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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radiofrequency ablation (RFA)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s most widely 
used under ultrasonography (US) guidance. With the technical development, small HCCs in 
challenging locations can be ablated effectively. Both fusion imaging and contrast-enhanced 
US is useful for identifying small inconspicuous HCCs on conventional US, thereby enable us 
to conduct successful RFA. Artificial ascites can enhance ultrasonic window and is helpful in 
avoiding thermal injury to the surrounding organs. Laparoscopy is also useful for guidance 
of RFA for subcapsular HCCs which are difficult to approach percutaneously. (J Liver Cancer 
2014;14: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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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에 간경화와 그에 따른 간세포암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간세포암은 10만명당 22.8명의 발생률(2011년 현
재)을 보이는 국내에서 6번째로 흔한 암종이다. 간세포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
료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잔존 간 기능 등의 문제로 인하

여 조기에 발견된 간암이라 할지라도 외과적으로 모두 제
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고주파열치료술은 외

과적 절제의 대안으로서 좋은 치료 결과들을 보여 왔다. 최
근 개정된 Barcelona Clinic Liver Cancer (BCLC) 가이드라

인에 의하면, 간이식을 고려하지 않는 very early stage의 간
세포암은 고주파열치료술이 일차치료로 쓰일 수 있게 되었

다.1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 있으나, 크기가 작은 
간세포암이 고주파열치료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3

고주파열치료술은 일반적으로 영상 유도 하에 경피적으

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널리 쓰이는 영
상 유도 방법이다. 이는 CT나 MRI에 비하여 초음파가 갖
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음파는 
이용하기 쉽고, 실시간으로 영상 유도가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다. 최근 초음파 유도하

의 간세포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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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융합 영상(Fusion imaging)

근래에 간세포암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검사와 CT 또는 
MR 영상이 발전에 따라 매우 작은 간세포암이 종종 발견

되고 있다. 간세포암의 조기발견은 환자나 임상의사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 없으나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세

포암의 초음파 검출율은 종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크
기가 매우 작은 간세포암은 B 모드 초음파에서 확인이 어
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초음파 유도하의 고주파

열치료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4 특히 우리 나라와 같
이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많은 경우에는 종양 주변의 

가성 종양을 종양으로 오인하여 부정확한 치료를 하기도 
한다.5 최근 국내에 도입된 융합 영상은 실시간 유도 영상을 
제공하는 초음파와 해상도와 대조도가 뛰어난 CT나 MR과 
같은 영상을 융합하여 보여주는 기법이다. 환자 몸 가까이

에 위치한 전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위치해있고, 초음파 
탐촉자에 부착된 위치 센서는 탐촉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며, 이 변화된 신호는 실시

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시술자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움직임에 따라 융합된 CT나 MR영상이 연동되어 같은 단
면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영상 기법이다. 융합된 CT나 MR 
영상을 실시간 초음파와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고식적인 초
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간세포암도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고주파열치료술을 효과적

으로 시행하고 있다(Fig. 1).6,7 그러나 융합 영상이 모든 간

Figure 1. Recurrent subcentimeter-siz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n a patient who previously underwent radiofrequency ablation 
(RFA) for HCC. (A) Hepatobiliary phase MR image shows a lesion (arrowhead) with low signal intensity in segment 5. (B) The lesion (arrowhead) 
shows high signal intensity on diffusion weighted image. Since the lesion was a new lesion with arterial hypervascularity (not shown here), 
the lesion was diagnosed as a recurrent HCC. (C) On planning ultrasonography (US) for RFA, the lesion is not identified. (D). However, after 
applying fusion imaging, a small low echoic lesion (arrowhead) is seen at the corresponding site (arrowhead) of the fused M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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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0.8 cm-sized recurrent hepato-
cellular carcinoma (HCC) in a 54 year old 
male patient. This patient previously under-
went laparoscopic radiofrequency ablation 
(RFA) for a HCC. (A) Arterial phase MR image 
shows a small new enhancing nodule in 
segment 3 of the liver. (B) The lesion (arrow-
head) shows low signal intensity on hepato-
biliary phase. Although not shown here, the 
lesion shows washout on delayed phase, 
high signal intensity on T2- and diffusion-
weighted image. Therefore, this new lesion 
was regarded as a recurrent HCC. (C) On 
planning US for RFA using fusion imaging, 
the lesion (arrow) is seen as a low echoic le-
sion, where the tumor (arrow) is located in 
the fused MR image. However, the lesion 
conspicuity was not enough due to small 
size of the lesion. (D) Therefore, to be cer-
tain, contrast-enhanced US (CEUS) was per-
formed. On CEUS, the lesion (arrow) shows 
arterial enhancement. (E) On delayed phase, 
the lesion is seen as a defect, indicating that 
the lesion is a HCC. Thanks to fusion imag-
ing, 2nd injection of Sonazoid was not nee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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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암을 검출해주지는 못하며, 특히 간세포암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융합 영상을 이용해도 초
음파에서 병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문맥 분지, 
석회화, 낭종과 같은 구조물을 해부학적 이정표로 삼아 전
극 삽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8 국소치료술 후의 재발된 간
암도 융합영상을 이용하면 초음파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하는데 유리해서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해진다.9

그러나 융합영상이 간세포암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완벽

한 것은 아니며 특히 간의 변연부에 위치한 작은 간세포암

은 고주파열치료술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실
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10 B형 간염과 관련된 간경화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가 1.5 cm보다 작고, 종양이 간의 변
연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성 종양을 간세포암으로 오인하

여 부정확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종양이 간 변연부

에 위치해 있으면 간문맥과 같은 해부학적 이정표를 이용하

여 초음파에서 종양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 또한, 간 변연부

는 환자의 호흡에 따른 위치와 모양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위에 위치한 간세포암의 치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융합 영상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술자의 경험이나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는 수동으로 영상을 융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융합영상을 얻는 쪽
으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의 발전이 더욱 필
요하다. 또한 환자 호흡에 따른 간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실
시간으로 보상해주는 non-rigid registration이 조만간 임상

에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11

2.   조영 증강 초음파  

(Contrast-enhanced ultrasound)

간 초음파를 위한 초음파 조영제는 현재 국내에서 SonoVue 
(Bracco, Milan, Italy)와 Sonazoid (GE healthcare, Oslo, 
Norway)가 사용되고 있다. 융합 영상과 마찬가지로, 조영 
증강 초음파는 고식적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간
세포암을 검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12-14 특
히, 최근 국내에 도입된 Sonazoid는 vascular phase와 post-
vascular phase를 제공하여 작은 간세포암의 고주파열치료

술에 유용하다.15-17 특히, Sonazoid는 간 내의 정상 세포인 
Kupffer cell에 흡수되므로 조영제 주입 후 약 10분 뒤의 
post-vascular phase는 간세포암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즉, 이 시기에 Kupffer cell이 없는 간세포암은 저 에

코로, 정상 간은 고 에코로 보이게 되며, 이 post-vascular 
phase는 수십 분 동안 지속되므로 고주파전극을 삽입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Sonazoid 주입 후 post-vascular phase에서 저 음영 결절

이 발견되면 2차 주입을 통해서 결절의 과혈관성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이를 defect-reperfusion imaging이라 칭하고 
주로 일본에서 간세포암의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3 
그러나 일반적으로 post-vascular phase를 위해 조영제 주입 
후 1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바쁜 진료 현실을 고
려한다면 매우 긴 시간이다.

따라서 만약 MR 영상에서 작은 간암 또는 간암 의심 결
절이 발견되면 융합 영상을 미리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융합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조영제를 주
입하면 동맥기부터 조영 증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2차 
주입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시간이 단축되고 전체 
시술시간도 단축된다.9 따라서 융합 영상이 이용 가능하다

면, 융합 영상 하에서 조영 증강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유
리하다(Fig. 2).

3. 인공 복수(Artificial ascites)

고주파열치료술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
다. 대장, 횡격막과 같은 주요 장기가 간세포암에 연해 있는 
경우 주변 장기로의 열손상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종양의 
위치나 환자 상태에 따라 초음파 음창이 나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인공복수를 이용하여 열손상을 방지하고 음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Fig. 3) .18,19

그러나 인공 복수가 모든 환자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다. 만약, 외과적 절제연에 재발한 간암이 있고 이 부위에 
대장, 위 등이 유착된 경우는 인공복수를 사용한다 하더라

도 장과 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20 또한 복수에 
잠겨있는 간이 전극 삽입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전극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치료가 필요한 큰 종양의 경우는 정확

한 시술이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인공 복수 생성은 안전하다. 그러나,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21 가장 흔한 합병증은 흉
수이다. 이는 복수가 횡격막을 통해 음압이 있는 흉강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흉수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몸 안에서 수일 내에 흡수되지만, 경우에 따라 호흡 곤
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흉관 삽입 또는 이뇨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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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1.2 cm-siz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n a 70 year old male 
patient. (A) Arterial phase MR image shows a 
small enhancing nodule in segment 4 of the 
liver. (B) The lesion (arrowhead) shows low 
signal intensity on hepatobiliary phase. The 
lesion is located in the subcapsular area, 
abutting to the abdominal wall. (C) On 
planning US for RFA using fusion imaging, 
the lesion (arrowhead) is seen as a low echoic 
lesion, where the tumor (arrowhead) is 
located in the fused MR image. (D) To avoid 
collateral thermal injury by RFA, about 300 
mL of 5% dextrose in water solution was 
introduced in the abdominal cavity. The 
tumor (arrowhead) is separated from 
abdominal wall due to artif icial ascites 
(asterisks). (E) During the percutaneous RFA, 
echogenic zone (black arrowheads) was 
made, which was large enough to cover the 
tumor (white arrowhead). Thanks to artificial 
ascites, the patient was stable throughout 
the procedure without complaining severe 
pain. (F) On immediate post-RFA CT image, 
the tumor (white arrow) was completely 
covered by ablation zone (black arrowheads), 
indicating technic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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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강경 초음파(Laparoscopic ultrasound)

간세포암의 고주파열치료술은 대부분 경피적 방법으로 
시행되지만, 모든 종양을 경피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
다. 특히, 종양이 횡격막 직하방의 간 꼭대기에 있거나, 간 
주변으로 대장, 복강 내 지방 등이 위치해 있어 초음파 음창

이 나쁜 경우 경피적 접근이 어렵다. 또한 절제연에 재발한 
간암의 경우 종양이 위, 대장 등과 유착이 있으면 열손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어렵다. 이 경
우 개복 하에 위험한 구조물을 박리 후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 종양이 간의 표면에 위치해 있어 육안적으

로 주변 정상간과 구분이 잘 된다면 복강경하에 고주파열

Figure 4. A 1.7 cm-siz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n a 51 year 
old male patient. (A) Arterial phase MR image shows a small 
enhancing nodule (arrowhead) in the dome area of segment 8. The 
liver is surrounded by abundant omental fat due to liver cirrhosis. (B) 
The lesion (arrowhead) shows low signal intensity on hepatobiliary 
phase, suggestive of small HCC. (C) On planning US for RFA using 
fusion imaging, the lesion is totally invisible on US due to poor sonic 
window. Arrowhead in the fused MR image indicates the tumor. (D) 
CT image obtained after laparoscopic RFA shows large ablation zone 
(arrowheads), which is large enough to cover the entir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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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다(Fig. 4).22 복강경 유도하의 고주파

열치료술은 경피적 방법에 비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서 
전극을 삽입할 수 있어 간세포암의 직접 천자를 피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술도중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
견된다 하더라도 외과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종양이 간 피막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 초음파 
유도가 필요한데 복강경하의 초음파 유도는 기술적으로 쉽
지 않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만약 종양이 간 실질 내에 
깊숙이 위치해 있으면 복강경 유도하의 고주파열치료술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맺음말

국내에서 간세포암의 고주파열치료술은 초음파 유도하

에 가장 널리 시행된다. 여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작고 치료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간세포암들도 점차 효과적인 치
료가 가능해 지고 있다. 융합 영상과 조영 증강 초음파는 크
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운 작은 간세포암을 찾아내는데 유
용하며 성공적인 고주파열치료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인공 복수는 음창을 개선하고 주변장기로의 열손상은 방지

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을 가능하게 만든다. 복강경

은 경피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간 표면에 위치한 간세포암

에 대해 효과적인 고주파열치료술을 용이하게 만든다. 

중심 단어: 간세포암; 초음파; 융합 영상; 조영 증강 초음파; 

인공 복수; 복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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