8%)  

 abscent 28(24.3%) 14(21.2%)  

Capsule infiltration   0.729 

 Yes 56(60.9%) 36(64.3%)  

 No 36(39.1%) 20(35.7%)  

Periop.transfusion   0.183 

 Yes 59(62.1%) 30(50.8%)  

 No 36(37.9%) 29(49.2%)  

Microvascular invasion   0.018 

 Yes 75(58.1%) 61(74.4%)  

 No 54(41.9%) 21(25.6%)  

Intrahepatic metastasis   0.001 

 Yes 11(8.7%) 23(28.8%)  

 No 115(91.3%) 57(71.3%)  

 

다변량 분석에서는 AST (p=0.034, R.R=2.126), 간내 전이(p=0.008, 

R.R=3.109)가 조기재발에 의미있는 유의한 예후 인자로 나타났고 미

세 혈관 침윤(p=0.064, R.R=1.891)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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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Prognostic factors for early recurrence in multivariate analysis. 

 

Variables Coefficient Standard 

error 

P 

value 

Relative risk 

(95% CI) 

Intrahepatic 

metastasis. 
 1.134 0.426 0.008 3.109(1.348~7.171) 

AST.  0.754 0.355 0.034 2.126(1.060~4.265) 

Microvascular 

invasion 
 0.637 0.344 0.064 1.891(0.964~3.709) 

AST, 간내 전이, 미세 혈관 침윤의 세가지 예후인자 모두에 해당

하는 환자는 전체 279 명중 15 명 이었으며 이중 9명에서만 1년 이

내 조기 재발이 나타났고 양성예측도는 60%에 해당하였다. 음성 예

측도는 72.3%였다. 또한 세가지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환자는 전체 

환자중 98명에 해당하였으며 이 중 16명이 조기 재발을 보였고 양

성 예측도는 16.3%, 음성 예측도는 63.5%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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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Prevalence of risk factor and early recurrence(ER). 

 

 n n. of ER PPV(%) NPV(%) 

All three risk factors present 15 9 60.0 72.3 

Only two risk factors present      

Intrahepatic metastasis +AST 0 0  70.6 

Intrahepatic metastasis  

+Microvascular invasion 

27 13 48.1 72.6 

AST + Microvascular invasion 22 10 45.5 72.0 

Only one risk factors present      

Intrahepatic metastasis 2 0 0 70.4 

AST 22 5 22.7 70.0 

Microvascular invasion 85 24 28.2 70.1 

No risk factors present 98 16 16.3 63.5 

Number of total patients 279 82   

 

전체 279명 환자군의 3년, 5년 전체생존율은 각각 73.2%, 

63.8%였으며,  3년, 5년 무병 생존율은 52.6%,  44.7% 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재발한 한자군의 3년, 5년 전체 생존율은 29.7%, 

15.4%로 나타났으며 재발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군의 3년, 5년 전체 

생존율 89.0%, 85.0%였다. (p=0.0001) (그림 1 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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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verall survival and disease free survival for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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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early recurrence and no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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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279명의 환자중 1 년 이내 조기 재발한 환자(n=82)와 

재발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를 제외한 1년 이후 재발을 보인 환자는 

68 명 이었다. 조기 재발한 환자군의 재발후부터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59.4%, 26.8%, 12.3% 이며 반면 1년 이후 재발을 보인 

환자군의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87.7%, 66.8%, 58% 

였다.(p=0.0001)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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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umulative survival curves after recurrence in patients with early 

and late intrahepatic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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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간 세포암은 간절제술부터 재발까지의 기간이 재발 이후 생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9.10 또한 조기 재발 및 후기 재발의 

형태 및 병인은 각각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간세포암 진단 후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조기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자 요인 및 종양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조기 

재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근치적인 간 절제술 후 1년 동안 간세포암 환자의 사망률의 중요 

원인은 간세포암의 재발이다.11  

미세 혈관 침윤은 본 연구에서 간세포암의 간 절제술후 조기 

재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 문맥을 통한 전파는 

간절제 동안 이루어지는 수술적  조작을 통해 종양 세포가 전파가 

되거나, 미세 전이로 인한 간내 재발의 중요한 기전이 될 수 있으며,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혈관 침윤이 간 내 전이의 중요한 예후 

인자로서 알려져 왔으며 특히 미세 혈관 침범은 간세포암에서 



 21 

간절제술후 재발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 되고 있다. 12-15   

절제면에서의 종양의 잔존, 남아있는 간에서의 현미경적 종양의 

잔존, 수술시 간의 조작으로 인한 간내 전이의 발생, 새로운 종양의 

재발 등은 간 절제술 후 재발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6 조기 재발의 위험 인자로는 혈청 태아 단백 인자(AFP), 

간내 전이. 종양의 크기, 정맥 침범, 종양의 파열, 세포분열의 등급, 

그리고 ALT 등이 있다.16  

Tarao17.18등은 간세포암의 재발과 남아 있는 간염 세포 활성도의 

상관 관계를 밝혔고 Chiu.19 등은 간 세포암환자에서 수술후 재발과 

간 절제술후 경화성 간에서 증식성 세포 활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또한 Tarao17.18 등은 남아있는 간에서 높은 증식성의 

세포 활성도와 낮은 증식성의 세포 활성도의 사이에는 혈청 간 

효소의 수치의 차이는 없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 보고에 따르면 

간의 재발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은 작은 간 세포암 환자에서 

재발에 대한 중요한 위험 인자로서 수술 전 혈청 알부민 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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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기 재발의 위험 

인자로 AST가 중요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간염의 

활성도를 가진 환자에서의 전이는 혈관 침윤 분자들, 즉 Endotherlial 

leukocyte adhesion molecules-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CD-44의 발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20   

간내 전이의 기본 경로는 간문맥을 따라 전파되며 이전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혈관 침윤의 존재는 중요한 간내 전이의 예측 

인자이다.21  또한 주종괴 근처의 위성 결절도 간내 전이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위성결절의 존재는 종양의 악성도의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간내 전이가 중요한 조기 재발의 인자이며 조기 

재발군의 28.8%, 비재발군의 8.7% 의 환자에서 간내 전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년 이내의 조기 재발의 위험인자로 간내 전이 및 

미세혈관 침윤 즉 종양의 침윤도와 연관된 대부분의 조기 재발이 

간세포암의 간내 전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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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에서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조치료는 간세포암의 간내 전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발암과 

새롭게 생기는 암을 방지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위해 시행된다. 간내 

전이에 대한 치료로는 전신 항암 요법, 국소 항암 요법, 획득 

면역치료, 경동맥 항암 화학 색전술이 있으며 새롭게 생긴 

간세포암에 대해서는 인터페론 치료가 있다.22 간세포암의 간 

절제술과 같은 효과적인 국소 치료법 이후 발생하는 간세포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짧은 기간에 

발견되는 종양의 재발은 원발 종양의 크기 및 종양의 개수, 

림프절의 세포 분화도와 같은 특징들은 원발암과 유사하며 또한 

원발암의 미세 전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분화도가 좋고 

2년 이후 재발하는 간세포암은 다양한 발암과정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이들은 이차적인 원발암이 된다. 간 절제술후 발생하는 

재발암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는 암의 발생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하게 발전이 되었다.  



 24 

 현재와 같이 조기 재발을 방지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보조치료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가 수술 후 생존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22,23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단기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재발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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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간세포암에 대한 간 절제술후 조기 재발은 흔하다. 그리고 

1년이내에 사망률의 원인이 된다. 수술후 자세한 조사에 의한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며 간 경변이 있는 간세포암의 간 절제술후 조기 

재발과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혈관 침윤이나 간내 전이, 

높은 간 효소 수치가 존재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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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as become a safe operation 

with very low operative mortality as a result of advances in surgical 

techniques and perioperative management. Although significant 

advances 

in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surgical approach to HCC have been 

made in the last 15 years, patients who undergo curative resection have 

only a 25% to 40% expected 5-year survival rate. Early recurrence (ER) 

(≤1 year) after liver res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mpact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We sought to determine factors associated with ER of HCC and 

examine the outcomes thereafter. 

Method and Patients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03, 279 patients underwent curative 

hepatic resection for HCC at the Department of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oeoul, Korea and prospectively 

followed with median follow up of 4.1 years. Patients with ER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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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those who remained disease free for more than 1 year. 

Patient characteristics, tumor stage, and operative procedures were 

evaluated for their prognostic significance by univariate and 

multivariable analysis. Time to recurrence and time to death were 

analyzed using Kaplan-Meier survival curves and compared using log-

rank analysis. 

Result. Median age was 52 years(26-76 years). Early recurrence(≤1 

year) occurred in 82 patients (29.3%), 119 (42.6%) remained disease 

free. Median survival time after initial hepatic resection for those with 

ER was 23.5 months, and 2-year survival was 48.3%. By multivariate 

analysis, intrahepatic metastasis(p=0.008,R.R=3.109), AST(p=0.034, 

R.R=2.126)and microvascular invasion(p=0.064, R.R=1.89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early recurrence in our study. 

Conclusions  

ER after liver resection for HCC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during 

the first 2 years after potentially curative resection. ER will develop in 

approximately 60% of patients with either intrahepatic metastasis, 

microvascular invasion or AST elevation. For patients with these 

predictive factors additional treatment might be ad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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