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2011;29(2):63∼70 DOI: 10.3857/jkstro.2011.29.2.63

- 63 -

간세포암에 의한 뼈전이의 방사선치료: 고선량 방사선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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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간세포암에 의한 뼈전이 환자의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 및 전이성 병소의 영상학적 치료 

반응을 분석하고 고선량 방사선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리 혹은 임상적으로 간세포암에 의한 뼈전이로 진단받고 증상 완

화 목적의 방사선치료를 받은 103명에서 뼈전이 병소 223개 부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조사받은 생물학적 유효

선량이 39 Gy10 이하인 경우 저선량군, 39 Gy10를 초과하는 경우 고선량군으로 대상환자를 구분하였다. 통증 감소 

정도는 숫자통증등급(numeric rating scale)을 이용하였고 통증이 감소한 경우, 통증 정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통증

이 증가한 경우로 나누었다. 영상학적 반응은 modified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 기준

을 이용하였으며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 과: 중앙추적관찰기간은 6개월이었다(범위, 0∼46개월). 저선량군에서는 67개 병소(66.3%) 부위에서, 고선량군

에서는 44개 병소(89.8%) 부위에서 영상학적 반응이 있었다. 저선량군과 고선량군 사이에 영상학적 치료 반응 정

도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2). 저선량군과 고선량군은 각각 65%와 75%의 통증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4). 저선량군과 고선량군 사이에 급성 및 만성 치료 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5). 뼈전이 진단 시부터 사망까지 생존기간은 0∼46개월(중앙값, 11개월) 범위였고 1년 생존율은 

41.6%였다. 잔존 간 기능(Child-Pugh 점수)이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고 Child-Pugh 점수에 따른 

중앙생존기간은 A 14개월, B와 C는 2개월로 나타났다.

결 론: 간세포암에 의한 뼈전이는 고선량군에서 영상학적 반응 정도가 더 높았다. 잔존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게 

고선량의 방사선치료 시 높은 치료 반응을 얻음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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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세포암에 의한 이는 간세포암 자체의 나쁜 후 

때문에 통증이나 신경학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어 비교  드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1∼3) 한  이가 

진단되어도 환자의 기  여명이 길지 않고 간암이 방사선

에 항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방사선치료를 의뢰하는 

환자가 많지 않았다. 간세포암에서 이의 발생 빈도는 

3∼40% 정도로 간세포암 치료  진단 방법의 발 으로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이의 진단을 한 여러 상진

단 방법의 극 인 이용으로 이의 확인이 많아지고 

있다.
1,3∼5) 

이의 표 인 치료 방법인 방사선치료는 환자의 

통증  신경학  증상 등을 효과 으로 감소시킨다.
6∼8) 

통상 으로 30 Gy/10회 분할 방법이 가장 흔히 이용되는 

분할조사방법이지만 최근의 무작 배정 임상연구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8 Gy/1회의 단일분할조사 시 재치료율

이 약간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60∼80%의 환자에서 통

증이 어들어 유사한 통증 감소를 보인다고 하 다.
8) 이

와 같이 8 Gy/1회 단일분할조사법이 통상 인 이의 치

료에 효과 임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암에 의한 이의 

경우 고선량의 방사선치료 시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고 보고하 다.
4,9∼12) 

이에 자들은 간세포암에 의한 이 환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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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adiation 
Dose Group

Patient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p-valueHigh 
RT* dose

Low RT 
dose

Total

Age (mean, yr) 59.5 59.7 59.7  NS
†

Gender                                              NS
Male 28 (84.8) 58 (82.9)  86 (83.5)
Female   5 (15.2) 12 (17.1)  17 (16.5)

Performance (ECOG‡)                               ＜0.05
0∼1 27 (81.8) 43 (61.4)  33 (32.1)
＞2  6 (18.2) 27 (38.6)  70 (67.9)

T-stage                                              NS
T0-2 24 (72.7) 44 (62.8)  68 (60.0)
T3-4  9 (27.3) 26 (37.2)  35 (40.0)

Child-Pugh classification                              NS
A 27 (87.1) 59 (88.1)  86 (87.8)
B∼C  4 (12.9)  8 (11.9)  12 (12.2)

Multiplicity of bone metastasis                        NS
Solitary 22 (66.7) 46 (65.7)  68 (66.0)
Multiple 11 (33.3) 24 (34.3)  35 (34.0)

Time to bone metastasis                              NS
0∼1 mo 10 (30.3) 22 (31.4)  32 (31.1)
2∼12 mo 10 (30.3) 11 (15.7)  21 (20.4)
More than 12 mo 13 (39.4) 37 (35.9)  50 (48.5)

Mass forming bone metastasis                        NS
Yes 28 (84.8) 57 (81.4)  85 (82.5)
No  5 (15.2) 13 (18.6)  18 (17.5)

Pathologic fracture                                   NS
Yes  5 (15.2) 13 (18.6)  18 (17.5)
No 28 (84.8) 57 (81.4)  85 (82.5)

Metastatic sites                                      NS
Skull  3 (5.4)  1 (0.6)   4 (1.7)
Spine 25 (45.4) 77 (45.4) 102 (45.7)
Pelvis 16 (29.1) 45 (26.8)  61 (27.4)
Thorax  9 (16.4) 30 (17.9)  39 (17.5)
Long bone  2 (3.6) 15 (8.9)  17 (7.6)

AFP
§
 response                                      ＜0.05

Yes 14 (58.3) 13 (36.1)  27 (45.0)
No 10 (41.7) 23 (63.9)  33 (55.0)

Further liver treatment                               NS
Yes  7 (21.2) 17 (24.3)  24 (23.3)
No 26 (78.8) 53 (75.7)  79 (76.7)

Further systemic treatment                           NS
Yes  6 (18.2)  9 (12.9)  15 (14.6)
No 27 (81.8) 61 (87.1)  88 (85.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radiotherapy, 

†
not significant,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
alpha-fetoprotein.

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  이성 병

소의 상학  치료 반응을 후향 으로 비교 분석하여 고

선량 방사선조사가 효과 인지 알아보았다. 한 고선량 

방사선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선정하기 하여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 다. 

상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리 혹은 임상 으로 

간세포암에 의한 이로 진단받고 증상 완화 목 의 방

사선치료를 받은 103명에서 이 병소 223개 부 를 

상으로 후향  분석을 하 다. 

방사선치료는 선형가속기 혹은 토모테라피로 4-15 MV 

X-선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일일 분할조사선량은 앙값 

3 Gy (범 , 2∼8 Gy) 고 총 조사선량은 8∼54 Gy 범  

( 앙값, 30 Gy) 다. 다양한 분할조사선량으로 인해 α/β 

비를 10 Gy로 생물학  유효선량(biologically effective dose)

을 계산하 고 앙값은 39 Gy10 (범 , 11.7∼75 Gy10)

다. 생물학  유효선량이 39 Gy10 이하인 경우 선량군, 

39 Gy10를 과하는 경우 고선량군으로 구분하 다. 방사

선 조사선량에 따른 각 환자 군의 임상  특징은 Table 1

과 같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는 치료 과 치

료 종료 후 1개월에 숫자통증등 (numeric rating scale)을 

이용하여 비교하 고 통증이 감소한 경우, 통증 정도에 변

화가 없는 경우, 통증이 증가한 경우로 구분하 다.
13) 상

학  검사를 통한 이 병소의 객  반응은 치료 과 

치료 후 1∼3개월에 시행된 상학  검사를 통해 이 병

소를 비교하 고 modified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 기 을 이용하여 완 반응, 부분반

응, 불변, 진행의 네 가지로 나 어 평가하 다.
14) 

상 환자의 생존율과 환자 요인, 이 병소 요인, 방

사선 조사선량, 방사선치료에 한 반응, 방사선치료 후 간

세포암에 한 추가 치료 여부의 연 성을 각각 분석하

다. 한, 환자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신수행도(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간내 종양의 상태, 잔

존 간 기능을 분석하 다. 간내 종양의 상태는 간내 종양

의 최  크기,  침범 여부, T병기를 분석하 고 잔존 

간 기능은 Child-Pugh 수를 이용하 다. 이 병소 요

인으로는 최  진단 시부터 이 진단까지의 기간, 

이의 다발성 여부, 연부종양을 동반한 골 괴 여부, 병  

골  동반 여부, 이 부  등을 분석하 다. 방사선치료

에 한 반응은 알 태아단백치의 변화, 통증 감소 정도, 

상학  반응 여부를 분석하 다. 방사선치료 후 추가 치

료는 원발성 간암에 한 치료와 표 치료제, 항암화학요

법 등 신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 다. 

상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단변량 

분석에는 환자 요인, 이 병소 요인, 방사선 조사선량, 

방사선치료에 한 치료 반응의 연 성, 방사선치료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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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diologic Objective Response According to 
Radiotherapy Dose Group

Objective response
No. of patients (%)

p-value
High RT* dose Low RT dose

Complete response
Partial response
Stable disease
Progression
Total

 5 (10.2)
13 (26.5)
26 (53.1)
 5 (10.2)
49 (100)

 12 (11.9)
 24 (23.8)
 31 (30.7)
 34 (33.6)
101 (100)

0.02

*radiotherapy.

Table 2. Pain Response According to Radiotherapy Dose 
Group

Pain response
No. of patients (%)

p-value
High RT* dose Low RT dose

Decreased
No change
Increased
Total

30 (75.0)
10 (25.0)
0 (0.0)

40 (100)

 74 (64.9)
 37 (32.5)
 3 (2.6)

114 (100)

N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radiotherapy, 

†
not significant.

가치료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하 다. 다변량 분석에는 환자 

요인과 이 병소 요인  연령, 성별  단변량 분석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인자들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고선량 방사선치료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비교  

장기 생존이 가능한 상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후 인

자를 선정하고자 하 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치료 독성은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 (CTCAE) ver. 3.0 척도로 평가하

다.
15) 

생존기간은 이에 한 방사선치료 시작일부터 마지

막 외래 추 일이나 사망일까지로 정의하 다. 생존율 분

석은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 고 련 후인자의 비

교 분석은 로그순  검정법과 Cox 회귀모형을 이용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와 상학  검사

를 통한 객 인 반응 정도의 련은 Fisher의 정확한 검

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통계  차이의 유의수

은 p-value 0.05 이하로 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다. 

결 과

1. 이의 양상

간세포암 진단 시부터 이 진단까지의 기간은 0∼

117개월( 앙값, 11개월)이었다. 단일 병소에만 이가 

있었던 환자가 35명(33.9%)이었고 68명(66.1%)은 동시 혹

은 순차 으로 다발성 병소에서 이가 나타났다. 간세

포암에 의한 이의 특징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 연부

종양을 동반한 골 괴는 153 병소(73.9%)에 있었고 이  

18 병소(17.5%)에서 병  골 이 동반되어 있었다. 이 

병소를 부 별로 나 어 보면 척추가 104 부 (46.6%)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골반이 54 부 (24.2%), 흉곽이 40 부

(17.9%), 장골이 17 부 (7.6%), 두개골 6 부 (2.7%) 순

서로 나타났다(Table 1). 

2.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

체 이 223개 병소  통증에 한 평가가 가능했

던 부 는 154개 병소(69.1%) 다. 이  104개 병소(67.5%)

에서 방사선치료 후 통증이 감소되었다. 47개 병소(30.5%)

에서 통증의 변화가 없었으며 세 군데 병소(1.9%)에서만 

통증이 증가하 다. 평가가 가능했던 병소 부   생물학

 유효선량 39 Gy10를 기 으로 선량군이 114 병소

(74%), 고선량군이 40 병소(26%)를 차지했다. 선량군과 

고선량군 사이에 통증 감소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24) (Table 2). 선량군에서는 74 병소(64.9%) 부 에

서 통증이 감소했고, 고선량군에서는 30 병소(75%) 부 에

서 통증이 감소했다. 한, 통증이 악화된 세 군데 병소는 

모두 선량군에 해당되었다. 

3.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상학  치료 반응 정도

Modified RECIST 범주로 나 었을 때 완 반응, 부분반

응과 불변을 반응군으로 병소가 방사선치료 후 진행된 경

우를 비반응군으로 구분하 다. 체 이 223 병소  

상학 으로 객 인 반응 평가가 가능했던 부 는 150 

병소(67.3%) 다. 이  111 병소(74%)에서 방사선치료 후 

상학  반응이 있었다. 상학  평가가 가능했던 병소 

부   선량군이 101 병소(67.3%), 고선량군이 49 병소

(32.7%)를 차지했다. 선량군과 고선량군 사이에 상학  

치료 반응 정도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 다(p=0.02) (Table 

3). 선량군에서는 67 병소(66.3%) 부 에서, 고선량군에서

는 44 병소(89.8%) 부 에서 상학  반응이 있었다. 

4. 생존 분석

상 환자의 앙추 찰기간은 6개월이었다(범 , 0∼

46개월). 이 진단 시부터 사망까지 생존기간은 0∼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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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xicity after Palliative Radiotherapy According to 
Radiotherapy Dose Group

Toxicity Grade

High dose 
group

Low dose 
group p-value

No. of patients (%)

Anorexia

Nausea

Vomiting

Diarrhea

Anemia

Leukopenia

Thrombocytopenia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32 (97.0)
1 (3.0)
0 (0.0)
0 (0.0)

30 (91.0)
3 (9.0)
0 (0.0)
0 (0.0)

30 (91.0)
3 (9.0)
0 (0.0)
0 (0.0)

32 (97.0)
1 (3.0)
0 (0.0)
0 (0.0)

20 (60.6)
 6 (18.2)
 7 (21.2)
0 (0.0)

26 (78.8)
 4 (12.2)
1 (3.0)
2 (6.0)

18 (54.5)
10 (30.3)
2 (6.1)
3 (9.1)

68 (97.2)
1 (1.4)
1 (1.4)
0 (0.0)

58 (82.9)
12 (17.1)
0 (0.0)
0 (0.0)

64 (91.4)
6 (8.6)
0 (0.0)
0 (0.0)

68 (97.1)
0 (0.0)
2 (2.9)
0 (0.0)

51 (72.9)
11 (15.7)
 7 (10.0)
1 (1.4)

49 (70.0)
 9 (13.9)
6 (8.6)
6 (8.6)

49 (70.0)
13 (18.6)
6 (8.6)
2 (2.9)

0.805

0.241

0.931

0.667

0.226

0.297

0.152

Fig. 2. Overall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hild-Pugh classifi-
cation.

Table 4. Analyses of Prognostic Factors Predicting Patients’ 
Survival

Patient characteristics
Univariate Multivariate

p-value

Age (mean, yr)
Gender
Performance (ECOG†)
T-stage
Child-Pugh classification
Multiplicity of bone metastasis
Time to bone metastasis
Mass forming bone metastasis
Pathologic fracture
Metastatic sites
AFP

‡
 response

Further liver treatment
Further systemic treatment

 NS*
NS

0.004
NS

0.000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0.000
－
－
－
－
－
－
－
－

*not significant,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

alpha- 
fetoprotein.

Fig. 1. Overall survival curve. Median survival was 11 months. 

월( 앙값, 11개월)범 고 1년 생존율은 41.6% 다(Fig. 1). 

상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단변량

분석에서는 신수행도, Child-Pugh 분류가 통계 으로 유

의하 다(Table 4). 다변량 분석에서는 Child-Pugh 분류가 

유의한 인자로 분석되었다(Table 4). 잔존 간 기능에 따른 

앙생존기간은 Child-Pugh 분류에 따라 A군은 14개월, B

와 C군은 각각 2개월이었다(Fig. 2). 

5. 치료 독성

선량군과 고선량군 사이에 성  만성 치료 독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3도 이상의 식

욕부진, 오심, 구토와 설사는 거의 없었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골수 억제에 의하여 고선량군과 선량군에서 각각 3

도 이상의 빈 이 21.2%와 11.4%, 3도 이상의 백 구감소

증이 9%와 17.2%, 3도 이상의 소 감소증이 15.2%와 

11.5% 발생했다. 고선량군에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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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the Studies Applying Radiotherapy for Bone Metastases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Investigator
No. of 

pts
No. of 

RT* sites
Radiation dose Pain response (%) p-value

Survival 
(mo)

Remark

Seong et al.4)

Kaizu et al.11)

He et al.12)

Nakamura et al.
5)

Roca et al.
9)

Arcangeli et al.
10)

 51

 57

205

 24

 26
205

77

99

320

24

42
255

12.5∼50 Gy (median 30 Gy)
BED

†
≤43 Gy10

BED＞43 Gy10

20∼65 Gy (median 43 Gy)
≥39 Gy/3 Gy per fraction
＜39 Gy/3 Gy per fraction
32∼66 Gy (median 50 Gy)

＜38 Gy
38∼49 Gy
≥50 Gy
30∼39 Gy (median 34.3 Gy)

 8∼28 Gy/1∼4 fraction
30∼36 Gy/10∼12 fraction
40∼46 Gy/20∼23 fraction

73
70
96
83.8
89.8
76.0
99.5 

(complete response)
20.7
28.3
46.7

(ambulatory rate)
85% in 3 mo

79
43
68
80

0.01

＜0.05

0.07

0.00

 5

 6 

 7.4 

 3.4 
 7.5 
12.6 
 6 
38%

Spinal cord 
compression

*radiotherapy, 
†

biologically effective dose.

러 부 의 다발  병소를 치료한 경우 2명의 환자에서 3도

의 백 구감소증이 장기간 발생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고안  결론

간세포암의 간외 이는 주로 폐, , 림  등에 나타나

며 이는 체 간외 이  약 38% 빈도로 발생한

다.
2,3,16)

 이는 체 간세포암 환자의 약 3∼40%에서 생

기며 이  5%는 이에 의한 증상으로 간세포암이 진

단된다.
1,3∼5,17)

 간세포암의 이는 사망 원인이 되는 경

우는 드물지만 격심한 통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히 

떨어뜨린다.
3,4,12)

 통증의 감소, 신경학  증상의 호 ,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해 이의 치료가 필요하게 된

다.
12)

 여러 연구에서 간외 이로 진단된 환자들도 한 

치료를 받는 경우 생존기간이 9.7개월에 이르고 원발성 종

양이 치료 가능한 경우 생존기간의 연장이 기 되므로 

이에 한 극 인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

우 요하다.
11,12,17,18) 

간세포암 이의 치료로써 방사선치료, 수술, 항암화

학요법, 경동맥화학색 술, 고주 열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4,12,19∼23) 병  골 이나 척수신

경 압박 등을 동반한 경우 수술이 유용하며 골 구조의 안

정성  신경학  증상의 호 을 목표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가 단일 병소인 경우 수술 후 생존기간이 

더 길다고 보고되었다.
21,24) 경동맥화학색 술은 형성

이 많은 단일 병소에 효과가 높으며 방사선치료와 비슷한 

정도의 통증 감소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
25)

 그러나 수

술  경동맥화학색 술은 침습 인 방법으로 원발성 간

세포암의 병기가 낮고 이 병소의 수가 은 경우에만 

제한 으로 용되는 경향이 있다. 

방사선치료는 이 병소의 치료로써 가장 리 용

되는 방법이다.
6∼8)

 흔히 10회에 30 Gy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무작 배정 임상연구  메타분석 결과는 8 

Gy/1회의 단일조사를 하여도 재치료율이 약간 높아지긴 

하지만 60∼80% 정도로 분할조사방법과 비슷한 통증감소

율을 보 다.
8)

 한 분할조사선량을 달리하 던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의 향  연구에서도 각

각의 분할조사법 사이에 통증 감소 정도의 차이가 없어 선

량반응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따라서 일반 인 

이의 방사선치료 시 분할조사법은 환자의 기  여명이

나 신수행도를 고려하여 단기간의 소분할조사법이 많이 

추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세포암에서 유래한 이는 방사선치료 후 약 70∼

99.5%의 통증 감소를 보인다(Table 6).4,5,9∼12) 본 연구에서

는 67.5%의 통증 감소를 보여 다른 연구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문헌에 따라 통증 반응을 

평가하는 척도, 평가 시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간세포암에서 유래한 이의 방사선치료 시 다

른 암종에서 유래한 경우에 비해 고선량을 조사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간세포암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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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 방사선치료 시 통증 감소에 한 선량반응

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4,11,12)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환자군에서 통증 감소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생

존 기간이 길었다(Table 6). 그러나 후향  연구의 특성상 

고선량을 조사한 환자가 원발성 간세포암의 상태, 신수

행도, 이 병소의 수 등 측면에서 좋은 후인자를 가

졌으므로 고선량을 조사하는 것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간세포암에 의한 이의 방사선치료 시 고선량을 조

사하고자 하는 다른 배경은 연부종양을 잘 형성한다는 특

성 때문일 수 있다. 과거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약 13∼

54.8%의 이 병소가 연부 종양을 형성하 다.
4,12,26)

 본 

연구에서는 73.9%의 이 병소에서 연부 종양이 찰되

었다. 이 게 연부 종양을 형성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부분의 이 병소에 하여 방사선치료  산화단

층촬 , 자기공명 상촬 과 양 자방출단층촬  상으

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통상 인 

이 진단 방법인 단순 X-선 촬 이나 신  스캔으로 

방사선치료 범 를 결정할 경우 방사선 조사 역에 연부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다.
26) 이런 이유로 간세포암에 의한 이의 치료 시 통상

인 경우와 비교하여 방사선 항성이 높다는 인식이 생

겼을 수 있다. 간세포암에 의한 이는 다른 암종에서 

생긴 경우에 비하여 연부종양을 동반한 골 괴를 특징으

로 하므로 방사선치료의 범 를 결정할 때 이성 병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실제 일

부 연구자는 산화단층촬  상을 이용한 방사선치료계

획  고정  방사선치료 방법을 이용하여 다발성 이 병

소에 좀 더 높은 방사선량을 투여하고자 하는 연구 보고를 

하기도 하 다.
27)

 따라서 정 분할조사선량을 결정하는 

연구 이외에도 산화단층촬  상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계획, 삼차원입체조형치료 등의 고정  방사선치료기법을 

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추가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단되었다. 

일부 연구 보고에서 방사선치료 후 상학 으로 평가

된 이 병소의 객 인 반응은 76.5∼88% 정도로 나

타났다.
4,9,11) 그러나 이 연구 보고들은 극히 일부분의 

이 병소를 상으로 상학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 상

학  반응을 표하는지에 한 의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67.3%의 병소 부 에 하여 상학  평가가 이루어

졌고 74%의 병소에서 반응이 있었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고선량군은 89.8%, 선량군은 66.3%의 객 인 반

응을 보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통증 감소는 

고선량군에서 75%, 선량군에서 64.9%로 조사선량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환자를 상

으로 할 경우 통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단되었다. 

상학  반응 정도와 비교하여 통증 감소가 떨어지는 것은 

일부 환자에서 종양 크기가 감소했어도 통증 정도가 달라

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 다. 통증 감소는 종양의 크

기 감소뿐만 아니라 병소 주 의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의 

농도, 이질통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증성 통증 등 여러 요인

이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간세포암의 이 진단 후 앙생존 기간은 5∼7.4개

월, 1년 생존율은 약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4,11,12)

 

이를 동반한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은 신수행도, 잔존 

간 기능, 원발성 종양의 상태,  이외 장기의 이 동반 

여부, 이 병소의 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3,4,11,12)

 원발성 

종양이 T3-4 병기인 경우 6%만이 간외 이가 사망의 직

 원인이 되었고 T0-2 병기인 경우엔 47%의 환자가 간외

이로 사망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앙생존기간이 11개월

이었고, 1년 생존율은 41.6% 다. 신수행도, 잔존 간 기

능이 유의한 후 인자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과거 연구와 비

교하여 높았던 것은 항바이러스제와 표 치료제의 용 

등 간세포암 치료  환자 리 방법의 발 으로 간외 이 

환자의 생존율이 반 으로 높아졌고 산화단층촬 , 자

기공명 상촬 , 양 자방출단층촬  등 여러 진단 방법의 

이용으로 이 병소의 조기 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고 단되었다. 

간세포암에 의한 이는 최근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

율 증가  극  진단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 이 병소에 한 극  치료의 요성

이 커지고 있다. 원발성 간암의 상태, 잔존 간 기능, 신

수행상태 등 환자의 기  여명에 향을 주는 인자와 

이 병소의 연부종양 생성 여부, 이 병소의 수 등 이 

병소 자체의 특성을 포함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치료 방

법을 히 선택해야 한다. 

결론 으로, 간세포암에 의한 이의 방사선치료 시 

조사선량에 따라 상학  반응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고선량을 조사한 경우 더 치료 반응이 높

았다. 통증 감소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선량군이 통증 감소 정도가 10% 높았다. 환자의 생존 기

간에 향을 주는 후 인자는 잔존 간 기능으로 나타났

다. 간세포암에서 생긴 이에 한 방사선치료 시에는 

여러 후 인자  이 병소의 상태를 고려하여 한 

방사선 분할조사법과 치료계획 방법  조사 기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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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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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tion Therapy for Bone Metastases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Effect of Radiation Dose Escalation

Tae Gyu Kim, M.D.*, Hee Chul Park, M.D.*, Do Hoon Lim, M.D.*, Cheol Jin Kim, M.D.*, 
Hye Bin Lee, M.D.*, Keum Yeon Kwak, M.D.†, Moon Seok Choi, M.D.†, Joon Hyoek Lee, M.D.†, 

Kwang Cheol Koh, M.D.†, Seung Woon Paik, M.D.†, and Byung Chul Yoo, M.D.†

Departments of *Radiation Oncology and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xtent of pain response and objective response to palliative radiotherapy (RT) for bone 
metastases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according to RT dose.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7 to June 2010, palliative RT was conducted for 103 patients (223 
sites) with bone metastases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Treatment sites were divided into the high RT dose 
and low RT dose groups by biologically effective dose (BED) of 39 Gy10. Pain responses were evaluated using 
the numeric rating scale. Pain scores before and after RT were compared and categorized into ‘Decreased’, ‘No 
change’ and ‘Increased’. Radiological objective responses were categorized into complete response, partial 
response, stable disease and progression using modified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criteria; the factors predicting patients’ survival were analyzed. 
Results: The median follow-up period was 6 months (range, 0 to 46 months), and the radiologic responses 
existed in 67 RT sites (66.3%) and 44 sites (89.8%) in the high and low RT dose group, respectively. A 
dose-response relationship was found in relation to RT dose (p=0.02). Pain responses were 75% and 65% in the 
high and low RT dose groups, respectively.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pain respons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p=0.24).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toxicity profiles between the high and low RT 
dose groups. Median survival from the time of bone metastases diagnosis was 11 months (range, 0 to 46 
months). The Child-Pugh classification at the time of palliative RT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 for 
patient survival after RT. Median survival time was 14 months under Child-Pugh A and 2 months under 
Child-Pugh B and C. 
Conclusion: The rate of radiologic objective response was higher in the high RT dose group. Palliative RT with a 
high dose would provide an improvement in patient quality of life through enhanced tumor response, especially 
in patients with proper liv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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