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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종 수술 후 발생한 간 외 전이 병변에 대해 폐절제술, 방사선 
치료, 전신 항암치료로 완전 관해된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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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resection is mainstay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However, its 
prognosis is poor, because of the high incidence of HCC recurrence (cumulative 5-year HCC 
recurrence rate of 70-80%). The most common site of HCC recurrence is the remnant liver, and 
extrahepatic recurrence occurs in 6.7-13.5% of patients. Because the tumor characteristics in 
extrahepatic recurrence are usually multiple and aggressive, the optimal treatment modality 
has not yet been determined. We report a case of complete remission and long term survival 
over 60 months in patient with extrahepatic metastasis after curative resection of HCC 
by aggressive treatment, which include lung resection for lung metastasis, radiotherapy 
for mediastinal lymph node metastasis, and systemic chemotherapy. (J Liver Cancer 
2016;1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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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절제술은 간세포암종의 근치적 치료법으로 근치적 절

제술 후 장기적 예후는 5년 누적 재발률 70-8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대부분 간 내 재발이고 간 외 

재발은 6.7-13.5%에서 발생한다.2 간 내 재발의 경우에는 

재발 부위에 대한 절제술, 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간이식 등

으로 치료 가능하여 생존율이 높은 반면, 간 외 전이의 경우 

생존율이 그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3-5 간세포암종의 근치

적 절제술 이후 간 외 전이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6 

cm 이상의 크기, 미세혈관침윤, 불완전피막형성으로 알려

져 있고 다발성 발현 및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최적의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6,7 결과적으로 간 외 전이 재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4-5개월로 낮으며 5년 누적생존율은 33.5%로 간 외 

전이가 없는 환자의 57.8%에 비하여 낮았다.8 저자들은 간

세포암종 수술 후 발생한 간 외 전이 병변에 대하여 적극적

인 추가 치료를 통해 5년 이상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 중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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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1. 임상소견

49세 남자 환자가 외부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 종괴가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수직감염으로 인한 B형간

염으로 정기적 추적 관찰 중이었으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과거력은 없었다. 어머니가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으

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으며 15갑년의 흡연력 및 주 5회, 회

당 소주 1.5병의 음주력이 있었다. 문진 소견에서 경미한 복

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에서 공막의 황달,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은 없었으며 간과 비장도 촉지되지 

않았다 .  내원  당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8,960/uL, 혈색소 14.1 g/dL, 혈소판 428,000/uL, 일반화학검

사 결과 총 단백 7.3 g/dL, 알부민 4.2 g/dL,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34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38 IU/L, 

알부민 4.2 g/dL, 총 빌리루빈 0.8 mg/dL, 알칼리인산분해효

소 124 IU/L, 프로트롬빈 시간 1.03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였다. 혈청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B

형간염 e항원 양성이었으며 C형간염 항체는 음성이었다. B

형간염 혈중 바이러스 농도는 92.6 IU/mL였으며 알파태아

단백(alpha fetoprotein, AFP)은 202.88 ng/mL, protein in-

duced by vitamin K absence or antagonist-II (PIVKA-II)는 

>2,000 mAU/mL로 측정되었다.

2. 영상소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간 5번 구획에 약 6.0 cm의 

경계가 불분명한 소엽 모양의 종괴가 관찰되었고(Fig. 1A) 

자기공명영상에서 동일 부위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기 배출을 보여, 임상적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간세포암

종으로 진단하였다(Fig 1B, C).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동일 부위에 fluorodeoxyglucose (FDG)의 높은 섭취를 보였

으며 이외 다른 부위의 FDG 섭취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진단 및 치료경과

환자는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세포암(cT2N0M0, 

modifie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UICC] stage 

II, BCLC early stage) 진단하에 간 우엽 절제술을 시행하였

다. 절제된 조직은 육안적으로 경계가 뚜렷한 결절형의 7.5 

× 5.5 × 7.0 cm 종괴로 중심부에 40% 괴사를 동반하였으며 

A B C

Figure 1. Over 6 cm lobulated mass at S5 of the liver, consistent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A) CT (portal phase, arrows) (B) MRI (arterial 
phase, arrows) (C) MRI (portal phase, arrows).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B C

Figure 2. Gross pathology of the resected specimen after right lobectomy of liver. (A) Gross pathology of resected specimen. Tumor thrombus in 
portal vein was observed (arrow). (B, C) Photomicrographs of resected specimen, consistent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arrows). (B) Dotted 
line  showed tumor margin (H&E stain ×40). (C) H&E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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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간문맥 내 종양혈전이 관찰되었다. 병리 소견 결과 

Edmondson III 등급으로 부분적 피막 형성 및 피막 침습과 

미세혈관 침습 소견을 보였다(Fig. 2). 상기 소견을 바탕으

로 간세포암 pT3N0M0, modified UICC stage III로 진단하

에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수술 4주 뒤부터 1달 간격으로 간

동맥포트를 통한 cisplatin 주입 및 전신적 5-fluorouracil (5-

FU) 주입 항암 치료를 3회 시행하였다. 

수술 18개월 뒤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 

내에 특별한 병변은 없었으나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AFP 

11.42 IU/mL, PIVKA-II 167 mAU/mL로 상승하여 흉부 전

산화단층촬영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우측 폐문부(26 mm)

와 종격동(18 mm)의 림프절에 전이가 발견되었다(Fig. 3). 

종격동내시경을 통한 우하부 기관옆림프절 생검 조직검사 

결과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한 전이성 간세포암종으로 진단

되어 림프절 전이에 대하여 총 66 Gy (2 Gy/회, 총 33회)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치료 1달 후 종양표지

자 검사 결과는 AFP 3.77 IU/mL, PIVKA-II 15 mAU/mL로 

감소하고 병변 크기도 함께 감소하였다. 이후 특별한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 방사선치료 24개월 뒤 시행한 흉부 전산

화단층촬영에서 폐 우상엽 종괴가 새롭게 발견되고(Fig. 4)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AFP 3.54 IU/mL, PIVKA-II 148 

mAU/mL로 상승하여 우상엽 폐 쐐기절제술 및 림프절 절

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전신적 5-FU + 

cisplatin + adriamycin 항암요법을 5회 시행하였으며 이후 

완전 관해 상태로 현재 5년째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간절제술 후 재발의 대부분은 간 내에서 발생하고 간 외 

재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행성 파종

이 간 외 재발의 주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치적 절제

술 이후 보조적 전신 항암치료가 간 외 재발을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수술 후 항암치료가 효과를 입

증한 연구가 부족하여 수술 후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9 일본 그룹에서는 수술 전 높

은 PIVKA-II 농도, 큰 종양 크기, 현미경적 간문맥의 침범 

여부가 수술 후 간 외 재발의 예측 인자이며 생존율은 간 내 

재발이 수술과 같은 근치적 치료로 잘 조절된 환자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 

본 증례의 경우 근치적 간암 절제술 후 간 내 전이가 없이 

간 외 전이가 단독으로 발생하여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 방

사선 치료, 폐 전이에 대한 절제술 및 보조 항암 요법을 통

하여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간세포암종의 간 

외 전이는 주로 초기 재발과 관련이 있으며 좀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쁜 예후를 가지지만, 간 외 전이에 대하여 절제

술과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국소적인 치료가 불가능

한 전신적인 재발 환자에 비해 좋은 예후를 보였다. 따라서 

간 내 종양이 완치 또는 잘 조절되는 환자에서 다발성 전이

가 발견되기 이전에 간 외 전이를 조기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으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예후를 좋

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간 

외 전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환

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3. Chest CT showed enlarged right hilar and mediastinal 
lymph nodes (arrows). CT, computed tomography.

Figure 4. Chest CT showed newly developed mass in right upper 
lung (arrow). CT,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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