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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Makuuchi에 의해 소개된 간문맥 색전술 (Portal vein embolization ;이하 PVE)은 절제될 간

의 위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절제 후 남을 간용적의 상대적인 증가를 유도하여 안전한 대량 간절

제술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 환자의 다양한 질환에 따라 정상간 (전이암), 만성 간염 및 경화간 

(간세포암), 담즙정체간(간문부 담관암) 등 다양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환자의 간 상태에 따

른 적응증, 시술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PVE의 적응증  

가장 중요한 PVE의 적응증은 환자의 남겨질 간의 용적이다. 정상간의 경우 최소 20% 이

상의 잔류 간용적이 요하며 잔류 간용적이 26% 이상일 때 간절제 후 간부전을 경험한 

예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Kish, Ann Surg 2009;250:540, Schindl MJ, Gut;2005:54:289). 따라

서 정상간을 가진 환자의 경우 잔류 간용적이 20-25% 이하가 예상될 때 PVE를 고려해야 

하겠다.  경화간의 경우 간경화의 정도에 따라 PVE의 적응증이 달라지므로 간용적과 함

께 ICG 등의 다른 간기능 평가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섬유간의 경우 

30% 이하, 간경화의 경우 ICG가 10% 이하일 때는 35-40% 이하에서 PVE를 고려해야 하

며, ICG가 10-20% 정도라면 50%이하에서 고려해야 겠지만 이 경우에는 가급적 PVE를 요

하는 대량 간절제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Glantzounis GK. EJSO 2017;43:32) 간문

부 담관암의 경우 보통 미상엽 절제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문맥 절제술 등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PVE를 시행하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황달이나 담도염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35-40%의 잔존 간용적이 예상될 때 PVE를 고려한다. (Mansour JC, 

HPB;2015:17:691) 

 

2) PVE의 효과 

  PVE 후 잔류 간용적의 증가 정도로 PVE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정상간의 경우 특

별한 합병증 없이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20-50%의 절대 용적의 증가 (상대적

으로 잔류 간용적의 1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경화간과 담즙정체간의 경우 위에서 

기술하였듯 경화나 황달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양하며 대략 8-10% 정도의 잔류 간용



적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Farges O, Ann Surg 2003;237:208, Nagion, Ann 

Surg.2006;243:364) 

3) PVE의 안정성과 종양학적 효과 

일반적으로 PVE후 종양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PVE후 간의 재생과정에서 여러 

growth factor들이 나와 종양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전이암의 경우 간절제 전에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PVE가 항암제 치료 

관련하여 간기능 저하와 간용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하지

만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PVE를 시행한 경우와 항암제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 

후 PVE를 시행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시술관련 합병증이나 잔존 간용적 증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항암제 치료를 지속한 경우 종양의 성장도 억제할 수 있어 전이암의 경우 

PVE를 이유로 항암제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Depolyi AR, J Clinic Med 

2017;6:26, Beal IK, Br J Radiol 2006;79:473) 

 간세포암의 경우 PVE 시행 후 간세포암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우 PVE 시행 

전 동맥색전술 (TACE)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Hayashi S, Acta 

Radiol. 2007;48:721)   

 간문부 담관안의 경우 PVE전 황달과 담도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 전 담도염

이 교정되지 않으면 PVE 후 출혈, 간농양 등의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되므로 시술 전 담

도배액술을 통하여 담도염을 교정한 후 PVE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담도배액술 후 

담도염이 호전되는 속도가 느리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증

가한다.  (Lee EC, Medicine. 2017;96:6, Glantzounis GK, EJSO.2017;43:32) 

 

 

 

  PVE는 정상간, 경화간, 담즙정체간 모두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

으나 간의 상태에 따라 적응증, 효과 및 종양학적 안전성이 다양하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



밀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