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ultaneous PVE and PBD; is it feasible? 

 

                                                           가톨릭의대 홍태호 

 

대량 간 절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간기능 부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절제될 

간엽으로 분포하는 간 문맥지(portal vein branches)에 대한 색전술(embolization)을 시행하는 것은 

병변이 있는 간엽의 위축과 함께 반대편 엽(FRL; future remnant liver)의 보상성 비대와 기능적 증

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정립이 잘 되어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상 간에서조차 안

전한 간절제를 위한 정확한 최소 간용량에 대한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제 황달 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간문맥 색전술(PVE; portal venous embolization)의 적응증에 대한 논란은 여

전히 남아 있으며, 색전술 시행에 따른 혈종, hemobilia, 패혈증, 심지어 색전물질이 FRL의 문맥지

에 역류하게 되는 매우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어 아직도 PVE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악성 종양으로 광범위 간절제를 계획하며 수술 전 시행하는 PVE이 오히려 

종양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역설적인 반응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본 강의에서는 PVE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 중에서, 황달이 있는 경우 수술 전 준비과정이 길어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수술 전 담즙 배액술(PBD; preoperative biliary 

drainage)과 PVE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대량 간절제술이 필요한 

질환군 중에 특별히 간문부 담관암이나 담낭암이 간문부 담관을 침범한 경우 심한 폐쇄성 황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 전 담즙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또는 endoscopic 

biliary drainage)을 시행한 후 황달이 어느 정도 (보통 5mg/dL이하) 해결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PVE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일반적으로 6~12주 정도의 매우 긴 수술 전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병변이 진행되어 정작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bata T등은 이러한 확률이 2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PBD을 시행하

는 동시에 PVE을 진행하여 수술 전 준비 단계를 단순화하고 단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 것이다. 



 PBD와 PVE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있어 주요 관심이 되는 사항은, 황달이 있는 상황에서 PVE 시

술이 실제 환자에게 안전한가의 문제와 간 재생이 혈청 빌리루빈이 높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우선 황달이 간재생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담도계의 증식과 간의 섬유화, 간내 mitochondria의 기능 이상, 

hepatic stellate cell의 증식과 이로 인한 세포전달 물질의 변화 (주로 TGF-b1의 증가, HGF의 감소) 

등으로 간재생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황달이 있는 대량 간절제 예정인 

환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황달에 대한 배액술을 시행하고 PVE은 황달 수치가 정상범위나 적어도 

5mg/dL까지 떨어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조기에 시행하는 

PVE은 오히려 endotoxin이나 TNF-a등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나 폐쇄성 황달 자체는 간세포 증식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실험동물 연구결과들은, 임상적으로 분

명한 급성 담도염 소견이 없는 폐쇄성 황달에서는 황달의 배액이 이루어지고 난 후 혈청내 황달

수치가 정상까지 떨어지도록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PVE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다. 이렇듯 황달이 간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아직도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전부가 실험동물모델을 통

해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는 임상 연구결과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이 주제에 관한 임상연구 발표는 매우 미미한 상태로 

몇몇 적은 환자수의 증례보고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각각을 발간된 연도별로 소개해 보자면, 우

선 2014년도에 일본 Chiba대학 외과팀에서 발표한 [Preoperative Portal Vein Embolization before 

Major Hepatectomy in Patients with Excess Bilirubin does not Affect Hypertrophy of Remnant Liver 

and Postoperative Outcomes] 이라는 논문에서는 황달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PVE을 

시행해도 FRL의 volume 증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후향적 연구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평균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8.5±5.1mg/dL 인 환자 17명에서 시행한 PVE 효과와 빌리루빈 수치 

3.0mg/dL이하의 환자들 19명에서 시행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시술 후 FRL volume 증가면에서 

두 군의 차이는 없었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mortality case는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염두 해 두

어야 할 점은 해당 환자들은 모두 PVE 시행 전에 PBD을 받았던 환자들로 PVE를 시행할 당시에



는 혈청 빌리루빈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었고, 적어도 빌리루빈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

어도 담도계의 감압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PBD와 PVE을 

동시에 (simultaneously) 시행한 환자군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스위스의 

중재영상의학팀에서 발표한 4명의 환자 증례보고로 [Simultaneous Biliary Drainage and Portal Vein 

Embolization Before Extended Hepatectomy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Preliminary Experience] 

논문이다. 황달 (평균 7.9mg/dL)이 있는 간문부 담관암 환자들에게서 전신 마취 하에 PTBD를 시

행하면서 동시에 right second-order portal branches에 embolization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고 시술 후 AST/ALT는 안정적이거나 감소하였으며 빌리루빈 수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FRL인 liver segment Ⅱ+Ⅲ은 크기가 550~692ml (평균 

27.9%) 증가, FRL ratio는 24.9%  33.2%로 증가하였고 모든 4명의 환자에서 시술 한달 후 R0 

extended right hepatectomy를 무사히 시행할 수 있었으며, 수술 후 3개월에 측정한 FRL volume

은 수술 전에 비해 평균 132%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2015년에 스위덴의 외과팀에서 발

표한 논문 [Concurrent biliary drainage and portal vein embolization in preparation for extended 

hepatectomy in patients with biliary cancer]으로 6명의 환자에서 전신 마취 하에 PTBD와 PVE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수술은 시술 5주 후에 시행하였고 FRL ratio는 22%  32%

로 증가하였다. 이 전 보고된 증례보고의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extended right hepatectomy가 

계획되었던 환자들로 6명 중에서 단지 2명의 환자에서만 R0 resection을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4명의 환자 중 3명은 병이 진행하여 완전절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1명은 전신상태가 수술에 

적합하지 않았었다고 보고함), 동시에 시행한 PTBD와 PVE은 결론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

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FRL volume 증가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상 보고들을 종합해 보면 저자들은 

모두 시술 전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PTBD와 PVE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발

생하지 않았고 FRL volume증가도 기존의 보고들과 큰 차이없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물론 이 논문

들은 모두 적은 환자수의 증례 보고이고, 대상환자를 신중히 검토한 후 선택하여 진행하였을 것

이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량 간절제가 요구되는 환자에서 황달이 있는 경우 기존의 PBD와 PVE을 단계적으

로 시행하는 수술 전 준비과정으로는 거의 25%의 환자에서 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아울러 담즙 배액관을 오래 유지할 경우 종양이 배액관 길을 따라 파종될 확률

이 크게 증가하는 위험이 동반된다. 따라서 수술 전 준비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단순화할 목적으

로 최근 시도되고 있는 ‘PBD와 PVE의 동시 시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

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임상에 실제 적용함에 있어 안전성이나 수반될 합병증, 그리고 동시 

시행 후 FRL의 비대(hypertrophy)가 기존의 방법과 차이 없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지의 문제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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