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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절제가 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수술요법과 간동맥 

화학색전술 및 보존적 요법에 따른 치료 성적의 연구

  간세포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의 하나로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며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완치방법은 수술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한 절제가 가능한 환자라도 문맥 혈전증, 간 

이외로의 전이, 저하된 간기능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진행성 간세포암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동맥 화학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고주파 치료법, 홀뮴 치료법 등 여러 다른 치료방법이 수술을 대신

하여 임상 치료에서 치료적 또는 보존적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다수  

간세포암 환자들이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적 치

료의 효과가 간동맥 화학색전술에 의한 치료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

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연 이러한 두 치료 방법의 차이가 생존기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 연구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9

년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에 내원하 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가능한 조건을 가졌던 환자들 중에서 수술적 절제술을 시

행 받았던 환자군과 수술을 하지 않고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던 환자군,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던 군에서 각각의 생존 기간을 후향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 다.

 1. 수술이 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군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p=0.032) 그 기간은 중앙 생존기간을 비교할 때 7개월 

정도 다. 또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군과 비교하면 수술적 요법을 

시행 받은 군(p=0.0007)과 간동맥 화학요법을 받은 군(p=0.001) 모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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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게 생존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간동맥 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약제 중, adriamycin과 cisplatin 사이에는 

약제에 따른 생존기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172). 

 3. 생존 기간에 향을 주는 예후 인자로서는 본 연구 결과 간세포암의 크

기(p=0.001)와 Child-Pugh score(p=0.050)가 생존기간에 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성별, 연령, 알부민, 빌리루빈 수치, 간경화 유무, 식도 

정맥류 유무 등은 생존 기간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했다.

4. Cisplatin과 adriamycin 항암제 모두,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를 기준

으로 하여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이상, 이하의 군으로 나누어 생존 기

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조사되었다(cisplatin p=0.0094, 

adriamycin p=0.0032).

5. Cisplatin과 adriamycin 항암제 모두, 항암치료의 횟수에 따른 누적 총 용

량이 증가할수록 생존기간이 증가하 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cisplatin  

r=0.446, adriamycin r=0.300). 

 

---------------------------------------------
핵심 되는말: 수술이 가능한 간세포암,  수술적 절제술, 간동맥 화학 색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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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가 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수술요법과 간동맥

  화학색전술 및 보존적 요법에 따른 치료 성적의 연구 

                        지도: 심  학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용 태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간세포암의 빈도는 남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2번째이며, 여

성의 경우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7번

째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흔한 종양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있

어서는 폐암, 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인 종

양이다. 현재 이러한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근치적 수술요법만이 완치

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가 간

경변 등 기존의 간질환이 심한 상태라 실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간염이 흔하며 바이러

스성 간염 후의 진행성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간 문맥 침범 

등 국소 진행성인 예가 많아 근치적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욱 적은 

실정이다(이 홍재 등, 1987; 정 정일 등, 1998; 이 정애 등, 1998). 간 절제술

에 따른 사망률은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Child-Pugh score A에 

해당되는 환자들도 3-15%에 이르고(Colonbo, 1993), 수술 후 5년 이내의 간 

내 재발률도 아시아 지역의 경우 70-80% (Takenaka 등, 1996), 서구의 경우

에는 거의 100%(Balsells 등, 199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에 따

른 사망률 및 수술 후 높은 재발률도 수술적 치료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간세포암의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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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 TACE) 및 초음파 유도하 알콜

주입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 1976년 Goldstein 등에 의해 gelfoam을 이용한 

간동맥 색전술이 간암의 국소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여러 물질을 이용한 색전술이 시행되었고 림프관 조 술 조 제인 lipiodol이 

간세포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ipiodol을 이용

한 색전술이 대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Konematsu 등, 1989). 항암제와 

lipiodol을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국소적으로 높은 항암제 농도를 장기간 유

지함으로써 항암제의 암세포 살상효과와 함께 lipiodol의 색전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하에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의 국소 치료로서 

간동맥 화학색전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Nakao 등, 1992). 간 동

맥 화학색전술은 전신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치료 반응률이 2배 이상 높으나 

이에 대한 전향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볼 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생존

율의 향상을 보이지는 못하 으며(Pelletier 등, 1990), 이와 같은 치료 반응률

의 향상이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간동맥 화학색전술만으

로 완전한 종양의 괴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간동맥 화학색전술 자체

에 의한 간기능의 손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

암환자를 대상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과 보존적 치료간의 비교연구에서 양 

치료 군간의 의미 있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Groupe 등, 

1995) 간동맥 화학색전술의 효용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간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병변이 간의 한 개의 엽에 국

한되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는(Child-Pugh score A-B, 종양의 

크기 5 ㎝이하, 종양의 수 2개 이하 등) 간세포암 환자들 중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 군, 절제가 가능하 지만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 던 군 및 보

존적 치료만을 시행하 던 군을 각각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각 군간의 생존

기간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간동맥 화학색전술이 수술적 절제와 비교해 생존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또, 보존적 치료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조

사하여 간동맥 화학색전술의 치료적 효과를 밝히려 하 다. 또한 간세포암에

서 화학색전술 시행 전에 치료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자들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예후 인자들과 생존 기간과의 상관성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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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1993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

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간 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

되고, 병변이 간의 한 엽에 국한되어 절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는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진단은 조직학적으로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와 복부 전산화단층촬 이나 초음파 검사상 병변이 발견되며 동시에 혈

청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이 500ng/㎖이상인 경우로 하 고 수술을 

시행하여 완전절제를 시행한 그룹을 하나로 분류하고 환자의 간기능이나 병

변의 크기 위치가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 음에도 불구하고 간 동맥 색전술

을 시행한 환자들을 한 그룹으로, 또 한 그룹은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 받았

던 군으로 분류하여 후향적 방법으로 조사하 다. 환자의 나이가 75세 이상

이거나 혈관 조 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상태가 불량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복수가 있거나 생존율에 향을 줄 수 있는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

우, 생화학적 검사 상 혈청 빌리루빈이 3.0㎎/㎗이상, 말초 혈액 백혈구가 

3,000/㎣이하 혹은 혈소판이 30,000/㎣이하인 경우는 치료대상에서 제외하

다. 실험대상은 20-70세 사이에 활력지수(performance status)가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 Martin 등, 1982)기준으로 0-2를 대

상으로 하 다. 이들 환자들은 계측이 가능한 병변을 가지며 복부 전산화단

층촬 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한 상검사로 평가가 가능하며, 적절한 골수기

능(혈색소치 10.0g/㎗, 총백혈구수 3,000/㎣, 혈소판수 100,000/㎣이상)과 간기

능(간기능 검사상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 및 신기능(혈청 크레아틴이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을 유지하고 간동맥 화학색전술군의 경우에는 최소한 2회 

이상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간기능은 간경변이 있는경우 

Child-Pugh score에 따라 A, B, C 세군으로 나누었으며 A, B군만을 실험에 

포함하고 C군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간세포암의 진단기준으로는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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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방사선 검사상 간실질에 간세포암에 합당한 

종괴가 있으면서 alpha-fetoprotein이 500ng/㎖이상인 경우에 간세포암으로 

진단하 고, 내원 당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상기기준에 근거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수술이 가능한 환자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① 간 기능이 

Child-Pugh score상 A 또는 B에 속하고, ② 주문맥 침윤 또는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 으며, ③ 수술의 금기가 될 정도의 중요 동반질환이 없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원격전이 여부는 복부 전산화단층촬 , 전신 

골주사, 흉부 X-선촬  등으로 평가하 고, 간경화 여부는 조직 생검 또는 

복부 초음파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 ,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혈액검사 등

으로 판정하 으며, 대상 환자 중 과거 3개월 이내에 위 장관 출혈이 있었거

나 조절되지 않는 복수, 중등도 이상의 간성 혼수 등이 있었던 환자들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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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치료방법

  연구대상이 된 환자들을 치료 방법에 따라 분류하 으며 간세포암에 대하

여 수술을 받은 군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간동맥 화학색전술

의 치료를 받은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적 치료만 받았던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 다. 간세포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군은 종양절제술(tumorectomy) 이

상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고, 비교 대상인 간동맥 화학색전술

을 받은 군은 간동맥 혈관조 술 시행하여 선택적으로 종양 양공급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cisplatin과 5-10㎖의 lipiodol 혼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

로 시행하 고 사용된 cisplatin의 용량은 100㎎/㎡이며 adriamycin을 사용한 

경우는 용량을 30㎎/㎡로 하 고 주 문맥 또는 좌우 양측 문맥에 혈전이 없

거나 종양의 크기가 5㎝이하인 경우에는 gelfoam을 이용한 색전술도 병행하

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보존적 치료 군은 수술이나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거부하여 합병증에 대한 대중적 치료 등의 고식적 치료만을 시행한 환자들

이었다. 이러한 각각의 그룹의 생존 기간을 후향적 방법으로 조사하 고 항

암 치료 전에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 다  

간동맥 화학색전술군에서는 치료반응이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을 보인 

경우에는 진행병변(progressive disease)시까지 또는 수용할 수 없는 치료독

성이 발생할 때까지 치료를 반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진행

병변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

료만을 시행하 는데 이 환자들도 보존적 치료군의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

다. 

2) 생존기간의 비교

  생존기간은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치료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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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으며 대상환자를 치료군 별로 분류하여 월을 단위로 추적조사 하 으

며, 생존유무는 전화연락. 주소지로의 우편조회를 통하여 현재 추적 결과 사

망이 확인되어 생존기간을 기록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 

3) 치료효과 및 부작용의 판정       

  치료기간 중 혈액학적 검사는 매 2주마다, 혈청 생화학 검사, 흉부 X-선촬

은 매 4주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치료반응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기준에 의한 독성을 평가하 으며 대상 환자들의 임상

자료는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 고 치료반응의 지속기간은 

치료반응이 확인된 날로부터 병이 진행이 확인된 날까지로 정의했으며, 생존

기간은 치료시작 첫날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산정 하 다.     

4) 예후인자들의 비교분석

  간세포암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후인자와 생존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성별, 병변의 크기 및 수, 간경화증 여부, 복수의 정도, 간성 혼

수의 유무 및 정도, 식도 정맥류의 유무 및 정도, 병변의 혈관침범, B형 간염 

항원의 유무, 혈청 alpha-fetoprotein 및 알부민, 총빌리루빈 등의 혈청학적 

검사 소견을 생존기간과 연관하여 단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시행

하고 Cox'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여 본 연구의 대상환자에서 독립적 예후 인자를 평가하 다.

 

5) 통계분석

 

  임상적 특성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χ2 검정,  Student's T test를 사용하

고 누적 생존기간의 산출은 Kaplan-Meier method를 사용하 다. 다변량 

분석에 의한 예후인자 분석은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 9 -

을 이용하 다. 생존율의 비교는 로그순위 검정을 사용하 으며 p값 0.005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이상의 모든 통

계적 분석은 Window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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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1) 임상적 특성

  전체환자 215명을 조사하 고 그 중 생존 기간이 조사된 환자는 108명이

었으며 나머지 107명은 연락 두절, 추적관리 실패, 응답 사항의 비협조로 연

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 108명은 다시 세 군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들의 분포는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이 35명, 수술이 

가능한 조건이었음에도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군이 40명,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군이 33명이었다.

 연구대상 환자의 연령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평균 연령은 

55세 고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은 군은 57세, 보존적 치료를 받은 군도 나

이가 58세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남녀의 비는 남자가 관찰대상에서 

조금 많아 수술군의 남녀비가 23:12, 항암 치료군이 28:12, 보존적 치료군이 

25:8이었고 alpha-fetoprotein의 중앙값은 수술한 경우 506ng/㎖, 항암 치료한 

경우 419ng/㎖,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700ng/㎖로 통계상 p값 0.984로 

각 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그 외 혈청 알부민의 수치 차이도 수술 군, 항암 

치료 군 및 보존적 치료 군이 각각 3.3,  3.5,  3.2㎎/㎗로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혈청 빌리루빈과 종양의 크기도 세 군을 비교할 때 통계학적

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간경화의 유무 또한 세 군과의 모 집단적 불

균형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p값 0.103으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절제술 치료를 받은 군과 간동맥 색전술

을 시행한 군 및 보존적 치료를 한 군을 대상으로 복수의 유무, 식도 정맥류

의 여부, B형 간염의 여부를 비교하여 χ2 검정을 시행하 고 각각의 p값 

0.070,  0.671,  0.373으로 세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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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urgical 

resection(n=35)

Chemotherapy

(n=40)

Supportive care

(n=33)
P-value 

Age

median (range)

 55 year

(29-88 year)

57 year

(40-76 year)

58 year

(35-78 year)
0.450

Sex

M:F
23 : 12 28 : 12 25 : 8 0.668

Alpha-feto

protein

median (range)

506.0 ng/ml

(2-7000 ng/ml)

419.0 ng/ml

(8-7000 ng/ml)

700 ng/ml

(2-7000 ng/ml)
0.984

Albumin

median (range)

3.5 mg/dl

(1.5-5.5 mg/dl)

3.3 mg/dl

(1.5-4 mg/dl)

3.2 mg/dl

(2.5-3.5 mg/dl)
0.745

Bilirubin

median (range)

1.0 mg/dl

(0.5-2 mg/dl)

1.0 mg/dl

(0.4-2 mg/dl)

1.2 mg/dl

(0.4-2.1 mg/dl)
0.788

Tumor size

median (range)

4.2 cm

(1-5 cm)

4.0 cm

(2-5 cm)

4.6 cm

(2-5 cm)
0.177

Liver cirrhosis

 no

  yes

14(40%)

21(60%)

17(42.5%)

23(57.5%)

7(21.2%)

26(78.8%)

0.103

Ascite

  yes

 no

6(17.1%)

29(82.9%)

9(22.5%)

31(77.5%)

5(15.2%)

28(84.8%)

0.707

Esophageal 

varix

  yes

 no

6(17.1%)

29(82.9%)

8(20%)

32(80%)

4(12.1%)

29(87.9%)

0.671

HBs Ag

  yes

 no

10(28%)

23(65%)

6(16.2%)

31(83.3%)

7(21.2%)

20(60.6%)

0.373

Child class     

 A

 B

18(42%)

4(20%)

15(45%)

7(10%)

11(33%)

6(18%)

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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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암치료와 연관된 독성

   

  항암 치료로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가 가장 많이 발

생하 으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독성 기준에 의거하여 grade 

3이상의 독성도 17%정도 나타났다. cisplatin은 adriamycin에 비하여 grade 

3이상의 오심 구토가 각각 20%,  1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이외에 다른 

독성 즉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간효소 수치의 상승, 크레아티

닌의 상승 등은 cisplatin과 adriamycin에서 모두 동일한 빈도 다(Table 2).

3)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 기간의 추이를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에 의거   

Kaplan-Meier method로 분석한 결과 간세포암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한 군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 으나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환자군 

사이에는 생존기간의 차이가 수술군의 경우 생존기간은 17개월에서 61개월

로 중앙생존기간(median survival time)이 24개월이었고 항암 치료로 대신한 

군의 생존기간은 13개월에서 49개월로 중앙생존기간은 17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분석한 결과 p값 0.032로 수술적 치료군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

행한 군보다 생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생존기간의 차이는 7개월 정도 다. 또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과 보존

적 치료를 받은 군과의 비교에서는 보존적 치료군의 생존기간이 3개월에서 

10개월로 중앙생존기간이 5.3개월이었으며 생존기간에 대한 통계처리결과는 

p값 0.0007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생존 기간이 유의한 차이로 연장되

었고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군과의 비교에서도 보존적 치료군에 

비해 생존기간에 있어 차이가 관찰되었다.



- 13 -

Table 2. Toxicities associated with chemotherapy

    Grade

Toxicities

Cisplatin Adriamycin Chemotherapy

0 1 2 3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Nausea

Vomitting

5

(20%)

8

(32%)

7

(28%)

5

(20%)

25

(100%)

4

(27%)

6

(40%)

3

(20%)

2

(13%)

15

(100%)

9

(23%)

14

(35%)

10

(25%)

7

(17%)

40

(100%)

Anemia
9

(36%)

9

(36%)

5

(20%)

2

(8%)

25

(100%)

10

(66%)

1

(7%)

3

(20%)

1

(7%)

15

(100%)

19

(47%)

10

(25%)

8

(20%)

3

(8%)

40

(100%)

Granulo

cytopenia

12

(48%)

7

(28%)

6

(24%)

0

(0%)

25

(100%)

11

(73%)

1

(7%)

3

(20%)

0

(0%)

15

(100%)

23

(57%)

8

(21%)

9

(22%)

0

(0%)

40

(100%)

Thrombo

cytopenia 

15

(60%)

6

(24%)

4

(16%)

0

(0%)

25

(100%)

9

(60%)

5

(33%)

1

(7%)

0

(0%)

15

(100%)

21

(53%)

9

(22%)

7

(17%)

3

(8%)

40

(100%)

Liver

 toxicity

11

(44%)

2

(8%)

11

(44%)

1

(4%)

25

(100%)

7

(46%)

6

(40%)

2

(14%)

0

(0%)

15

(100%)

18

(45%)

2

(5%)

17

(42%)

3

(8%)

40

(100%)

Kidney 

toxicity

17

(68%)

8

(32%)

0

(0%)

0

(0%)

25

(100%)

10

(66%)

3

(20%)

2

(14%)

0

(0%)

15

(100%)

27

(67%)

11

(27%)

2

(6%)

0

(0%)

40

(100%)

 본 결과에 의하면 보존적 치료방법보다는 항암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환자

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술

로 병변을 절제한 군이 간동맥 화학색전술군에 비하여 생존기간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고(p=0.032) 중앙 생존기간의 차이는 7

개월 정도 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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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n survival: 24 months (operation)

              median survival: 17 months (chemotherapy)

              median survival: 5.3 months (supportive care)

           Figure 1.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 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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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암제와 치료 효과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간동맥 화학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사용한 항암제의 

종류에 따른 생존기간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 다. 간동맥내로 사용한 항

암제의 종류는 cisplatin과 adriamycin으로 치료용량은 cisplatin의 경우 100 

㎎/㎡를 사용하 고 adriamycin의 경우 30㎎/㎡의 용량으로 간종양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을 선택하여 종양의 크기에 따라 3-15㎖를 주입하 다. 이러한 

두 약제에 따른 환자의 생존기간에 관한 결과는 cisplatin의 경우 12개월에서 

40개월이었고, adriamycin의 경우 12개월에서 49개월이었다. 생존기간의 중

앙값은 cisplatin이 17개월, adriamycin이 28개월로 adriamycin을 사용한 군

에서 중앙생존기간이 길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172) (Figure 2.).  

        

5) 생존 기간에 향을 주는 예후인자의 조사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기간에 향을 주는 예후인

자를 조사해 보았다. 생존기간에 향을 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자인 간성 

혼수, 복수의 유무, 성별의 차이, 식도 정맥류의 유무, Child-Pugh score A, 

B와의 차이, B형 항원의 양성 및 음성 여부, alpha-fetoprotein 500ng/㎖이상

과 이하의 차이, 알부민수치에 의한 차이 및 종양 크기의 의한 차이 등을 단

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고 어떠한 인자가 생존기간에 

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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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n survival: 28 months (Adriamycin)

                median survival: 17 months (Cisplatin)

         

         Figure 2. 항암제 Adriamycin과 Cisplatin의 생존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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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하 으며 식도정맥류는 정맥류 등급 I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하

고 알부민수치는 3㎎/㎗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분류하 다. 종양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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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Pugh score분류는 A인 경우와 B인 경우가 p값 0.047로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었고, 종양의 크기도 3㎝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

과 p값 0.001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p 값 

수치가 낮았던 인자인 간성 혼수와 복수 그리고 Child-Pugh score, 종양의 

크기의 인자를 가지고 Cox's proportional harzard regression analysis를 통

한 다중변수분석(mul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 다. 그 결과 단변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간성혼수 유무와 복수의 유무는 p값이 각각 0.301과 0.305로 통

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Child-Pugh score A, B의 차이에서는 다중변수분석 

결과 p값이 0.050로 나왔고, 3㎝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를 나눈 종양의 크

기를 기준으로 한 다중변수분석 결과도 p값이 0.001로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

다. 그러므로 환자가 간세포암을 진단 받은 후에 생존할 수 있는 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함께 시행하여 

본 결과 간성 혼수의 유무와, 복수의 유무, 남녀의 성, 식도 정맥류의 유무, 

B형 간염항원의 보유 유무, alpha-fetoprotein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

다. 그러나 Child-Pugh score A인 경우 B보다 통계적으로 생존기간이 연장 

될 수 있었고(p=0.05) 종양의 크기에서는 3㎝이하가 3㎝이상보다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주었다(p=0.001) (Table 3.). 

6) 항암제의 relative dose intensity에 따른 생존기간의 변화

   

  간세포암의 간동맥 화학항암치료에 cisplatin과 adriamycin을 사용하 는데 

각각의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를 기준으로 각각의 항암제의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 기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Kaplan-Meier 방법

을 이용하여 생존 기관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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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 f  prognostic factors

      Factors No. of patients Univariate(P) Multivariate(P)

Hepatic encephalopathy

 yes 6
0.2475 0.301

 no 99

Ascites

 yes 15
0.2394 0.305

 no 60

Sex

 male 24
0.7376 *

 female 51

Esophageal varix

 yes 14
0.4900 *

 no 61

Child -Pugh class

 A 33
0.0047 0.050

 B 11

HBs Ag

 positive 16
0.8769 *

 negative 54

Alpha-feto protein

 below 500 40
0.4587 *

 above 500 35

Albumin

 below 3 48
0.8726 *

 above 3 27

Tumor size

 below 3cm 51
0.001 0.001

 above 3cm 24

Treatment

 chemotherapy 40
0.0032 0.0035

 surgical resection 35

Chemotherapy drug

 Cisplatin 25
0.172 0.176

 Adriamyci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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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driamycin의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기간과의 

    관계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간동맥 화학항암치료를 시행한 40명중 adriamycin을 

사용한 환자가 1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는 0.75 으며 

평균을 기준으로 relative dose intensity가 0.75이상인 군과 0.75미만인 군간

의 생존기간을 비교하 다. Adriamycin을 사용한 환자들의 평균 항암 치료 

횟수는 4.70회 고, adriamycin을 사용한 환자에 있어 relative dose intensity

가 0.75미만인 경우의 median survival time은 11개월이었으나 relative dose 

intensity가 0.75이상인 환자군의 median survival time은 38개월로 relative 

dose intensity 0.75를 기준으로 dose intensity가 높은 군과 생존기간과의 관

계를 Kaplan-Meier method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

었고(p=0.0032) relative dose intensity가 높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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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n dose intensity: 0.75

               median cycles of treatment: 4.70 cycle

               median survival time: 11 months (R.D.I 0.75 이하)

               median survival time: 38 months (R.D.I 0.75 이상)

                                                       P=0.0032

   Figure 3.  Adriamycin에서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기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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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Cisplatin의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기간과의 관계

  같은 방법으로 간세포암에서 간동맥 화학항암치료를 한 경우 cisplatin은 2

명이 사용하 는데 이들이 사용한 항암제의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는 

0.70이었고 cisplatin을 사용한 경우에 평균 항암치료의 횟수는 4.92회 으며 

relative dose intensity 0.70을 기준으로 relative dose intensity가 0.70이상인 

군과 0.70미만인 군으로 나누어 생존기간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보았다. 

cisplatin도 relative dose intensity가 0.70미만인 군의 median survival time

은 14개월이었으나 relative dose intensity가 0.70이상인 군의 median 

survival time은 32개월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Kaplan-Meier method로 생존기간과 relative dose intensity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094)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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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n dose intensity: 0.70

             median cycles of treatment: 4.92 cycle

             median survival time: 14 months (R.D.I 0.70 이하)

             median survival time: 32 months (R.D.I 0.70 이상)

                                                             P= 0.0094

     Figure 4.  Cisplatin에서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 기간과의 관계

7) 항암제의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관계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할 때 adriamycin과 cisplatin 두 

항암제 모두 일반적으로 여러 횟수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에게 반응을 높이는 치료적 작용도 하지만 반대로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 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며 심한 독성은 치료의 반응률을 떨어뜨리

게 되어 오히려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항암 치료로 

사용된 adriamycin과 cisplatin의 각각의 사용한 항암제의 용량을 총 누적시

킨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관계를 비교하 다. 통계처리는 simple 

correlation method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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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Adriamycin의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관계

  간세포암의 치료방법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사용할 때 adriamycin을 

30㎎/㎡으로 4주마다 반복하는 방법으로 누적 투여한 누적 투여량과 생존기

간과의 관계를 보면 simple correlation 결과 상관계수 r값 0.30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상관 관계는 없었다(Figure 5.). 

     

 

        

                                                         r=0.30  

         Figure 5. Adriamycin 누적 총 용량과 생존 기간과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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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Cisplatin의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관계

  100㎎/㎡의 용량으로 사용한 cisplatin의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관계

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결과 누적 총용량이 증가와 상관 관계가 다소 

있었다. r값은 0.446이었다(Figure 6.).

  

  

                                                           r=0.446

          Figure 6. Cisplatin 누적 총용량과 생존 기간과의 상관 관계

cumulative dose of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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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간세포암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장기 

생존율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근치적 간 절제술이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환자의 대부분이 병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도 무증상인 관계로 진

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단 당시 10-15%정도의 환자만이  

수술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다(Jenkins 등, 1989). 그리고 환자들 중에도 

기존에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기능의 저하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또한 간 절제술시 10%정도는 수술로 인한 사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Franco 등, 1994). 결과적으로 간세포암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대상은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암 치료에 대하여 수술적 치

료가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포함한 여타 치료와 비교하여 치료성적이 우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온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간암의 수술적 절제가 

화학색전술과 비교할 때 5년 생존율의 차이가 p값 0.05이하로 간암의 절제술

이 간동맥 화학색전술보다 효과적임을 보고하 으나(Kanematsu 등, 1993), 

다른 의견으로는(Yoshimi 등, 1992) 간세포암이 5㎝이하이고 Child-Pugh 

score A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적 절제와 간동맥 화학색전술

이 4년 생존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서로 상

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왔다. 또한 199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419명의 간세

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수술군과 화학색전술군과의 5년 생존율

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Yi Hsiang Huang 등, 1999). 본 연구조사결과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조건에서 절제가 가능하 던 환자군과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군의 경우 생존 기간의 차이는 후향적 분석의 자료이

기는 하지만 절제술을 시행한 군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군보다 생

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p=0.032), 평균 연장기간은 7개월 정

도 다. 즉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는 것 보다 약 7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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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이 보존

적 치료에 비하여 생존기간의 연장이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몇몇 

연구결과(Group 등, 1995)와는 달리 유의한 통계적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절제술군과 보존적 치료군 p=0.0007, 간동맥 화학색전군과 보존적 치료군 

p=0.001) 초기 진단부터 보존적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나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동맥 화학색전술시 사용하는 항암제의 

선택에서는 adriamycin과 cisplatin에서 모두 생존기간에차이는 없었으므로 

두 약제 선택의 따른 치료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적 절제

술 혹은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했을 시, 치료 시작 전 생존 기간에 향

을 줄 수 있는 예후인자 조사에서는 종양의 크기(3㎝기준)와 Child-Pugh 

score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419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다른 연구(Yi 

Hsaiang 등, 1999)에서 간암 치료의 예후인자를 분석한 결과상 종양의 크기

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Yi Hsaiang 등이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예후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alfa-fetoprotein(p=0.0036)은 본 

연구에서 생존기간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암제의 relative 

dose intensity와 생존기간과의 비교조사에서는 relative dose intensity가 

100%에 가까울수록 생존 기간이 길어졌으며 평균 relative dose intensity를 

상회한 집단이 미치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기간의 

차이를 보 다. 이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행에 있어서 치료의 지연이나 연

기 없이 정해진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실시한 경우 생존기간의 연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adriamycin 또는 cisplatin 모두에

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100%에 가까운 relative dose intensity치료가 

가능하다면 절제술 치료효과에 근접하는 생존기간을 나타내리라 여겨진다. 

adriamycin의 누적 총용량과 생존기간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r값이 0.30으로 

상관성은 매우 낮은 정도이며 이는 항암제의 누적 총용량이 증가할수록 치

료 효과도 늘어나지만 반면에 독성작용도 증가하여 생존기간과의 연관성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isplatin의 경우도 r값이 0.446으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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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소 있는 정도이며 이전의 adriamycin에 비하여서는 반복 치료의 효

과가 기대되는 반면 adriamycin에 의한 누적치료와 생존기간과의 관계는 장

기간 치료에 의한 심독성이 cisplatin과는 다른 통계 수치를 나타나게 한 것

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adriamycin 치료전 철저한 심장 기능 평가가 요구된

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간암에서 절제술과 간동맥 화학색전술, 보존적 

치료의 생존기간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 절제술이 간동맥 화학색전술보다 평

균 7개월 정도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절제술 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모두가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relative dose intensity

가 평균치 이상일수록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지연되지 않는 계

획된 정량의 화학색전술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어 치료전 환자의 선별 및 부작용 혹은 독성에 대한 치료가 향상된다면 향

후 수술적 치료에 상응하는 치료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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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간세포암의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적 절제이

고 수술이 되지 않는 경우 치료방법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 등이 사용되어

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는 간세포암으로 치료 후 추적 관찰하면서 사망기간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

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여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군의 생존기간을 비교하여 과연 수술적 치

료가 간동맥 화학색전술의 치료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한 색전술

과 보존적 치료술과 생존기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 하 다.

첫째.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간동맥 화학색  

   전술보다 통계적으로 생존기간을 7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왔    

   다. 또한 두 가지 치료방법 모두 치료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한 군보   

   다 생존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결과가 조사되어 간세포암 진단    

   후 적극적인 치료가 요망된다 하겠다.

둘째. 항암 치료제로 cisplatin과 adriamycin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약  

   제로 인한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다만 부작용면에서 cisplatin이    

   grade 3 이상의 오심, 구토의 독성 작용이 많았다.

셋째. 항암 치료 전에 생존 기간에 향을 줄 수 있는 예후 인자로 종양의   

   크기가 가장 생존 기간과 연관이 있었고 Child-Pugh score도 통계학적으  

   로 의미가 있었으나 그 외 성별, 나이, 알부민, 빌리루빈 수치,           

   식도 정맥류 유무 등은 커다란 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cisplatin과 adriamycin 모두에서 relative dose intensity를 기준으로 본  

   결과 relative dose intensity가 높게 치료가 된 경우에 생존 기간이 길    

   어 짐을 알 수 있었다.



- 29 -

VII.  참고문헌

이정애, 강윤구, 김봉석, 도 수, 임덕, 박태성등. 간세포암에 대한 경간 동맥 

화학 색전 요법: Adriamycin 단독, Cisplatin 단독 및 Adriamycin과    

Cisplatin 복합투여의 비교연구.  대한 암 학회지 1998;30:1156-1167.

이홍재, 전근재, 이광훈, 장우익, 임채선, 김남동 등. 치료받지 않은 간암 환  

자의 평균 생존 기간 및 예후인자에 대한 고찰. 대한 소화기병 학회지      

1987;19:566-571

정정일, 한광협, 최병현, 안상훈, 김동기, 남정모 등. 고 위험군에서 간세포    

암의 조기진단 을 위한 정기적인 초음파검사의 의의. 대한 간학회지        

1998;4:330-345.

Balsells J, Charco R, Lazaro JL, Murio E, Vargas V, Allende E, et al.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irrhosis. Br J      

Surg 1996;83:758-761.

Colonbo M. Hepatocellular carcinoma in cirrhotics. Semin Liver Dis       

1993;13:374-383.

Franco D, Capussotti L, Smadja C, Bouzari H, Meakins J, Kemeny F,     

Grange D, Dellepiane M: Res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n       

Surg 1994;219;236-247.

Groupe d'Etude et de. Traitment du carcinome Hepatocellulaire.           

Comparison oflipiodol chemoemboliz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for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N Engl J Med               



- 30 -

1995;332:1256-1261.

Jenkins RL, Pinson W, Stone MD : Experience with transplantation in    

the treatment of liver cancer. Cancer Chemother Phamacol 1989;23(suppl):  

104-109.

Kanematsu T, Matsumata T, Shirabe K, Sugimachi K, Sakamoto S, 

Nawata H, Hasuo K, Honda H, Masuda K. :A comparative study of 

hepatic resection and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for the treatment 

of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Cancer. 1993 Apr 1;71(7):2181-6.

Kasugai H, Kojima J, Tatsuta, Okuda, Sasaki Y, Imaoka S: Treatmem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by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combined with intraarterial infusion of a mixture of cispltin and           

 embolized oil, Gastroenterology 1989;97:965-971.

Konematsu T, Furuta T, Takenaka K, Matsumafa T, Yoshida Y,         

Nishizaki T Haswo K, Sugimachik. A 5-year experience of               

lipiodolization : selective regional  chemotherapy for 200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Hepatology 1989;10(1):98-102.

Martin MO, Richard HC, Douglass CT, John H, Thomas ED, Elandor     

TM, Paul PC. Toxicity and response criteria of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Am J  Clin Oncol 1982;5:649-655.

Nakao N, Uchiha H, Kakimok. Effectiveness of lipiodol in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Pharmacol               



- 31 -

1992;31:S72-76.

Pelletier G, Roche A, Ink O, Anciaux M, Derhy S, Rougier P, et al. A    

randomized trial of hepatic arterial chemoembolization in patients with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J Hepatol 1990;11:181-184.   

Takenaka K, Kawahara N, Yamamoto K, Kajiyama K, Maeda T,         

Itasaka H, et al..Results of 280 liver resection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rch Surg 1996;131:71-76.  

Yi-Hsiang Huang, Jaw Ching Wu, Gar Yang Chau, Wing Yiu Lui,        

Kuang Liang King : Supportive treatment resection and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in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an       

analysis of survival in 419 patients

Yoshimi F, Nagao T, Inoue S, Kawano N, Muto T, Gunji T, Ohnishi S, 

Imawari M.:Comparison of hepatectomy and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the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necessity 

for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Hepatology. 1992 Sep;16(3):702-6.



- 32 -

Abstract

Comparative Study Among Surgical resection,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and Conservative Management  

in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Yong Tai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Hak Shim)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 in 

Korea and its prognosis is very poor. Like most of other solid tumors, 

the only curative method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s surgical resection. 

Unfortunately, there are only few patients who could get curative 

operation because of several problems such as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large tumor size and poor hepatic reservoir funtion. So, these 

inoperable hepatocellular carcinomas have been treated by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radiofrequency 

ablation and holmium injection for curative or palliative aim. We  

compared overall survival period among surgical resection(n=35), 

transcather arterial chemoembolization(n=40) and conservative management

(n=33) groups in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cases.  Total of 108 

patients were reviewed who had visited Wonju Christain Hospital Yonsei 

University from January 1993 to January 1999.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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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surgical resection      

prolonged median survival for seven months as compared with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p=0.032). Operation(p=0.0007) and 

chemotherapy(p=0.001) showed superior survival to conservative treatment.

2. The chemotherapeutic drugs, cisplatin and adriamycin, showed no 

differences in overall survival(p=0.172).  But cisplatin showed higher 

grade (WHO toxicity grade 3, 4) of nausea, vomiting than adriamycin.

3. Prognostic factors that had influence on overall survival were tumor 

size(p=0.001) and Child-Pugh score(p=0.050).  But other factors, such as 

age, sex, albumin level, bilirubin level, presence of liver cirrhosis or 

esophageal varix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4. Relative dose intensity of cisplatin and adriamycin was well correlated 

to the overall survival. (cisplatin p=0.0094, adriamycin p=0.0032)

5. Total cumulative doses of both cisplatin and adriamycin had little      

  effect on the overall survival. (cisplatin r=0.446, adriamycin r=0.300)

-------------------------------------------------------------------------

 Key words : 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surgical resection,      

                   chemoembolization, conservative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