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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종에 관한 완치적 치료로는 간절제, 간이식, 고주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가 12 mmHg

파열치료술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 간세포암종에 관한 간이식

이상이거나, 혈소판감소증(<100,000/mm3)이 비장종대 혹은

은 공여자 부족으로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주

식도정맥류를 동반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절제가 이

파열치료술은 3 cm 이하 단일 결절에서는 간절제와 동등한

2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술

생존율을 보이나, 크기가 클수록 재발률이 높다. 따라서 간절

전 indocyanine green 15분 정체율(ICG-R15)을 이용하여 수

제는 여전히 간세포암종의 일차 치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술 후 간기능을 예측하고,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여

1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수술 후 간부전 위험이 낮아졌으나,
간세포암종 환자들 대부분이 이미 간경변증을 동반한 경우가

왔다.

3

최근 Child 분류에 속한 요소 중 복수, 간성뇌증과 같은

많아 절제 후 잔존 간기능을 잘 평가하여 수술 후 간부전이나

주관적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혈청 알부민과 빌리루빈만을

사망 위험이 높지 않은 군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포함한 albumin-bilirubin (ALBI) 점수가 간 절제 후 예후를

중요하다.

예측하는 중요 지표로서 제시되었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 타
4

전통적인 간 잔여능 지표로 사용되어 온 Child 분류는 만성

당성을 인정받았다. Johnson 등 은 ALBI 점수를 처음 제안하

간질환 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으

여 다양한 병기의 간세포암종 환자의 생존을 Child 분류만큼

며, 특히 간절제술은 간기능이 보존된 Child A에서 권고되어

분별할 수 있으며, 특히 간절제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ALBI

왔고, Child B 환자는 선택적으로 절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등급이 Child 분류보다 환자 생존을 잘 분별하였다고 보고하

1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는 Child 분류 이외 간 절제 시 문맥항진

5
였다. Andreatos 등 은 북미에서 간절제를 받은 3,064명 중

증 유무를 강조하였는데, 임상적으로 유의한 문맥압 항진증, 즉

4.9%에서 간절제 후 간부전(posthepatectomy live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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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LF)이 확인되었는데, MELD 점수와 ALBI 등급은 모두 간

는 영역은 기존 Child 분류와 같이 수술 전 환자의 간기능을

절제 후 간부전 발생과 연관이 있었고, 특히 ALBI는 PHLF의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평가 하에

6

중증도와 연관을 보였다. Fagenson 등 은 간절제를 받은

잔여 간의 기능적 용적을 계산하여 간절제 후 환자의 상태를

13,783명 중 3개월 이내 중증 PHLF (B 또는 C등급)는 2.9%,

상세히 알아내는 정교한 과정을 거쳐 수술 전 평가가 이루어질

사망률은 1.8%로 나타났는데, ALBI 2/3 등급은 MELD≥10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중증 PHLF 및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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