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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최신 가이드라인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도      영

  다른 소화기질환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B형 간염, C형 간염, 간세포암 등의 간질환에서 많은 신약이 개발되

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상 결과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국제 으로 임상의들을 한 진료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간질환인 B형 간염, C형 간염, 간세포암의 치료에 국한하여 과거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추가된 내용을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B형 간염

1. 치료의 응

  미국 간학회(AASLD)와 유럽 간학회(EASL)의 B형 간염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고, 한 간

학회에서도 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어느 약물로, 언제까지 치료하느냐와 각 약물의 효과, 부

작용이 어떠한지가 B형 간염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사들의 공통 심사이다. 30세 이 의 소  면역 용기

(immune-tolerant phase)에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고, 치료 여부는 연령, 간질환의 정도,  HBV 

DNA의 양과 e항원 상태, ALT, 조직학  염증괴사/섬유화 정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HBV 

DNA 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기 을 정해서 그 이상일 때 치료한다는 것이 비합리 이지만, e

항원 양성 환자의 경우, 미국 간학회에서는 HBV DNA ＞20,000 IU/ml 이상, 유럽 간학회에서는 ＞20,000 IU/ml 이

상이면서 ALT가 정상 상한의 2배 이상(3∼6개월 지속)일 때 치료를 개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1,2

 ALT가 정상 상한

의 1∼2배 정도로 경미한 상승을 보일 때, 특히 연령이 4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간조직 생검이 치료 시작여부를 

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염증괴사의 정도가 등도(moderate) 이상이거나 섬유화가 stage 2 이상이면 ALT 상

승이 경미하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의 응이 되기 때문이다.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HBV DNA 기  역시 

유럽 간학회가 낮게 잡고 있는데, 미국 간학회에서는 ＞20,000 IU/ml 이상일 때에 한해서 ALT가 정상이더라도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하지만(＜20,000 IU/ml에서는 ALT 상승시에 치료 시작 권유), 유럽 간학회에서는 

에서 HBV DNA가 검출되면 양에 계 없이, ALT가 정상이더라도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비 상성 간경

변증에서는  HBV DNA 양에 계없이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2. 각 약물의 효과

  e항원 양성 환자에서 1년 치료 후의 바이러스 반응(virologic response)는 페그인터페론 alpha-2a/2b에서 25%,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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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에서 1년 치료 시 의 각 약제의 효과.

Fig. 2. e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에서 1년 치료 시 의 각 약제의 효과.

부딘에서 36∼40%, 아데포비어에서 21%, 엔테카비어에서 67%, 텔비부딘에서 60%, 테노포비어에서 74%로 보고되

었다(Fig. 1).
3-9

  e항원 음성 간염에서, 1년 치료시의  바이러스 음성율은 페그인터페론 alpha-2a/2b,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엔

테카비어, 텔비부딘, 테노포비어에서 각각 63%, 72%, 51%, 90%, 88%, 91%로 보고되었다(Fig. 2).9,10,11-14 1년 치료 

후 HBsAg 소실율은 페그인터페론 알 에서 3%, 경구약에서는 0% 다.

3. 테노포비어(Tenofovir)

  미국에서 HIV 치료제로 개발된 테노포비어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로 승인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출시될 

정으로 이 약물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테노포비어는 뉴클 오타이드 유사체로 단일성분 는 emtricitabin과 

복합제(Truvada)로 매되고 있다. 구조 으로 아데포비어와 유사하고 실험실에서 두 약제의 효능이 비슷하다고 알

려져 있으나, 아데포비어보다 신독성이 덜해서 고용량(300 mg)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아데포비어보

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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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항원 양성에서 266명을 상으로 테노포비어와 아데포비어의 비교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48주째 바이러스 음

성률(76% vs. 13%), ALT 정상화율(68% vs. 54%), HBsAg 소실률(3% vs. 0%), 조직학  호 율(74% vs. 68%), 그리

고 HBeAg 청 환율(21% vs. 18%) 모두 테노포비어가 좋은 효과를 보 다.15 48주째 아데포비어를 테노포비어로 

환하고 72주째에 청 DNA가 계속 양성인 경우 emtricitabine을 병합하여 96주째 반응을 보았을 때 처음 아데포

비어를 복용하다 48주째 테노포비어로 환한 환자들의 반응이 개선되어 처음부터 테노포비어를 복용한 환자들과 

바이러스 음성률(78% vs. 78%), HBeAg 청 환율(26% vs. 24%), 그리고 HBsAg 소실률(4% vs. 5%)에서 차이가 

없었다.
16

  HIV와 복감염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 연구를 통해 라미부딘 내성시 테노포비어 투여가 아데포비어보다 유

의하게  바이러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후 HBV 단독감염에서도 라미부딘 내성시 테노포비어가 

아데포비어가 더 효과 으로 HBV DNA를 감소시켰다.
17

  아데포비어와 테노포비어는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교차 내성을 가진다. 실험실 수 에서 아데포비어 내성을 

보이는 N236T와 A181V/T 변이의 바이러스에 해 테노포비어는 야생형과 비교할 때 항바이러스 억제가 3∼4배 

떨어진다. 임상 으로도 아데포비어 내성시 테노포비어를 사용하면  HBV DNA는 감소하지만 여 히 검출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테노포비어 내성에 해서는 아직 장기 인 결과가 없다. HIV와 복감염된 환자에서 rtA194T가 내성을 보이는 

변이로 보고된 바 있으나,
19

 다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변이가 존재하면 바이러스 증

식력이 떨어지지만 precore 변이(G1896A)가 있으면 증식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e항원 음성 간염에서 A194T 변이가 

선택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개의 테노포비어 련 3상 임상시험에서 7명의 환자가 바이러스 돌  상을 

보 으나 내성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장기 사용에 따른 내성 변이종 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C형 간염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C형 간염 유병률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1%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

의 보 에 따라 C형 간염 환자의 발견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재 표 치료로 알려진 페그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과 리바비린의 병용요법으로  바이러스 제거율이 2, 3 유 자형의 경우 90%에 이르기 때문에 C형 

간염 치료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치료제처럼 최근 바이러스 증식에 여하는 

polymerase나 protease를 억제하는 경구용 신약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여 재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

망이 되고 있다. 이 새로운 약제들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진행 이므로 효과나 부작용에 한 결과가 축 되면 소

개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치료반응을 측하거나 치료 기간을 단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속 바이러스 반응

(rapid virological response, RVR)의 유용성과 치료 실패한 환자에서의 재치료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1. RVR의 유용성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의 병합요법시 유 자 1형에서 12주째 조기 바이러스 반응(early virological response, 

EVR)을 검사함으로써 지속 바이러스 반응(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SVR)을 측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치료 4주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RVR은 유 자형이나 약물의 종류(PEG IFN alfa2a vs. alfa2b)에 

계없이 SVR의 달성을 높은 확률로 측하는 인자이다.20 그러나, 유 자 1형 환자의 15∼20%에서, 그리고 유

자 2형 환자의 66%에서만 이 RVR을 이룰 수 있다.
20,21

 유 자 1형 환자의 후향  분석에서 RVR을 이룬 환자의 

91%, SVR을 이룬 환자의 75%, 그리고 치료 24주째 바이러스 음성인 환자의 45%에서 SVR을 달성했다.20 이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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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의  바이러스 제거가 신속할수록 SVR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다시 RVR에 이르면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반 로, RVR의 음성 측도가 낮기 때문에 RVR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치료를 단해서는 안된다(EVR의 음성 측도는 97%이기 때문에 EVR을 이루지 못하면 치료를 단축한다). 

 바이러스 양이 은(＜600,000 IU/ml) 유 자 1형 환자에서 페그인터페론 alfa-2b (1.5μg/kg/week)와 리바비린

(800∼1,400 mg)을 24주 치료했을 때, 체 인 SVR은 50%의 환자에서 찰되었다.22 47%의 환자에서 RVR을 이

루었는데 이들에서는 SVR이 89% 고, RVR을 이루지 못한 환자에서의 SVR은 20%로 큰 차이를 보 다. 이 결과

를 보면, RVR에 도달한 유 자 1형 환자에서는 치료 기간을 24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자 2, 3형의 경

우, 기 연구에서는 RVR을 이루었을 때 12∼16주 치료의 SVR이 표  24주 치료와 등함을 보여주었다(62∼

94% vs. 70∼95%).23-26 그러나, 최근의 1,469명을 상으로 한 규모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페그

인터페론 alpa-2a 180μg과 리바비린 800 mg으로 치료했을 때 24주 치료의 SVR이 16주보다 높았고(76% vs. 65%, 

P＜0.001), RVR을 이룬 환자에서도 24주 치료의 SVR이 유의하게 높았다(85% vs. 79%).21

2. 치료 실패 환자의 재치료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의 치료 실패는 무반응(non-response), 치료 의 바이러스 돌 (virological 

breakthrough), 그리고 치료 종료 후의 재발(relapse)로 나  수 있다. 치료에도  바이러스가 감소하지 않는 무반

응 환자에서의 재치료 방법은 매우 제한 이다. 동일한 약제로 재치료할 때 SVR은 5%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다.
27

 다른 종류의 페그인터페론, 가령 PEG IFN으로 실패했을 때 consensus IFN으로 교체해서 치료하

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28 치료 무반응자에서 간경변의 진행이나 간암 발생을 억제하기 한 용량 PEG IFN의 

유지 요법과 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규모 연구(HALT-C) 결과를 보면 유지 치료군과 비치료군 사이에 

간경변 악화의 발생이 각각 34.1%와 33.8%로 차이가 없었다.
29

 따라서, 진행된 섬유화 는 상성 간경변증 환자

에서 표 치료에 무반응인 경우, 용량 페그인터페론으로 유지 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

에 conventional IFN에 무반응이었던 환자에서는 PEG IFN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conventional IFN 단독치료력이 있는 환자에서 PEG IFN+리바비린으로 20∼40%의 SVR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

다.30

  페그인터페론 치료 종료 시 에 에서 바이러스가 소실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소  ‘재발’ 환자의 재치료에 

한 결과는 거의 없다. Conventional 인터페론 치료 후 재발된 환자에서 고용량(1.5μg/kg/week) 는 용량(1.0μg/ 

kg/week)의 페그인터페론 alpha-2b와 리바비린 병합요법시, 체 인 SVR은 42%에서 달성하 고, 고용량에서 보다 

높았다(50% vs. 32%).31 이상을 통해 볼 때, 치료에 한 무반응 는 재발 환자에서 기존의 약제를 이용한 재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재 임상시험 인 protease (or polymerase) inhibitor의 역할을 기 해 본다.

간세포암

1. 간 제술(hepatic resection)

  과거 20년 동안 간의 해부학  이해 증가와 외과  수술 기술, 수술 후 치료 기술의 향상으로 수술에 의한 사

망률이 격하게 감소하고 생존율은 향상되었다.32 최근 간세포암의 수술  제술의 5년 생존율은 30∼60%이고 

수술에 의한 사망률은 3% 이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단 당시 10-30%의 간세포암 환자만이 근치  제술의 

상이 된다.
32

 수술의 기인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커서 제술 후 잔여 간이 충분한 기능을 못할 것으로 상

되는 경우와 진행성, 다발성의 경우, 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문맥이나 간정맥, 하 정맥 등이 침범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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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2

  1) 수술  간기능의 평가

  정상 인 간은 80%의 제를 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된 간질환이 있는경우 특히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 후 간부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간기능 검사, 액응고 검사, 소  수 

측정 그리고 임상  간기능 평가가 필수 이다. 일반 으로 Child-Pugh 분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믿을만한 평가 

방법이다.33-35 체로 Class A의 경우는 간의 50%까지 제가 가능하고 Class B의 경우는 25%까지 가능하며 Class 

C의 경우는 수술의  기로 여겨진다. 한, 약물 주입 15분 후에 측정되는 indocyanine green (ICG) retention 

test (ICG-R15) 역시 수술  평가에 이용되며 정상 범 는 3.5∼10.6%이다. 일반 으로 R15이 14% 이상의 경우는 

간 제술에 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2) 제술 후 간세포암의 재발

  제술 후 5년 경과시 50∼80%에서 간세포암이 재발한다.37-41 이러한 재발은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

우라기보다 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암종의 존재 는 수술  종양세포의 종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이런 재발을 이기 한 neoadjuvant 는 adjuvant therapy의 시도가 있다.
42-45

  3) 병기 축소(downstaging) 후의 구제 수술(salvage surgery)

  다양한 국소 치료 후의 구제 수술은 진행성 간세포암의 치료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진단시 수술이 불가

능했던 경우라도 여러 치료로 종양의 개수가 감소한 경우, 정맥 이 없어진 경우, 간세포암의 크기가 어든 

경우, 그리고 종양 외의 정상 간조직이 확 되어 수술 이후 간기능 부 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구제 수술

이 가능하다.46-48

  4) 종양축소 수술(cytoreductive surgery)

  최근 연구는 종양축소 수술이 요한 이 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양의 크기를 임으로써 잔존하는 

종양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한 크기의 감소 자체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의 

강도를 일 수 있다. 한 증상의 호 이나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 로 수술 자체가 종양세포의 

종을 일으킬 수 있고 수술 후 치유과정에서 성장인자(growth factor)의 증가와 수술의 stress에 의한 면역억제는 오

히려 종양의 성장을 진할 수 있다.49,50

  5) 간 이식

  간세포암의 치료로서 간 이식을 시행하는 개념은 지난 20년 사이에 두되었다. 이론 으로 간 이식은 종양을 

완 히 제거할 수 있으며 동반된 간 질환에 무 하고 문맥압 항진증 치료도 가능하다는 에서 간 제술보다 치

료성 에서 더 우 에 있다. 간 이식의 응증으로는 단일 간세포암에서는 직경이 5 cm 이하이고 3개 이하의 경

우에는 각각이 3 cm 이하일 때 가능하다(Milan criteria). 이런 경우 5년 생존율이 58∼74%로 수술 결과가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51

  6) 간세포암에서 간 이식 선택기 의 확

  미국 캘리포니아 학(UCSF)의 연구에서는 종양의 수와 크기의 기 을 더 확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Yao 

등은 단일 종양의 경우 6.5 cm 이하 3개 이하의 경우는 가장 큰 종양이 4.5 cm 이하고 종양의 크기를 합산했을 

때 8 cm 이하면 육안   침범(gross vascular invasion)이 없는 경우 수술의 응이 될 수 있다고 하 다(UCSF 

criteria).52 그러나, 이 기 은 이식 의 상 검사가 아니라 이식 후 제거된 간의 병리 분석을 통해 제안된 것이므

로 실제 임상에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7) 간 이식  교량 치료(bridge therapy)

  간 이식에서 수요와 공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종양의 진행에 의해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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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1년 사이에 높게는 25∼37.8%의 환자

들이 명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양한 교량 치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안되었다. 를 들어 간동맥 

화학색 술(TACE), 국소 소작술(local ablative therapy) 등은 암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수혜자가 간 이식을 받는 동안 

종양의 종을 이며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춘다. 한 이런 시술은 부작용이 크지 않은 장 도 있다.
53,54

  8) 간세포암에서 간 제와 간 이식의 비교

  작은 간세포암을 가지면서 잔여 간기능이 좋은 환자에서 간 제와 간 이식  어느 것이 좋은지에 해서 아

직 이론이 많다. 간 제가 간 이식보다 남아있는 조직에서 간경변의 진행이나 암의 재발이 높아 성 이 조하다

는 문헌도 있다. 어떤 자들은 간 제가 추후에 환자의 간 이식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55 반 로 다

른 연구에서는 간 제술이 잔여 간기능이 좋은 작은 간세포암 환자에서는 간 이식과 성 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

한다. 간 이식의 공 은 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의 임상의는 실 으로 처음에 부분 간 제

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56

  9) 간세포암의 치료로서 생체 부분 간 이식(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

  지난 10년 동안 간 이식의 공여자가 기 때문에 LDLT가 두되었다. LDLT는 간세포암 환자에서 두가지 장

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간 이식술 기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식의 응증을 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간세포암에서의 LDLT의 유효성에 해서는 제한 인 자료만 있다.57

  10) 국소 소작술(local ablative therapy)

  국소 소작술은 작은 간세포암의 치료 외에 간기능이 좋지 않거나 환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등 수술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 시행되된다. 이 치료방법은 고 험군의 환자에서 비교  안 하게 시행되며 부작용이 다.58 재 

PEI, MCT 그리고 RFA 등 세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이다. PEI는 종양 속으로 바늘을 른 후 95%의 에

탄올을 주입하는 것으로 에탄올이 세포에 분산되게 되면 단백질과 세포의 국소 인 응고괴사를 일으키게 된다. 비

용이 렴하고 시술이 간편하나 반복하여 주입하여야 하고 통증이 잘 생기며 종양이 조  크거나 내부에 벽이 있

는 경우는 불완 한 치료가 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MCT는 음 로 유도하여 극을 종양의 내부에 치시키

고 극 단 를 발생하여 괴사를 일으킨다. RFA는 열소작 요법(thermoablative technique)으로서 종양 부 에 특수 제

작된 바늘을 른 후 기를 통과하면 고온이 발생하여 종양부 를 태우는 방법이다. 종양 내부에서 여러 바늘이 

우산처럼 펼쳐지므로 비교  넓은 부 를 괴하는 장 이 있어 PEI보다 효과 이며 이성 암에서도 효과 인 

장 이 있다. 단 으로는 비용이 비싸며 괴부 가 넓어 주변에 불필요한 손상을  험이 있다. RFA는 경피

인 근과 복강경에 의한 근 그리고 개복 수술 에도 시술이 가능하다.

  11) 간동맥을 통한 치료: TACE

  간은 문맥과 간동맥에 의한 두 가지의 액공 을 받는 장기이다. 정상 으로 문맥은 간으로의 액공 의 75∼

85%를 담당하고 간동맥은 보조 인(20∼25%)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간세포암의 경우는 이 비율이 변하게 된

다. 즉, 종양은 90∼100%의 액공 을 간동맥에 의해서 받게 된다. 이런 해부학  특징이 간동맥을 통한 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TAE는 종양에 양을 공 하는 간동맥을 색 (embolization)하는 것으로 색 에 사용되는 물질

은 sterile absorbable gelatin sponge (Gelfoam), stainless steel coils, 는 polyvinyl alcohol sponge (Ivalon)가 있다. 이런 

물질의 선택은 색 하려는 간동맥의 크기에 달려있다. Stainless steel coils와 polyvinyl alcohol sponge는 구 으로 

간동맥을 색 하며 Gelfoam은 일시 으로 폐쇄를 일으킨다. TAC는 항암제를 lipiodol과 같이 간동맥으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TACE는 TAE와 TAC를 체하게 되었다. TACE는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 뿐 아니

라 수술이 가능한 경우나 간이식을 받기  등 여러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완화 치료(palliative treatment)이다. 

TACE 후에 종양의 감소는 17∼61.9%까지 보고되지만 TACE 후에도 살아있는 종양 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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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양의 감소는 0∼4.8%로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TACE 후 후가 좋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는 

종양 직경이 5 cm 미만인 경우, 종양에 의한 간조직의 침범이 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좌, 우엽  한쪽 엽에만 

종양이 있는 경우이다. 가장 흔한 TACE의 부작용은 색  후 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으로 발열과 복통, 

구역, 구토, 백 구 증가증 그리고 간효소 수치 상승 등의 소견을 보인다. 색  후 증후군은 TACE 후 80∼90%에

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분 로 증상이 소실되고 한 증요법으로 치료된다.59,60 최근

에는 간동맥으로 항암제가 지속 으로 반복 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chemoport (항암제 투입구를 신체에 부착시키

는 시술)를 퇴동맥(femoral artery)에 삽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신  부작용을 이고 국소 으로 치료효

과를 높이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12) 외부 방사선요법(external beam radiotherapy)

  최근 간세포암의 치료로 외부 방사선요법이 큰 심을 모으고 있다. 외부 방사선요법 conformal radiotherapy 

(CRT)은 정상 간조직에는 방사능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부작용을 이면서 종양조직에는 종양을 살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방사능을 노출시킴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3차원 치료설계의 용으로 상당 부분 가능

해졌다. 즉 3차원 CRT를 시행하게 되면, 정상조직의 부작용 측 모델을 수학 으로 계산할 뿐 아니라 종양조직

에 최 한으로 상승 가능한 방사선량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61

  13) 간동맥을 통한 방사능요법: TARE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방사능 물질을 간동맥을 통해 종양조직에 직  주입하여 정상조직에는 향이 으면서 인 한 종양조직에서는 

선택 인 방사능 에 지로 암을 괴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외부 방사선 조사와 조하여 이런 치료를 내부 방

사선요법(internal radiotherapy)라도 부르기도 한다.62

  14) 양성자선 치료(proton beam therapy)

  3차원 CRT의 개념을 도입한  다른 치료법으로 양성자선 치료를 들 수 있다. 심부에 있는 종양에 고선량의 방

사선을 집 시킬 수 있는 최신 치료로서 고가의 기계  고도의 기술을 요하나 안정 이고 부작용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세포암에서 양성자선 치료의 생존율 향상에 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63

  15)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는 체외에서 음 를 한곳에 집 하여 종양조직을 응고 괴사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HIFU의 장 은 정상

조직에 피해가 없다는 것과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하기 쉬우며 한 음 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능 등의 노출

이 없어 반복 인 시술도 가능하다는 이다.64

  16) 진행성 간세포암의 치료로 개발된 표 치료 약물

  Sorafenib은 경구용 표 치료 약물로 암세포 내의 신호 달을 차단하는 multikinase inhibitor이다. 이를 통해 종양 

세포의 증식과 신생을 억제하는 작용기 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 안 청에서는 2007년 11월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 경구용 sorafenib을 승인하 다. SHARP trial (Sorafenib HCC Assessment Rando-

mized Protocol)로 알려진 다국 의 다기 , 무작  이 맹검, 약 조 연구에서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65 재, 여러 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

고 있다.

  17) 간세포암의 새로운 치료 방법들

  문맥 증을 동반한 진행성 간세포암에 하여 chemoport를 통한 간동맥 항암제 주입과 외부 방사선요법을 동

시에 용함으로써 치료 종료 1개월 후 40명의 환자  18명(45%)에서 객 인 반응이 찰되었다. 치료에 반응

이 있는 환자들은 반응이 없는 환자들보다 의미있는 생존율의 향상을 보 다. 즉, 문맥 증 동반의 국소  진

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이 치료 방법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66 이외에 간동맥을 통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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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 주입 요법,
67

 유 자 치료, 면역 치료, 냉동치료 등 여러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많은 치료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간암연구회에서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간세포암 치료의 표

 지침은 아니므로 임상의는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병기, 간기능, 경제  여건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최선의 치

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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