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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암 조기 진단을 위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유용성

 간암은 한국에서 2번째로 흔한 암으로 조기 진단이 예후에 중요하

다. 한 등은 1990년부터 9년간 간암 발생 위험군으로 본원에서 초음

파 추적관찰을 시행한 4339명의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에서 간암발생

의 위험요인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을 개발하 다. 간암 발생위험 가능성을 모형에 대입하여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간암 발생위험군을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

로 분류하 고 이를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선별검사를 시행한 환

자들에 적용하 다. 저자는 이를 전향적으로 적용한 기간에서 간암 

발생에 대한 위험군별 선별검사의 유용성 및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유용성을 전향적 연구관찰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 다. 1999

년부터 2000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암조기진단을 위하여 정기적

인 초음파 선별검사를 시행한 833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의 나이, 

간질환력, B형간염, C형간염, ALT, αFP, 초음파 검사결과를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에 대입하여 위험지수(Risk Index)와 간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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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probability for HCC)에 따라 저위험군(5%이하), 중간위험군

(5-15%), 고위험군(15%이상)으로 구분하여 관찰기간 동안 대상자 중

에서 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아울러 관찰기간에 간암으로 진

단된 환자의 임상자료를 조사하 다. 위험지수 및 간세포암 발생률은 

본교실에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을 통해 제안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 다. 

Risk Index(RI) for HCC = eA 

단, A=-6.2543+(1.7219x간경변)+(0.7339x만성간염)+(1.2631xC형간염)+ 

(0.7754xB형간염)+(1.3145x연령(40세이상))+(0.3x남성)+(0.8257xαFP 

(20IU/mL이상))+(0.2830xALT(40IU/L이상))+(0.5840x상습적음주자)+ 

(0.2221x미확인음주력).

Probability for HCC(%) = Risk Index/(1+Risk Index) X  100

 전체 대상 환자 833명중 간암 발생 예측 모형에 따라서 저위험군은 

324명, 중간위험군은 413명, 고위험군은 96명이었다. 관찰 기간 중 44

명이 간암으로 진단되었다. 저위험군에서는 2명(0.62%), 중간위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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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명(4.84%), 고위험군에서는 22명(22.9%)의 간세포암 환자가 발

생하여 예측모형과 비교적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암 진단 당

시 직경 3cm 이하군에서는 평균 생존 기간이 26개월이고 3cm 초과군

에서는 17개월로 간암의 예후에 조기진단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p<0.01). 또한 44명의 간암 진단 환자 중 진단 당시 직경 3cm 이

하로 비교적 조기에 진단된 환자는 29명(65.9%)으로 과거에 연 2회 

정기적 선별검사를 시행한 성적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간암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을 적용한 결과 비교적 간암 발생의 위험을 예측하는데 정확하다

는 사실을 확인하 으며 간암 조기검진에서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선별검사를 적용하는 것이 간암 조기 진단에 유용함을 확인하 다. 

아울러 국가 간암 조기 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간암, 간암 발생 예측 모형, 조기진단,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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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조기 진단을 위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유용성

<지도교수 한광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종 원

Ⅰ. 서론

간세포암종(이하 간암)은 한국에서 2번째로 흔한 암으로
1
 진행된 상

태에서 발견된 경우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우며 대부분이 6개월 이내

에 사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이 간암의 생존률을 높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
 간암의 치료를 위해 외

과적 수술 외에도 경동맥화학색전술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이하 TACE)이 있으나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시행이 어려우며,
4,5
 경피적 에탄올 주입치료(Percutaneous 

Ethanol Ablation: PEI 이하 PEI)와 고주파 열치료 (Radiofrequency 

Ablation: RFA 이하 RFA)는 3cm 이하의 소간암에서만 적용이 된

다.
6,7
 따라서 간암의 고위험군에서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는 간암

의 효과적인 치료와 생존기간의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8.9 선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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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유방암에서는 Claus 모델과 같은 위험 예측 모형이,
10
 대장암

에서는 scoring system을 이요한 예측 모형이 제시된바 있으나11 간암

에서는 그와 같은 예측 모형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 다.

현재 한국에서도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적 검진이 이루어 지

고 있으나 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유용성을 충분한 대상을 토대로 하여 검증

되지는 못하 다.

 간암의 위험요인으로 간경변, 나이, 남성, 만성간염, 음주력 등이12,13,14 

알려져 있지만 지역적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는 간암발생의 80%가 B형간염과 관련이 있으나
15
 일본은 간

암발생의 75%가 C형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우리

나라에서는 한 등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만성 간질환을 가진 환자 

4339명을 추적 관찰 및 분석하여 나이, B형 간염, C형 간염, 음주력, 

간경변, ALT, αFP가 한국인에서 간암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

며,
12,17
 이들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에 따른 한국인에서 개인별 간암 발

생의 예측 모델을 수립하 다.
18
 

 본 연구에서는 전향적 적용을 통해 앞에서 수립된 개인별 간암 발생

의 예측 모델이 실질적으로 간암 발생을 예측하는데 정확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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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적절한 대상 및 방법, 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여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수립하는데 도

움을 주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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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

스병원에 내원하여 간암 발생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정기적으로(2회이

상) 복부 초음파 검진을 받아온 8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간암 발생 위험군이란 만성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 간질환자와 그 

이외의 만성 간질환자로서, 만성 B형 또는 C형 간질환자란 만성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만성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로 분류하 으며 이외

의 만성간질환자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자, 비알코올성 지방간환자, 

Budd-Chiari syndrome환자 등을 포함하 다. 대상환자는 상기 진단

으로 진단된후 적어도 1년이상 본원에서 3-12개월 간격으로 혈청 α

FP검사, 간기능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2차례이상)를 정기적으로 받

아온 환자로 하 다. 환자가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한 시기에 다른 악

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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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가.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 

 개인별 간암발생의 위험 모델은 한 등이 1990년 1월부터 1998년 12

월까지 994명의 환자를 추적관찰하여 수립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을 사용하 다. 간암발생확률(Probability for HCC)을 구하는 공

식은 위험지수(Risk Index)를 이용한 산술식으로 계산되며 공식은 다

음과 같다.

Risk Index(RI) for HCC=e
A

[단, A = -6.2543+(1.7219 x 간경변)+(0.7339 x 만성 간염)+(1.2631 

x C형간염)+(0.7754 x B형 간염)+(1.3145 x 연령(40세이상))+(0.3 x 

남성)+(0.8257 x αFP(20IU/mL이상))+(0.2830 x ALT(40IU/L이상))+ 

(0.5840 x 상습적 음주자)+(0.2221 x 미확인 음주력), 각 변수는 0 또

는 1로 입력]

Probability for HCC(%) = Risk Index/(1+Risk Index)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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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암 발생 위험군의 구분

 개인별 간암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환자들을 저위험군(간암 발생확

률 5% 미만), 중간 위험군(간암 발생확률 5-15%), 고위험군(간암 발

생확률 15% 이상)으로 분류하 다.

다. 간암의 진단

 간암의 진단은 조직 생검 또는 수술로 간암이 확진된 경우, 상진

단에서 간내 공간 점유성 병소가 있으며 혈정 αFP 수치가 400 ng/ml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또는 추적 상 진단상에 종괴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거나 새로운 병소의 출현과 혈관 조 술상에 간암에 합당한 소

견을 보여 임상적으로 판단된 경우로 하 다.

라. 자료분석 및 통계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간암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정기적

인 검진을 받은 환자들 833명과 이중 간암을 진단받은 44명을 대상으

로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data base system(그림1)에 최초 초음파 검

사 시기를 기준으로 환자의 나이, 성별, 음주력, 흡연력, 인터페론 치

료유무, 식이요법, 약물복용여부 등의 과거력과 간암발생이나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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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족력을 입력하 고 또한 복부 초음파검사나 혈청학적 검사 등

을 입력하 다. 

Figure 1. Input screen of Data base program

 



- 11 -

음주력은 5년이상 매일 알코올 80g 이상을 섭취한 자를 상습적 음주

자로 간주하 고 흡연력은 양에 상관없이 1년이상 현재까지 매일 흡

연을 하 을 경우로, 식이요법 및 약물복용 여부는 간에 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

하 다. 

 초음파 추적기간은 처음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를 

시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 으며, 간암발견기간은 처음 초음

파 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초음파 검사에서 간암이 발견된 시점까지

나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경우는 다른 방법에 의해 진단된 

날까지로 하 다. 대상 환자들을 최종 초음파 검사의 간격에 따라서 

6개월이하군, 6-12개월군, 12개월 초과군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 다. 또한 간암 발견 당시 종양 장경이 3cm 이하를 소

간암으로 판정하 고 종양크기에 따라 3cm 이하 소간암군과 3cm 초

과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19,20 간암이 진단된 환자의 생존기간은 간

암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산정하 으며 생존예는 최종 외래 내원일까

지, 사망례는 사망일까지로 계산하 다. 

 통계학적 방법으로는 t-test, Chi-Square test가 이용되었다. p값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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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전체 대상환자 833명 중 간암이 

발생한 환자는 44명(5.3%)이었다. 전체 대상환자 중에서 남자 568명, 

여자 265명으로 평균 연령은 각각 48세, 56세이고 남녀비는 2.14:1이

었다. 만성간염 환자가 460명, 간염 보균자가 84명, 간경변 환자가 

282명이었으며 Budd-Chiari 등의 기타 간질환자가 7명으로 간경변환

자보다는 만성간염환자의 비율이 높았다(표 1). 간암 발생 위험군에서

는 간경변 환자가 33.9% 으나, 간암 발생 환자에서는 81.8%로 높은 

비율을 보 다. 간암 환자군에서는 남녀비가 7.8:1로 남자의 비가 매

우 높았다. B형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위험군에서 73.6%, 간암 발생 

환자에서 84.1%로 우리나라 간암 발생에서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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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833 risk groups and 44 HCC patients

Risk group

N=833 (%)

HCC patient

N=44(5%)

Sex (male:female) 568:265 (2.14:1) 39:5 (7.8:1)

Age (year) 48.0 (18∼81 year) 56.3 (30∼81 year)

Underlying liver disease

  Chronic hepatitis 460 (55.2) 7 (15.9)

  Carrier 84 (10.1) 0 (0)

  Liver cirrhosis 282 (33.9) 36 (81.8)

  Other 7 (0.8) 1 (0.2)

Viral marker

  HBV 613 (73.6) 37(84.1)

  HCV 133 (16.0) 4 (9.1)

  NonBNonC 87 (10.4) 3 (6.8)

Initial ALT level at enrollment

  ≤ 40 IU/L 531 (63.7) 21 (47.7)

  ＞ 40 IU/L 302 (36.3) 23 (52.3)

Initial αFP level at enrollment

  ≤ 20 ng/mL 713 (85.6%) 32 (72.7)

  20 ∼ 400 ng/mL 115 (13.8%) 10 (22.7)

  ＞ 400 ng/mL 5 (0.6) 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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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간암 진단과 초음파 간격

 연구조사 기간 중에 선별검사에 의하여 간암이 발견된 환자들에서 

발견당시 종양의 크기가 장경이 3 cm 이하인 소간암인 경우는 29명

(65.9%)이었으며, 전체 간암 환자에서 평균 장경은 3.3 cm이었다. 초

음파 검사기간이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하군에서 6개월초과군보다 

소간암의 발견빈도가 높고 발견당시 종양의 평균 장경이 유의하게 작

아 초음파 검사기간의 간격이 6개월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cm vs. 4.2 cm, p < 0.05). 초음파 추적기간 간격이 12개월을 초

과한 군에서 간암이 진단될 경우 발견당시 간암의 평균 장경은 4.3 

cm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 다(표2). 

Table 2. Tumor size according to US interval

*p<0.05 vs 6 months group                  t-test

US interval (months) No. of patients (%) Tumor size (cm)

≤ 6 28 (63.6) 2.8 ± 1.1
*

  1∼3   2 (4.5)    2.9 ± 0.49

  4∼6   26 (59.1)   2.8 ± 1.2

＞ 6 16 (36.4) 4.2 ± 2.8

  7∼12   7 (15.9)   4.1 ± 3.3

  ＞ 12   9 (20.5)   4.3 ± 2.6

Total 44 (100) 3.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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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진단 당시 혈청 αFP가 400 ng/mL 이상인 환자는 44명중 7명

(16.3%)에 불과해 혈정 αFP검사 단독만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

은 유용성이 없었다(표3).

Table 3. Serum αFP level at detection of HCC

간암의 크기가 3 cm 이하군과 3 cm 초과군에서의 평균 생존기간은 

각각 26개월과 17개월로 진단시 간암의 크기가 작을수록 평균 생존기

간이 길었다(p < 0.01, 표4).

Table 4. Tumor size and survival

αFP level No. of patients (%)

  ≤ 20 ng/mL 20 (46.5)

  20 ∼ 400 ng/mL 16 (37.2)

  > 400 ng/mL  7 (16.3)

Total 43 (100)

p<0.01 vs 3 cm group              Chi-Square test

HCC size (cm) No. of patients (%) Median survival (months)

  ≤ 3 cm 29 (65.9) 22.39 ± 1.65

  ＞ 3 cm 15 (34.1) 12.93 ± 1.87

Total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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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유용성

 833명의 환자들의 간암 발생확률의 분포와 적절한 선별검사를 고려

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어본 결과 저위험군(간암 발생확률 5% 

미만), 중간 위험군(간암 발생확률 5-15%), 고위험군(간암 발생확률 

15% 이상)으로 분류하 을 때, 저위험군 324명, 중간위험군 413명, 고

위험군 96명으로 나뉘어졌고, 이중 간암은 저위험군의 경우 2명

(0.62%), 중간위험군 20명(4.84%), 고위험군 22명(22.9%)에서 발생하

다(표5). 간암 발생 환자중 저위험군이었던 환자는 2명(4.5%)로 대

부분이 중간위험군 및 고위험군환자 다. 이 기준에 따를 때 저위험

군에서는 간암발생확률이 극히 낮은 반면 고위험군에서는 상당히 높

게 나와서 간암 발생 위험군을 계층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Risk Groups according to Probability of HCC 

Development

p<0.01         Chi-Square test

Low risk group Intermediate risk group High risk group

Probability P ≤ 5 % 5 % ＜ P ≤ 15% P ＞15%

Total patients 324 413 96

HCC patients (%) 2 (0.62%) 20 (4.84%) 2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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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간암은 국내에서 2번째로 흔한 암으로 특히 남자의 주 사망원인이

며, 증상이 있는 간암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4개월에 0%

부터 2년에 1%로 보고 되어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1,2,21,22

 

간암에 대한 치료는 간문맥 침범이나 전이가 없을 경우에 외과적 절

제가 중요한 치료 방법이나 수술적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간기능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23
 간암 환자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간

경변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30% 미만의 환자만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23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 

(TACE)이 고려될 수 있는데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후에 대상부

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간기능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4,5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식

장기의 부족으로 제한점이 있다. 경피적 에탄올 주입치료 (PEI), 고주

파 열치료 (RFA)와 같은 방법도 고려되고 있으나 3cm이하의 소간암

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6,7 이과 같은 국소적치

료는 간문맥 혈전이나 전이가 있는 진행된 간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다. 이처럼 간암의 치료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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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간암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예후는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므로, 간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하여 수술적 치

료를 하는 것이 여전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벙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4,25
 본 연구에서도 진단 당시 3 cm 이하의 소간암은 평균 

생존율이 26개월로 3 cm 초과시 17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있

었는데(p<0.01), 이는 간암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암 발생에서 간경변, 나이, 남성, 만성간염, 음주력, αFP 등이
12,13,14

 

위험인자로 알려졌지만 지역적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위험인

자의 중요도가 다르다. Özden 등이 터키에서 207명의 간암 환자를 대

상으로 보고한 바에서는 간경변(87%), 만성 B형 간염(56%), 만성 C

형 간염(23.2%), 과도한 음주력(15.9%)가 중요 위험요인 이었으며,13 

Claus 등이 독일에서 118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한 바에서는 

간암 발생은 음주력(49.2%), 만성 C형간염(17.8%), 만성 B형 간염

(8%)이 중요 위험요인이었다.14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는 간암 발생

의 80%가 B형 간염과 관련이 있으나,
15
 일본의 경우에는 간암 발생의 

75%가 C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우리나라에서

는 나이, B형 간염, C형 간염, 음주력, 간경변, ALT, αFP가 간암 발

생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12,17
 본 연구에서도 84.1%의 환자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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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간염 이었으며 9.1%의 환자가 C형 간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 간암 발생의 주요 요인이었다. 

간암 선별 검사를 위한 방법은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으면서 환

자에게 불편감이 적어야 할 것이다. 간암 선별 검사를 위해 가장 흔

히 권장되는 방법은 αFP과 복부초음파검사로 본 연구에서도 주된 선

별검사 방법으로 사용하 다. αFP은 민감도가 39%∼64%, 특이도가 

76%∼91%, 양성예측률이 9%∼32%까지 보고 되고 있어.
26,27,28

 단독으

로 선별검사에 사용되기는 적절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도 αFP은 간

암 진단 당시 400 ng/mg 이상인 환자가 16.3%에 불과했으며 이는 α

FP 단독으로는 조기검진에 사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αFP-L3나 

PIVKA II와 같은 다른 혈청학적 지표가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간암 선별검사에서의 역할 및 3cm 

이하의 소간암을 조기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전향적 연구가 필요

하다.29,30

 초음파 선별검사는 간단하고 예민한 검사로 간암 선별검사의 중요

한 수단인데 선별검사의 기간을 종양이 2배 크기로 증식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6개월 간격을 권고하고 있으며,31 본 연구에서도 초

음파 검사 기간이 6개월 이내가 평균 장경이 2.8 cm으로 6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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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평균 장경 4.2 cm에 비해 작아서 6개월이내의 검사 간격이 조기

진단의 효과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검사는 간경변 환자에서 발생하는 다병소 간암을 진단하는데

는 적절하지가 않다. Rizzi 등의 보고에서는 초음파검사가 간암 전체

에서 80%의 민감도를 갖으나 다병소 간암에서는 16%의 민감도를 보

고, 컴퓨터단층촬 은 전체적으로 86%의 민감도에 다병소 간암에서 

58%의 민감도를 보여,
32
 간경변 환자에서는 컴퓨터단층촬 이 αFP과 

초음파보다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 다.33,34 본 연구

에서도 간경변이 간암 위험군의 33.9%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음파검

사 외에 컴퓨터단층촬 을 선별검사로 적절히 이용한다면 조기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간암 예측 모형을 적용한 선별검사를 시행하 는

데, 이 때 3 cm 이하의 소간암의 진단율은 65.9%로 한 등이 보고한 

소간암 진단율 66.4%와
17
 유사하게 높은 소간암 진단율을 보 으며 

이는 간암 예측 모형을 적용한 차별화된 선별검사가 간암의 조기진단

에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암발생 위험지수와 간암발생확률에 따른 분포 및 적절한 선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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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본 결과 간암 발생 예측 및 

선별 검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상대적 위험도에 의해 계

층화된 3단계 군(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하 고 

1999년에서 2000년까지 2년간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각각의 군에서 

간암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에서 0.62%, 중간위험군에서 

4.84%, 고위험군에서 22.9%의 발생률을 보이고 간암발생환자중 4.5%

만이 저위험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에 

따른 위험군 분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조기진단을 위

한 선별검사의 효용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위험군에서는 높은 간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조기간암 진단을 위해 선별검사 시행간격을 줄이고 좀 더 세 한 추

적관찰이 필요하지만, 저위험군에서는 간암발생률이 0.62%로 낮아서 

현재까지 시행된 일율적인 선별검사 방법의 계속적 적용에 대해 재고

가 필요하며 선별검사 시행간격을 넓힐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으

로 생각된다.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간경변, 만성간염,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남성, 40세 이상의 연령, 상습적 음주자, 혈청 αFP 20 IU/mL 이상, 

ALT의 정상범위 이상 상승, 초음파 검사상 간 실질 에코유형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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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2,18
 이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모형이 간암발생위험군을 계층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간암 선별검사의 대상자 재조정 및 선별검사 기간 

조절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다 효과있고 경제적인 간암 선별검사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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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간암 발생에 대한 위험군별 선별검사의 유용성 및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유용성을 전향적 연구관찰을 통하여 확인하고

자 하 다.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

속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간암 발생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정기적

으로(2회이상) 복부 초음파 검진을 받아온 8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이 중 44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 다. 3 cm 이하의 소간암

의 진단율은 65.9%로 이전의 소간암 진단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간암 발생은 저위험군에서 0.62%, 중간위험군에서 4.84%, 고위험군에

서 22.9%의 발생률을 보이고 간암 발생 환자 중 4.5%만이 저위험군

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에 따른 위험군 분

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이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의 효용성을 높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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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acy of Individual Prediction Model for the Early Diagnosis of 

the Hepatocellular Carcinoma 

Jong Won Choi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g-Hyub Han)

 Hepatocelluar carcinoma(HCC) is the second most common cancer 

in Korea and the early diagnosis of HCC is important in the 

prognosis. The risk factors for HCC in Korea was identified 

through a nine-year follow-up study, from 1990 to 1998, of 4339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and established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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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model according to these risk factors. It was proposed 

that the patients should be classified into a low risk group, an 

intermediate risk group, and a high risk group according to 

individual prediction model and that the screening programs should 

be done according to patients risk group. We applied these 

screening programs to the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from 

1999 to 2000 at Severance Hospital in Korea.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se data and established efficacy of the screening 

program according to the risk group and individual prediction 

model.

 We studied a total 833 patients who had regular ultrasonography 

check-ups for screening of HCC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00.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a low risk 

group(less thann 5% probability), an intermediate group(5% to 15% 

probability), and an high risk group(more than 15% probability)) by 

their risk index and probability of HCC development according to 

individual prediction model using the patients age, History of liver 

disease, B viral hepatitis, C viral hepatitis, ALT, αF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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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ography, and observed the development of HCC. The risk 

index and the probability of HCC development is calculated by the 

next formula.  Risk Index(RI) for HCC = e
A
 Ie, A=-6.2543+(1.7219x 

Liver cirrhosis)+(0.7339 x chronic hepatitis)+(1.2631 x C viral 

hepatitis)+(0.7754 x B viral hepatitis) +(1.3145 x age (more than 40 

year))+(0.3 x Man)+ (0.8257 x αFP (more than 20 IU/mL))+(0.2830x 

ALT (more than 40 IU/L))+(0.5840 x alcoholics)+ (0.2221 x 

unknown alcoholic history).  Probability for HCC(%) = Risk 

Index/(1+Risk Index) X  100.

 44 out of 833 patients developed HCC during 36 months of follow 

up. According to individual prediction model, 2 of 324 patients in 

the low risk group(0.62%), 20 of 413 patients in the intermediate 

risk group, and 22 of 96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HCC. In the 

group of less than 3 cm diameter at diagnosis of HCC, the mean 

survival duration was 26 months and in the group of  more than 3 

cm diameter, it was 17 months(p<0.01). At diagnosis of HCC, 29 

of 44 HCC patients(65.9%) were detected early, less than 3 cm 

diameter and the result was similar to the early detection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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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C in the past when the screening test had been done within 6 

months. 

 We confirmed that th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HCC according to individual prediction model is reliable to predict 

the risk of development of HCC and that the discriminative 

screening program according to risk index is reliable in the early 

detection of HCC. Therefor we expect that Individual prediction 

model is useful for the national HCC early detection pla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Hepatocellular carcinoma, Individual prediction model 

of hepatocellular carcinoma, Early diagnosis, Scree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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