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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원발성 간암의 국소 방사선치료 시 선량반응 관계
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 허용선량을 높일 수 있다
는 사실이 알려지고 진단 기법과 방사선치료의 기법이 발전하여 원발
성 간암의 치료에 국소 방사선치료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조
성되면서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국소 방사선치료를 원발성 간암의 치
료에 적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좀 더 고선량의 방사
선을 조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전자 방사선치료, 삼차원 입
체 조형치료, 호흡 주기를 고려한 방사선치료 기법, 체외 정위적 기법
등 다양한 방사선치료의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원발성 간암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사 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한다는 선량반응 관계 (dose- response r 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발성 간암에서 방사선치료에 대한 선량
반응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암센터에서 원발성 간암에 대하여 국소 방사선치료
를 시행 받은 158명의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국소 방사선치료 시 조사
선량을 높여준 것이 종양의 반응의 향상을 유도하였는지 분석하고 저선
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과 고선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의 부작용의 빈도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료 시
조사선량 범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임상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선량반응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양의 관해
정도에 따라 반응군 (responder )과 비반응군 (non - responder )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고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선량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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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른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종양의 반응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 환자들을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40 Gy 미만, 40 Gy에서 50 Gy사이, 50 Gy를 넘는 경우의 세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에 따른 종양의 반응과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치료의 조사영역 안에서 관찰한 종양의 반응은 완전 관해
(CR)는 없었고 106명이 부분 관해 (PR)를 보여서 반응군 (responder )
의 비율은 67.1%이었다. 종양이 50% 이하로 감소된 경우 (SD)가 41명
(25.9% ), 종양의 진행을 보인 경우 (PD)가 11명 (7%)이었다.
2.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미치는 여
러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반응군의 평균 조사선량은 50.1±6.6
Gy이었고 비반응군의 평균 조사선량은 44.3±9.0 Gy로 5 Gy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p- value 0.00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변량 분석법 (multivariate analy sis )에서도 p- value 0.001로 방사선치
료의 조사선량이 유일하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는 인자로 나타났다.
3. 연구의 대상 환자들을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40 Gy 미만,
40 Gy에서 50 Gy사이, 50 Gy를 넘는 경우의 세 군으로 분류하고 환자
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종양의 크기는 40 Gy 미만인 군에서 9.8±2.6
cm , 40 Gy에서 50 Gy사이인 군에서 9.8±2.6 cm , 50 Gy를 넘는 환자
군에서 8.3±3.2 cm로 고선량을 조사한 군에서 종양의 크기가 작았다.
간문맥 혈전증은 각각 66.7%, 64.7%, 37.3%에서 양성으로 50 Gy를 넘는
선량이 조사된 군에서 상대적으로 간문맥 혈전증의 양성률이 낮았다.
4. 각각의 조사선량 군에 따른 반응률을 분석해 볼 때 40 Gy 미만인
군에서 29.2%, 40 Gy에서 50 Gy사이인 군에서 68.6%, 50 Gy를 넘는
환자 군에서 77.1%의 반응률을 보였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는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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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경우에는 17명중 11명이 부분 관해를 보여서 반응률은 64.7%였
고, 5 cm에서 10 cm 사이인 경우 68.1%, 10 cm를 넘는 경우 66.1%의
반응률을 보여서 종양의 크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5.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구분한 세 군간에 방사선치료를 시
작하기

전

시점의

간경변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Child- Pugh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본 간경변증의 정도와 저알부민혈증, 고빌리
루빈혈증, 복수가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6. 조사선량에 따른 부작용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경미한 정도의 복수
가 발생하거나 전형적인 방사선 간염의 발생, 위장관계의 염증 등이 치
료 전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현저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사
선 간염, 십이지장의 궤양은 조사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고선량이 조사될수록 반응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선량반응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선량이 조사될수록 대상 환자의 종양의
크기가 작았고 간문맥 혈전증의 비율도 적었는데 이는 병기가 낮은 경
우 완치를 목표로 오히려 고선량을 투여하는 경향 때문으로 생각되었
다. 조사선량을 증가시킬수록 방사선 간염, 십이지장궤양이 많이 발생
했으며 위궤양도 40 Gy를 넘는 군에서만 발생했다. 복수나 방사선 간
염, 위장관계의 염증 등은 치료 전 간경변증의 정도에 따라 Child B군
에서 많이 발생했다.
부작용의 비율이 치료 전 간경변증의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50 Gy를 넘게 조사하는 경우 반응률의 향상이 40 - 50 Gy를 조
사한 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사선
량을 증가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상 환자가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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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증의 정도, 간기능, 조사영역의 크기 등을 고려한 최대 허용선량
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연구 결
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서 안전하게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원발성 간암, 국소 방사선치료, 선량 반응 관계

iv

원발성 간암의 국소 방사선치료 시 선량반응 관계
< 지도교수 성진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박 희 철

Ⅰ. 서 론
원발성 간암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빈발하며, 우리 나라에
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의 2위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으로 예후가 불량
하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1 ) . 수술적 절제가 가장 높은 생존률을 기대할
수 있어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설사 수술적 절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남아있는 부위에서 종양의 재발이 적지 않다. T akayasu 등은 107명의
환자를 수술한 후 중앙값 14.9개월 동안 관찰하여 54.2%의 재발을 보고
하기도 하였다2 ) . 이와 같이 수술 후 재발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더
라도 진단 당시 이미 국소적으로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
고, 조기에 진단되어 절제가 가능한 크기의 작은 종양인 경우에도 다발
성 종양, 조기 혈관 침범, 동반된 간질환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술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3 ) .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법, 항암 화학 요법, 온열치료, 간이식, 여러 가지 비
수술적 치료 방법들의 단일 혹은 병합 치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4 ) .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치료 방법들의 다양함이 암시하듯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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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이 더 타당한 치료 방법인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
로는 대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치료법들을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이용
한 여러 연구들이 연구 설계나 연구 대상 환자의 선정, 치료에 대한 반
응의 평가 척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서로 다른 연구들 사
이의 객관적인 결과 비교가 쉽지 않고, 단일 치료법보다는 병합치료를
더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치료방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원발성 간암의 생존 기간
이 치료 자체의 효과 이외에도 동반된 간경변증과 간기능의 정도에 많
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방사선치료는 광범위한 적응증을 가지며 인체의 여러 장기의 악성종
양에 고식적 혹은 근치적 치료로 많이 이용되는 치료법이지만,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이 인정되어 왔
다. 그 이유는 국소적 치료방법인 방사선치료를 적용할 때 원발성 간암
자체의 침습성 때문에 종양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고5 ) , 만일 간 전
체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간염의 허용선량
(tolerance dose)이 35 Gy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종양의 관해에 충분한
선량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6 ) . 방사선치료를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초기의 시도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고하면
서 원발성 간암이 비교적 방사선 저항성이 높은 암종이라는 인상을 주
게 된 것도7 ) - 9 )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최근 간 전체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선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10 ) ,1 1 ) 특히 방사선의 고선
량 부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 간조직의 체적이 국소 방사선 조사의 허
용선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ichigan
대학의 Robert s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1회 1.5 Gy씩 하루 2회 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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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할 경우 조사영역에 포함되는 정상 간조직이 전체 간의 33%이
하면 66- 72.6 Gy , 33- 66%인 경우 48- 52.8 Gy , 66%이상이면 전간조사
에 준하여 24- 36 Gy를 조사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1 2 ) . 이런
사실 이외에도 원발성 간암에 대한 영상 진단 기법의 발전으로 종양의
범위를 좀 더 국소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 점,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을 이용한 가상 모의치료 (virtual simulation ) 기법의 발전 등
이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전간 조사 대신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도하도
5)
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게 되었다 .

국소 방사선치료를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적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
고한 일련의 연구들은1 ) ,13 ) ,14 ) 50- 60 Gy 정도의 국소 방사선치료가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간암의 치료 시 종양 주위의 정상 간조직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
다. Mat suura 등은 22명의 환자에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성적을
보고하면서 58- 68 Gy 정도의 국소 방사선치료가 경간동맥 항암 색전
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법, 수술적 절제 후 재발한 종양이나 잔류 종양
을 국소 제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14 ) , Park 등은 27
명의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을 시행한 후 재발한 환자에서 평균 조사량
51.8±7.9 Gy의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후 66.7%의 관해율을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1 ) . Seong 등은 30명의 원발성 간암 환자에서 국소 방
사선치료와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을 동시에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63.3%의 관해율과 중앙 생존기간 17개월을 보고하면서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 단독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비해 국소 방사선치료를 치료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13 ) .
반면 위의 연구 결과들과 다르게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데 특히 Aoki
등은 7명의 환자에 50- 70 Gy의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후 관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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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 불과하고 특히 부검 결과에서 모든 환자가 방사선치료 조사범
위 내에 종양 세포가 남아 있어 50- 70 Gy의 조사선량은 원발성 간암의
국소 제어에 불충분한 선량이라고 주장하였다1 5 ) .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방향의 연구들이 최근 진
행되고 있다. 간 전체가 아니라 종양 부위에만 국한하여 좀 더 고선량
의 방사선을 조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전자 방사선치료1 6 ) ,
17 )
18 )
삼차원 입체 조형치료 , 호흡 주기를 고려한 방사선치료 기법 , 체외

정위적 기법 등 다양한 방사선치료의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다른 장
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른 국소 치료법과의
병합 치료가 많이 연구되고 있고 방사선 방어제나 방사선 민감제를 치
료에 포함하여 부작용은 감소시키면서 효과를 증강시키고자 하는 연구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원발성 간암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사 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한다는 선량반응 관계 (dose- response r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소 방사선치료를 원발성 간
암의 치료에 적용하면서 조사선량을 50- 70 Gy까지 증가시켰던 최근의
연구는1 ) ,1 3 ) ,14 ) 대상 환자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매우 선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치료성적의 향상이 선량의 증가 때문
이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상이
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15 ) . 원발성 간암에서 방사선치료에 대한 선
량반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다양
한 연구 방향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발성 간암에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선량반응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암센터에서 원발성 간암에 대하여 국소 방사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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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국소 방사선치료 시 선량을
높여준 것이 더 나은 종양의 반응을 유도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종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배제함으로써 원발성 간암의 국소 방사선치료 시 선량반응 관계가 존
재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선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과 고
선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의 부작용의 빈도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료 시 적절한 조사선량 범위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임상적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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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1992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연세암센터에서 절제 불가능한 원발
성 간암으로 진단 받고 근치적 목적의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58
명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원발성 간암의 진단은 전산화 단층 촬영과 간동맥 혈관촬영에서 원
발성 간암의 소견에 적합하고 혈중 AFP치가 400 IU/ mL를 넘는 경우
로 하였고 혈중 AF P치가 400 IU/ mL를 넘지 않는 경우는 확진을 위하
여 생검 후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의 선정 기준은 방
사선치료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간외전이가 없는 경우, 간경변증의 정
도가 Child ' s class A 또는 B군인 경우, 종양이 전체 간 용적의 2/ 3를
넘지 않는 경우, 전신수행도가 ECOG 3기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은 경
우로 하였다.
의무 기록 및 영상 진단 기록을 통해 연령, 성별, 전신수행도, 혈중
AFP (alpha feto- protein )치, 종양의 형태, UICC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 병기, 간문맥 혈전증 (portal v ein thrombosis : PVT )의
유무, 종양의 크기, 종양의 위치, 간경변증의 유무와 정도, 치료 후의
부작용 등을 조사하였다. 방사선치료 기록 및 모의치료 영상을 기준으
로 방사선치료의 목적 (radiother apy aim ) 및 1회 분할 조사선량과 총
선량을 조사하였다.

2 .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107명 (67.7% )의 환자에서 완치적 목적의 단독치료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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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합치료법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었고 나머지 51명의 환자들은 다
른 치료를 시행한 후 재발하거나 종양이 진행하여서 구제요법으로 시
행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치료계획용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치료 범위는 종양과 주변 부위 2- 3 cm를 포함하여 설정하였고 종양이
조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호흡의 정도를 고
려하여 설정하였다. 간 전체가 조사되는 것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10 MV X- r ay를 이용하여 일일 1.8 Gy씩 주
5회 조사되었다. 조사선량 범위는 25.2 Gy에서 60.0 Gy로 생물학적유효
선량 (biologically equivalent dose: BED) 방법을 이용하여 1.8 Gy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선량은 평균 48.2±7.9 Gy이었고 중앙값은 50.4 Gy
이었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79명의 환자에서 전후 이문 대향조사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3문 혹은 그 이상의 다문 조사법이 이
용되었다. 이 중 삼차원 입체 조형치료 (3D- conformal radiotherapy )를
이용한 경우가 17명이었다.

3 . 방사선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평가
방사선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은 치료 전과 방사선치료 종료 후
4- 6주째 시행된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 및 자기 공명 영상, 간동맥 혈
관 촬영 영상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범위내의 종양의 반응을 평가
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완전

관해

(complete response: CR), 50%이상 감소된 경우는 부분 관해 (partial
response: PR )로 반응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50%이하 감소된 경
우 (stable disease: SD)나 종양의 진행된 경우는 (progressive disease:
PD)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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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사선치료 후 부작용의 관찰
방사선치료 기간 동안 주 1회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말초 혈액 혈구
수 및 간기능을 관찰하였다. 방사선 간염 (radiation induced liver
disease: RILD)의 발생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사선치료의 종료 후
이학적 검사상 체중 증가, 복수, 간종대 등의 소견을 관찰하였고 치료
종료 후 4주와 8주에 시행된 간기능 검사상 aspartate transaminase
(AST ), alanin transaminase (ALT ), alkaline phosphatase (ALP ), 혈중
빌리루빈 (serum bilirubin )치를 조사하였다. 현저한 복수의 증가나 간
기능 검사상 ALP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 전형적인 방사선 간염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사선치료 시 다른 치료 방법을 병합할 경우
혈중 빌리루빈치의 상승이 주된 이상 소견으로 관찰될 수 있으므로 이
를 고려하였다. 위장관계의 부작용은 치료 종료 후 4주와 8주에 시행한
잠혈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혈변 혹은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상
부위장관 내시경 (esophago- gastro- duodenoscopy : EGD)을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5 . 통계학적 처리
원발성 간암의 국소 방사선치료 시 선량반응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종양의 관
해 정도에 따라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완전 관해 (CR )나 50%이상 감
소된 부분 관해 (PR )를 보인 환자를 반응군 (responder )으로, 50%이하
감소된 경우 (SD)나 종양의 진행을 보이는 경우(PD)는 비반응군
(non - r esponder )으로 구분하였다.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임상적 특성을
카이제곱 검정 (Chi- squar e 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체외 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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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국소 방사선조사 시 선량반응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선량 분포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aly sis of variance: one- w ay ANOVA )을 이용하여 차이
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그러나 종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들이 많으므로 그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은 종속변수를 반응 여부로 하고, 독립변수를 관
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적 특성과 선량을 포함한 모델을
이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법 (logistic regression analy sis )을 이
용하여 검정하였다.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종양의 반응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 환자들을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40 Gy 미만, 40 Gy에서 50 Gy사이, 50 Gy를 넘는 경
우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에 따른 종양의 반응과 임상적 특성
은 카이제곱 검정 (Chi- square tes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 S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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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방사선치료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상 환자의 특성은 T able 1.과
같다.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29세에서 79세까지였고 중앙값은 52세였
다. 남자 환자가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신수행도 (perform ance
statu s )는 ECOG (Eur opean Cooperativ e Oncology Gr oup) 기준으로 1
기가 137명, 2기가 21명이었다. 진단시 113명 (71.5% )이 혈중 AF P 400
IU/ mL 이상이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원발성 간
암으로 진단된 경우였다. 종양의 유형은 괴상형 (massive type)이
6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결절형 (multinodular ), 단일 결절형
(single nodular ), 침윤형 (diffuse infiltrative type)의 순서였다. 80명의
환자에서 간문맥 혈전증 (PVT )이 동반되어 50.6%를 차지했고 UICC
병기로는 Ⅲ, ⅣA기가 각각 67명 (42.4%)과 91 (57.6%)명으로 ⅣA 병
기가 더 많았다. 종양의 평균직경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에서 보이는
종양의 세 직경을 평균한 값)은 9.0±3.0 cm 이었다. 간경변증은 89.9%
에서 동반되어 있었고 이중 저알부민혈증 (< 3.0 g/ dL)이 14명, 고빌리
루빈혈증 (> 3.0 mg/ dL)이 28명, 복수를 동반한 환자가 7명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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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prior to radiotherapy (n =158)
Char acteristics

No. of patient s (% )

Age (year s )

M ean (M edian )
Range
Gender
M ale
F em ale
1
Perform ance (ECOG scale) 1
2
2
AF P
> 400IU/ mL
≤ 400IU/ mL
Unknown
Liver cirrhosis
Yes
No
Hypoalbum inem ia 3
Yes
No
4
Hyperbilirubinemia
Yes
No
Pr esence of A scites
Yes
No
T ype of tum or
m as sive
diffu se
single nodular
multinodular
UICC5 Stage
Ⅲ
ⅣA
Portal v ein thr ombosis
Yes
No
T um or size6
< 5 cm
5 ~ 10 cm
> 10 cm
Radiother apy aim
Definitiv e
Salv age

51.9±9.5 ( 52 )
29- 79
131 ( 82.9 )
27 ( 17.1 )
137 ( 86.7 )
21 ( 13.3 )
113 ( 71.5 )
19 ( 12.0 )
26 ( 16.5 )
142 ( 89.9 )
16 ( 10.1 )
14 ( 8.9 )
144 ( 91.1 )
28 ( 17.7 )
130 ( 82.3 )
7 ( 4.4 )
151 ( 95.6 )
104 ( 65.8 )
9 ( 5.7 )
11 ( 7.0 )
34 ( 21.5 )
67 ( 42.4 )
91 ( 57.6 )
80 ( 50.6 )
78 ( 49.4 )
17 ( 10.8 )
85 ( 53.8 )
56 ( 35.4 )
107 ( 67.7 )
51 ( 32.3 )

1: Eastern Cooper ativ e Oncology Gr oup, 2: Alpha feto- protein ,
3: < 3.0 g/ dL, 4: > 3.0 m g/ dL
5: International Union A gainst Cancer ,
6: m ean v alue of 3 perpendicular diam et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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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전 예에서 국소 방사선치료에 대한 조사영역 안의 종양의 반응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영역 안에서 관찰한 종양의 반응은 완전 관해
(CR)를 보인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106명이 부분 관해 (PR)를 보여서
반응군 (responder )의 비율은 67.1%이었다. 부분 관해를 보인 환자들 중
90% 이상 종양이 감소한 환자가 11명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종양을 절
제하였다. 절제가 가능했던 3명의 환자 중 1명에서 100% 완전 괴사를
보였으나 종양의 반응을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 및 자기 공명 영상, 간
동맥 혈관촬영 영상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부분 관해
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2명의 환자는 각각 90%와 99%의 괴사를 보였다.
종양의 감소가 50% 이하인 경우 (SD)가 41명 (25.9%), 종양의 진행을
보인 경우 (PD)가 11명 (7%)으로 비반응군 (non - responder )은 32.9%이
었다 (T able 2). 54명 (34.2%)의 환자에서 치료 종료 직후 조사영역 밖
에서 종양의 진행이나 재발을 보였으며 이 중 7명의 환자는 치료 직후
폐전이를 동반하였다.

T able 2. T um or respon se ba sed on r adiologic ex amination s after
local radiotherapy .
T um or r espon se
Respon se

No. of patient s ( % )
Com plete respon se
P artial r espon se

No respon se

0 (

0.0 )

106 ( 67.1 )

Stable disease

41 ( 25.9 )

Progressiv e disease

1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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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치료에 대한 종양의 선량반응 관계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료에 따른 종양의 반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인자인 종양의 크기, 간문맥 혈전증의 유무, 방사선
치료의 조사선량, 방사선치료의 목적과 일반적인 예후 인자인 연령, 성
별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구분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미치는 여러 인자들의
영향을 단변량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속변수인 연령, 종양의 크기,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을 사
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성별, 간문맥 혈전증의 유무, 방사선치료가 구제
요법으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는 방사선치료의 목적 (radiotherapy
aim )은 카이제곱 검정 (Chi- square test )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결과는 T able 3.과 같다. 조사선량이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유일한 인자로 나타났다. 반응군의 평균 조사선량은
50.1±6.6 Gy이었고 비반응군의 평균 조사 선량은 44.3±9.0 Gy로 5
Gy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p- v alue 0.00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종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통제한 이
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 ession analy sis )을 이용하여 시행한 다변량 분석법
(multivariate analy sis )에서도 p- value 0.001로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
이 유일하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는 인자로 나타났다 (T able 3). 종
양의 크기는 비반응군에서 약간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차이
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선량반응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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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Analy sis of pos sible par am eter s to predict tum or respon se.
T um or respon se
P aram eter s
Responder s (% )
Age (year s )
Gender

M ale

p - value

Non - responder s
UVA 1 MVA 2
(% )

51.2±9.6

53.6±9.1

84/ 106 ( 79.2 )

47/ 52 ( 90.4 )

0.136 0.2173
0.114 * 0.0704

F em ale
T um or size (cm )
PVT 3

22/ 106 ( 20.8 )

5/ 52 (

9.6 )

8.9±3.0

9.2±3.0

Yes

50/ 106 ( 47.2 )

30/ 52 ( 57.7 )

No

56/ 106 ( 52.8 )

22/ 52 ( 42.3 )

50.1±6.6

44.3±9.0

0.474 0.6514

0.214 0.7167
RT 4 dose (Gy )

0.000 0.0001

RT 4 aim Definitiv e 72/ 106 ( 67.9 ) 35/ 106 ( 67.3 )
0.938 0.8727
S alv age

34/ 106 ( 32.1 )

12/ 106 ( 32.7 )

1: Univariate analy sis . 2: Multivariate analy sis,
3: Portal v ein thr ombosis,
4: Radiother apy .
Univ ariat e analy sis w a s done u sing Chi- squar e test and F isher ' s
ex act

test (*).

Multivariate

analy sis

w as

done

using

logistic

r egres sion analy sis .

4 . 조사선량에 따른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종양의 반응
연구의 대상 환자들을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40 Gy 미만,
40 Gy에서 50 Gy사이, 50 Gy를 넘는 경우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환자의 수는 각각 24명, 51명, 83명이었다. 주로 어떤 환자들에서 고선
량이 조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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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T able 4). 연령, 성별, 방사선치료의 목적은 각 군간에 차이
가 없었다. 종양의 크기는 40 Gy 미만인 군에서 9.8±2.6 cm , 40 Gy에
서 50 Gy사이인 군에서 9.8±2.6 cm , 50 Gy를 넘는 환자 군에서 8.3±
3.2 cm로 고선량을 조사한 군에서 종양의 크기가 작았다. 간문맥 혈전
증은 각각 66.7%, 64.7%, 37.3%에서 양성으로 50 Gy를 넘는 선량이 조
사된 군에서 상대적으로 간문맥 혈전증의 양성률이 낮았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Chi- square test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양의 크기와 간문맥 혈전증의 유무는 의미 있
는 차이가 있었다.

T able 4. P atient char acteristics in r elation to radiotherapy dose.
RT 1 dose
characteristics

p - v alue
< 40 Gy (%) 40- 50 Gy (%) > 50 Gy (%)

Age (year s )
Gender

Male

53.0±9.1

52.7±9.8

51.2±9.5

0.574

20/ 24 ( 83.3 ) 44/ 51 ( 86.3 ) 67/ 83 ( 80.7 )
0.707 *

F emale
T umor size (cm )
PVT 2

4/ 24 ( 16.7 )
9.8±2.6

7/ 51 ( 13.7 ) 16/ 83 ( 19.3 )
9.8±2.6

8.3±3.2

Yes

16/ 24 ( 66.7 ) 33/ 51 ( 64.7 ) 31/ 83 ( 37.3 )

No

8/ 24 ( 33.3 ) 18/ 51 ( 35.3 ) 52/ 83 ( 62.7 )

0.005
0.002

RT 1 aim Definitive 18/ 24 ( 75.0 ) 35/ 51 ( 68.6 ) 54/ 83 ( 65.1 )
0.693
Salvage

*

6/ 24 ( 25.0 ) 16/ 51 ( 31.4 ) 29/ 83 ( 34.9 )

1: Radiother apy , 2: P ortal v ein thrombosis
Statistical analy sis w a s done by Chi- squar e test and F isher ' s
ex act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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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른 세 군간에 종양의 반응은 T able 5.와
같았다. 각 군별로 종양의 반응률을 도식화하여 보았을 때 고선량이 조
사될수록 반응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 e 1).

T able 5. T um or respon se in r elation to radiotherapy dose.
T um or respon se
PR 1 ( % )
RT 4 dose < 40 Gy

SD 2 ( % )

PD 3 ( % )

7/ 24 ( 29.2 ) 13/ 24 ( 54.2 ) 4/ 24 ( 16.7 )

40 ～ 50 Gy 35/ 51 ( 68.6 ) 12/ 51 ( 23.5 ) 4/ 51 ( 7.8 )
> 50 Gy

64/ 83 ( 77.1 ) 16/ 83 ( 19.3 ) 3/ 83 (

3.6 )

1: Partial respon se, 2: Stable disease, 3: Pr ogres sive disea se,
4: Radiother apy

Figure 1. Proportion of tumor response in relation to radiotherapy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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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들을 종양의 크기와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기준으로 구
분하였을 때 치료에 반응을 보였던 반응군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T able 6). 종양의 크기가 5 cm 미만인 경우에는 17명중 11명이 부분
관해를 보여서 반응률은 64.7%였고, 5 cm에서 10 cm 사이인 경우
68.1%, 10 cm를 넘는 경우 66.1%의 반응률을 보여서 종양의 크기에
따른 반응률의 차이는 없었다.

T able 6. Num ber of r esponder s in r elation to radiotherapy dose
and tum or size .
T um or size
RT 1 dose

T otal (% )
< 5 cm (% ) 5- 10 cm (% ) > 10 cm (% )

< 40 Gy

1/ 1

( 100 )

4/ 14 ( 28.6 )

2/ 9

( 22.2 )

7/ 24 ( 29.2 )

40 - 50 Gy

0/ 2

( 0.0 ) 19/ 26 ( 73.1 ) 16/ 23 ( 69.6 ) 35/ 51 ( 68.6 )

> 50 Gy

10/ 14 ( 71.4 ) 35/ 45 ( 77.8 ) 19/ 24 ( 79.2 ) 64/ 83 ( 77.1 )

T otal (% )

11/ 17 ( 64.7 ) 58/ 85 ( 68.1 ) 37/ 56 ( 66.1 ) 106/ 158( 67.1 )

1: Radiother apy .

5 . 조사선량에 따른 간경변증의 정도와 방사선치료로 인한 부작용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구분한 세 군간에 방사선치료를 시작
하기 전 시점의 간경변증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T able 7). Child- Pugh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본 간경변증의 정도와 저알부민혈증, 고빌리
루빈혈증, 복수가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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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7. Statu s of liv er cirrhosis in relation to r adiother apy dose.
RT 1 dose
p- v alue
< 40 Gy (% ) 40- 50 Gy (% ) > 50 Gy (% )
A

16/ 24 (66.7)

38/ 51 (74.5)

63/ 83 (75.9)

B

8/ 24 (33.3)

13/ 51 (25.5)

20/ 83 (24.1)

Yes

3/ 24 (12.5)

2/ 51 (3.9)

9/ 83 (10.8)

Child ' s class

Hypo-

0.659

2

0.275 *

albuminemia No 21/ 24 (87.5)

49/ 51 (96.1)

74/ 83 (89.2)

Yes

11/ 51 (21.6)

11/ 83 (13.3)

Hyper 3

bilirubinemia No

6/ 24 (25.0)

0.255 *
18/ 24 (75.0)

40/ 51 (78.4)

72/ 83 (86.7)

1/ 24 ( 4.2)

2/ 51 ( 3.9)

4/ 83 ( 4.8)

No 23/ 24 (95.8)

49/ 51 (96.1)

79/ 83 (95.2)

Yes
Ascites

1.000*

1: Radiother apy , 2: < 3.0 g/ dL, 3: > 3.0 m g/ dL
Statistical analy sis w as done u sing Chi- square test and F isher ' s
ex act test (*).
조사선량에 따른 부작용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T able 8). 경미한 정
도의 복수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40 Gy 미만, 40 Gy에서 50 Gy사이,
50 Gy를 넘는 경우의 세 군에서 각각 25.0%, 15.7%, 12.0%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았다. 방사선 간염 (RILD)은 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각각 1명, 3명, 7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시경 검
사에서 확진된 방사선치료로 인한 위장관계의 염증과 궤양은 40 Gy 미
만을 조사한 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40 Gy를 넘게 투여한
환자들에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에 인접한 장기인
십이지장의 궤양은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서 50 Gy 이상을 조사한 군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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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간경변증의

척도인

Child- Pugh

classification에 따라 분석해 보면 경미한 정도의 복수가 발생하거나 전
형적인 방사선 간염의 발생, 위장관계의 염증 등이 치료 전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현저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T able 8. Com plication s in relation to radiotherapy dose.
Complication s
New ascit es

RILD

2

Gastroenteritis

Gastric ulcer

Duodenal ulcer

Childs '

RT 1 dose

cla ss

< 40 Gy (% ) 40- 50 Gy (% ) > 50 Gy (% )

A

3/ 16 ( 18.8 )

4/ 38 ( 10.5 )

6/ 63 (

B

3/ 8

( 37.5 )

4/ 13 ( 30.8 )

4/ 20 ( 20.0 )

all

6/ 24 ( 25.0 )

8/ 51 ( 15.7 )

10/ 83 ( 12.0 )

A

1/ 16 ( 6.3 )

1/ 38 ( 2.6 )

5/ 63 ( 7.9 )

B

0/ 8

0.0 )

2/ 13 ( 15.4 )

2/ 20 ( 10.0 )

all

1/ 24 ( 4.2 )

3/ 51 ( 5.9 )

7/ 83 ( 8.4 )

A

0/ 16 (

0.0 )

0/ 38 ( 0.0 )

4/ 63 ( 6.3 )

B

1/ 8

( 12.5 )

1/ 13 ( 7.7 )

2/ 20 ( 10.0 )

all

1/ 24 ( 4.2 )

1/ 51 ( 2.0 )

6/ 83 ( 7.2 )

A

0/ 16 (

0.0 )

2/ 38 ( 5.3 )

2/ 63 (

3.2 )

B

0/ 8

(

0.0 )

1/ 13 ( 7.7 )

0/ 20 (

0.0 )

all

0/ 24 (

0.0 )

3/ 51 ( 5.9 )

2/ 83 (

2.4 )

A

0/ 16 (

0.0 )

1/ 38 ( 2.6 )

3/ 63 ( 4.8 )

B

0/ 8

(

0.0 )

0/ 13 ( 0.0 )

0/ 22 (

0.0 )

all

0/ 24 (

0.0 )

1/ 51 ( 2.0 )

3/ 83 (

3.6 )

(

1: Radiother apy , 2: Radiation induced liv e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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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Ⅳ. 고 찰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치료 방법은 방사선치
료의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고식적 치료 등 매
우 제한된 역할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것은 원발성
간암의 경우 종양 자체의 침습성 때문에 종양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
5)
렵고 , 따라서 국소 치료법의 일종인 방사선치료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방사선 간염의 허용선량 (tolerance dose)이 35 Gy를 넘지 못하기 때문
에 종양의 관해에 충분한 선량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6 ) .
최근 국소 방사선치료를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적용한 연구들은

1 ) ,13 ) ,14 )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기는 하지만15 ) , 50- 60 Gy 정도
의 국소 방사선치료가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간암의 치료 시 종양 주위
의 정상 간조직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국소 방사선치료를 이용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양전자 방사선치료16 ) , 삼차원
입체 조형치료17 ) , 호흡 주기를 고려한 방사선치료 기법18 ) 체외 정위적
기법, 방사선 방어제를 치료에 사용하는 연구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들
이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안전하게 증가시키면서 효과를 증강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방향
의 노력들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원발성 간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사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한다는 선량반응 관
계 (dose- response r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원발성 간암에서 선량반응 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는
1985년 발표된 RT OG (Radiation T herapy Oncology Gr oup)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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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와 국내에서 2000년에 보고된 Kim 등의 연구 가 거의 유일한 보
20 )

21)

20 )
고들이다. RT OG의 연구보고 는 1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1 Gy의

전간 조사 후 23%, 10- 12 Gy의 I13 1 - antiferritin infu sion을 두 차례 추
가로 시행한 후 48%의 반응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13 1
는 전간 조사와 I - antiferritin infu sion을 시행한 환자 군이 대상이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체외 조사를 통한 국소 방
사선치료의 선량반응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연구되었던 조
사선량 분포의 폭이 매우 좁아서 한계가 있다. Kim 등의 연구 에서는
21)

20명의 원발성 간암 환자에서 25개의 전이된 림프절에 일일 2 - 3 Gy로
총 조사선량 22.5 - 51 Gy 범위에서 치료한 후 완전 관해 32%, 부분
관해 36%, 미세 관해 20%, 무반응 8%, 종양의 진행이 4%에서 관찰되
었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40 Gy이하에서 13%, 41 - 49 Gy를 조사
한 경우 91%, 50 Gy 이상을 조사한 예에서 100%의 반응률을 보여서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른 선량반응 관계가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그러
나, Kim 등의 연구 결과는 원발성 간암으로부터 전이된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반응을 관찰한 연구로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 적용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환자의 수가 적은 한계
점 또한 가지고 있는 연구 보고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58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원
발성 간암의 치료에 국소 방사선치료를 적용한 연구 발표 중 가장 많
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학적 변별력이 높은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은 부분 관해가 106명으
로 반응률이 67.1%를 보여서 이미 발표되었던 P ark 등1 ) 의 66.7%,
Seong 등13 ) 의 63.3%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국
소 방사선치료에 대한 선량반응 관계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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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 (T able 3)에서 연령, 성별, 종양의 크기, 간문맥 혈전증의 유무,
방사선치료의 목적 (radiotherapy aim ) 등은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이
단변량 분석법과 다변량 분석법 모두에서 유일하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인자로 나타나서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
료를 적용하는 경우 조사선량을 높여주는 것이 더 나은 반응률을 보이
는 선량반응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의
평균 조사선량의 차이는 5.8 Gy 정도로 반응군에서는 50.1±6.6 Gy이었
고 비반응군에서는 44.3±9.0 Gy였으며 p- value는 0.0001로 통계학적
의의가 높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완치적 목적의 치료를 시행했던 107명 (67.7% )의
환자 중 57명 (36.1%)의 환자에서 국소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 간동맥을 통한 5- F U 동시 항암화학요법 등을 진행하였는
데 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
개월까지 종양의 반응을 관찰하였는데 Kim 등의 연구2 1 ) 에서도 지적했
듯이 원발성 간암의 경우 방사선치료에 대한 최대 반응이 나타나는 시
기가 76%에서 1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나타나며 가장 늦게 반응을 보
이는 경우 12개월이 지나서 반응을 보인 예도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종양의 반응을 관찰한 시점인 2개월은 다소 짧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4 - 8주를 종양의 반응을 관찰하는 시기로 잡은 이유는 설정
된 연구 기간 초반의 대상 환자들의 경우 추적관찰이 충분히 되지 않
았기 때문인데 종양이 다시 진행을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과 최
대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보다 충실한 연구는 향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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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을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여 분
석한 결과 오히려 종양의 크기가 작고 따라서 간문맥 혈전증을 동반하
는 비율도 적어서 병기가 낮은 경우에 완치를 목표로 고선량을 투여하
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T able 4), T able 3.과 T able 5.에서 보듯이 종
양의 크기와 간문맥 혈전증의 유무는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양의 반응률이 종양의 크기가 5
cm 미만인 경우 64.7%, 5 - 10 cm인 경우 68.1%, 10 cm를 넘는 경우
66.1%로 종양의 크기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사
선치료에 대한 원발성 간암의 반응이 종양의 크기보다 예를 들면 간암
세포 자체의 방사선 감수성 (inherent r adiosensitivity ) 등 다른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증가시켜 주
는 것이 종양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반응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높여주는 경우 T able 4.와 F igure 1.에서
확연히 관찰할 수 있듯이 반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0 Gy미
만으로 조사된 군에 비하여 40 Gy 이상을 조사하는 경우 현저한 반응
률의 향상을 보였으나 50 Gy이상 조사한 경우에는 77.1%의 반응률로
40 - 50 Gy를 조사한 군의 68.6%에 비하여 현저한 향상을 보이지는 않
았다.
경미한 정도의 복수가 새로 발생하는 것과 위장관계의 염증은 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았다. 방사선 간염 (RILD)과 십이지장
궤양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궤양은 40
Gy 미만을 조사한 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40 Gy를 넘게 투
여한 환자들에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T able 8).
T able 7.에서 보듯이 조사선량에 따라 구분한 세 군간에 간 경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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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차이가 없었는데 방사선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간경변증의 척도
인 Child- Pugh classification에 따라 분석해 보면 경미한 정도의 복수
가 발생하거나 전형적인 방사선 간염의 발생, 위장관계의 염증 등이 치
료 전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현저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
22 )
Robert son 등 과 Cheng 등 의 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사선치

료의 조사선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간의 용
적과 간기능을 고려하여 최대 허용선량 범위 내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는 점과, 50 Gy를 넘게 조사하는 경우 반응률의 향상이 40 - 50 Gy를
조사한 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지 않으며, 방사선 간염의 발생이 간
경변증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사선량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치료를 받는 대상 환자의 간기능과 간경변
증의 정도, 조사영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량체적 히스토그램 (DVH )등 종양 이외의 정상 간
조직에 조사되는 조사선량의 분포와 ICG test (indocyanine green test )
를 이용한 R15 (indocyanine retension rate at 15 minutes ) 지표 등이
최대 허용선량 (m aximum tolerance dose)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선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간과 위장관계의 위치가 근접함에 따라
위, 십이지장 궤양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좌엽에 위치한 종양을
치료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Park 등의 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1 ) .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특히 위치가 간과 인접
한 십이지장의 궤양은 조사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향후 삼차원 입체 조형치료 (3D- conformal
radiotherapy ), 강도 조절 방사선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
IMRT ), 호흡주기를 고려한 방사선치료 방법의 개발과 적극적인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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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료를 적용할 때 조사
선량을 증가시킬수록 종양의 반응률이 증가하는 선량반응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서 방사선치료의 조사선
량을 증가시키고자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들에 유용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선량을 증가시키는 노력과 함께 최대 허용선량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조사선량 증가를 위한 노력, 최대 허용선량의 예측과
동시에 향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원발성 간암에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양상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되며 원발성 간암 세포의 방사선 민감성에 대한 연구를 토대
로 가장 적합한 1회 분할 조사선량을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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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세암센터에서 원발성 간암에 대하여 국소 방사선치
료를 시행 받은 158명의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국소 방사선치료 시
조사선량을 높여준 것이 종양의 반응의 향상을 유도하였는지 분석하고
저선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과 고선량을 조사하였던 환자들의 부작용
의 빈도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료시 적절한 조사선량 범위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임상적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치료의 조사영역 안에서 관찰한 종양의 반응율은 67.1%이었다.
2. 반응군의 평균 조사선량은 50.1±6.6 Gy이었고 비반응군의 평균 조
사선량은 44.3±9.0 Gy로 방사선치료의 조사 선량이 유일하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는 인자로 나타났다.
3. 종양의 크기가 작고 간문맥 혈전증을 동반하지 않아서 병기가 낮은
경우에 완치를 목표로 고선량을 투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4. 40 Gy 미만인 군에서 29.2%, 40 Gy에서 50 Gy사이인 군에서
68.6%, 50 Gy를 넘는 환자 군에서 77.1%의 반응율을 보여서 고선량이
조사될수록 반응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 경미한 정도의 복수가 발생하거나 전형적인 방사선 간염의 발생,
위장관계의 염증 등이 치료 전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현저히 많이 발생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사선 간염, 십이지장의 궤양은 조사 선량을 증
가시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원발성 간암에서 국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고선량이 조사될수록 반응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선량반응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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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작용의 비율이 치료 전 간경변증의 정도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50 Gy를 넘게 조사하는 경우 반응률의
향상이 40 - 50 Gy를 조사한 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선량을 증가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상 환자가 간경변증
을 동반하는 경우 간경변증의 정도, 간기능, 조사영역의 크기 등을 고
려한 최대 허용선량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발성 간암의 치료에서 안전하게 방사선치료의
조사선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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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 s e re s p o n s e re la t io n s h ip in lo c a l
ra d io t h e ra p y o f h e p a t o c e llu la r c a rc in o m a
Hee Chul Pa rk
B rain K orea 21 P roj ect f or M ed ical S cience
T he Grad uate S chool, Y ons ei Univ ers ity
(D irected by P rof ess or J ins il S eong )

Purpo s e : Recent report s hav e shown that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 a is not radioresistant to local radiotherapy . How ev er , these
studies w ere done in highly selected groups of patients and the
number of materials w ere also limited. In this study , w e inv estigated
whether dose r espon se relation existed or not in local radiotherapy
of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
M at erial s an d M etho ds : From January 1992 to March 2000, 158
patient s were included in present study . Exclusion criteria included
the presence of extrahepatic metastasis, liv er cirrhosis of Child ' s
class C, tumor s occupying m ore than tw o thirds of the entire liver ,
and perform ance

status

on the ECOG scale of mor e than 3.

Radiotherapy w as given to the field including tumor with generou s
m ar gin using 10- MV X- ray . M ean tumor dose w as 48.2±7.9 Gy in
daily 1.8 Gy fractions . T um or response w as based on diagnostic
radiologic ex aminations such as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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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 MR imaging , hepatic

artery angiography at 4 - 8 weeks following completion of treatm ent .
Statistical analy sis w as done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dose
response relationship of local radiother apy when it was applied to
the treatm ent of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
Re s ult s

: An objective response was observed in 106 of 158

patients, giving a response rate of 67.1%.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otal dos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relation to tumor
response when local radiotherapy was applied to the treatment of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Only

29.2%

showed

objective

response in patients treated with dose less than 40 Gy , while 68.6 %
and 77.1 % showed major response in patient s with 40 - 50 Gy or
more than 50 Gy . Child- Pugh classification was signific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scites, overt radiation induced liver disease and
gastroenteritis.

Radiation

dose

was

an

important

factor

for

development of radiation induced gastroduodenal ulcer .

Conclu s ion : Only radiotherapy dose was a significant factor to
predict the objective response. Present study show ed the existence
of

dose response relation ship in

local radiotherapy

of primary

hepatocellular car cinom a. F urther study is r equired to predict the
m axim al tolerance

dose in

consideration

of liv er

function

and

non - irradiated liver volum 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 ey w ords : Hepatocellular carcinoma, Radiotherapy , Dose r espon se
relation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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