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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만성 C형간염의 치료 42세 남자가 2달 동안의 등 통증으로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에서 간결절이 발견되어 왔다. 환자는
11세에 중국에서 대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vessels)로 심장수술을 받았다. 음주는 하지 않았고 복용
중인 약물은 없었으며 시행한 혈액검사 및 영상의학 소견은 다음과 같았다.

WBC 7,100 /μL, Hb 16.1 g/dL, Platelet 175,000 /μL, AST 62 U/L, ALT 103 U/L, Bilirubin 1.2 mg/dL,
Albumin 4.2 g/dL, Cr 1.07 mg/dL, INR 1.08, AFP 11.81 ng/mL, PIVKA-II 220 mAU/mL, HBsAg (-),
anti-HBs (-), anti-HCV (+), HCV RNA 862640 IU/mL, HCV genotype 1b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의 4분절에 4.3cm 크기의 동맥기에 조영 증강되고 문맥기 및 지연기에 씻김 현상
을 보이는 결절이 관찰되었고 간세포암종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소 결절성 과증식 혹은 간선종 감별이 필요하
였다.

[그림 1]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동맥기(좌), 지연기(우)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하여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심전도 검사에서 우각차단 소견 보였고,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박출량은 73%로 유지되나 중증 폐동맥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이 환자에서 간세포암종에 대해 어떠한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본 환자의 간세포암종은 4.3cm 1개로 다른 혈관 침범 등은 없어 mUICC 병기에 따르면 2기에 해당하며, BCLC
병기에 따르면 A에 해당합니다. 간절제술, 간이식, 고주파열치료 혹은 알코올 주입술과 같은 근치적 치료를 하
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 폐동맥협착증으로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을 권유한 상태로 간절제술이나 간이식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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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위험도가 있고,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고주파열치료 혹은 알코올 주입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동맥화학색전술 권유하였습니다.
환자는 약물방출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고 시술 3주 뒤에 시행한 간 전산화단층촬영에
서 완전 반응 소견이 보였고, AFP 4.87 ng/mL, PIVKA-II 146 mAU/mL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림 2] 약물방출미세구 경동맥화학색전술(좌) 및 시술 3주 뒤에 시행한 간 전산화단층촬영(우)

Q2: 이 환자에서 C형간염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경우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간세포암종 재
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만성 C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 중 매년 1-7%의 환자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하며, 섬유화 정도, 성별, 나
이, 당뇨, 알파태아단백 수치 등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만성 C형간염 치료로 지속 바이러스 반응
(sustained virologic response)을 얻게 되면 전체 사망률, 간 관련 사망률 및 간세포암종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경변증을 동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세포암종 발생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최근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로 치료받은 만성 C형간염 관련 간경변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치료로 인해 간기능이 호전되면서 간세포암종 발생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추적관찰 기간 역시 길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여 지속 바이러스 반응을 획득할 경우,
중‧장기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료가 종료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간세포암종 재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일부 연구에서 간세포암종으로 간절제술이나 고주파열치료와
같은 근치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간세포암종 재발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후에도 직접 작용 항바
이러스제가 간세포암종 재발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직
접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간세포암종 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세포암종을 치료받은 환자에서 C형간염 치료
를 보류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간세포암종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
니다.
본 환자의 경우 1회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1년간 완전반응이 유지되고 간세포암종 재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추적 관찰한 혈액검사 및 영상의학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ST 35 U/L, ALT 47 U/L, Bilirubin 1.3 mg/dL, Albumin 4.7 g/dL, Cr 1.00 mg/dL, AFP 3.73 ng/mL,
PIVKA-II 162 mAU/mL, HCV RNA 7625627 IU/mL, HCV genotyp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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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동맥기(좌), 지연기(우)
ombitasvir/paritaprevir/ritonavir, dasabuvir로 12주간 치료하였고 치료 후 3개월 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을 확
인하였습니다.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 간수치는 정상화 되었고, 치료 종료 후 6개월까지 추적관찰 하
였을 때 간세포암종 재발 소견은 없었습니다.
Key message
1.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도를 낮추지만,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간경변증이 동반된 경우 간세포암종 발생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합니다.
2. 간세포암종 치료 후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였을 때, 간세포암종 재발을 낮출 수 있는지는 아직까
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의깊게 간세포암종 재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간세포암종 근치치료(혹은 근치에 준하는 치료) 후 호전된 상태에서 투여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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