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liver regeneration after 

hepatectomy 

 가톨릭의대  

김세준 

 

간절제 혹은 간이식이후의 충분한 간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의 삶과 

질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술이후 간재생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분자생

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간재생은 크게 간세포의 hypertrophy와 proliferation으로 구분지을 수 있

다. 간절제가 1/3이하로 이루어졌을때는 간세포의 hypertrophy가 주로 작용하게 

되며, 그 이상의 간절제가 이루어졌을 때 간세포의 prolferation이 주된 메커니즘

메카 작용한다. 간세포의 hypertrophy의 경우 Akt 신호계가 주된 신호계로 작용

하며, 간세포의 proliferation은 IL-6-STAT3 신호계가 주된 신호계로 작용한다.  

 



(그림) 간세포의 증식(proliferation)과 크기증가(hypertrophy)에 관여하는 신호계는 

각각 다르다.  

 

 

 우리는 간절제이후 발생하는 hemodynamics의 변화가 간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간절제이후 적어진 간용적으로 높은 압력의 portal flow와 

mesenteric blood flow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sinusoidal endothelial cells 및 

Kupffer cells에 손상을 주며 그 결과 여러 cytoknes이 분비되어 간재생을 방해되

며 간기능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portal flow를 

modulation하는 것도 간재생을 최적화시는 좋은 방법에 해당된다.  

 

 

(그림) 간절제후 shear stress가 증가하며 이는 다양한 cytokines을 분비하도록 해

서 간재생에 영향을 미친다.  

 

 간이식이후 간재생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론 다양한 shunt (mesocaval shunt, 

hemi-portocaval shunt), splenic artery ligation, 및 splenectomy 등의 방법들이 있



다. PVF가 360-500 mL/min100g LW 그리고(혹은) GRWR<0.8%일 경우는 splenic 

artery ligation이 추천되며, PVF가 매우 높은 경우 (>500 mL/min/100g LW), 

hemiportocaval shunt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PVF가 >15 mmHg일 겨우는  

splenectomy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간절제술과 관련해서 간재생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론 portal vein embolization, splenic vein ligation, 그리고 유명한 ALPPS 

(Associating Liver Partition and Portal vein Ligation for Staged hepatectomy) 등이 

있다.  

 

(그림) ALPPS이후 간재생이 증가되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전 

약제를 통해 간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간재생을 위해 splanchnic 

vasoconstrictors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간경화 등 간질환 환자는 정상인보다 혈

류량이 많고 많은 혈류가 복부, 즉 splanchnic organs에 집중되어 있으며, vascular 

compliance가 큰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간절제가 시행될 경우 높은 PVF가 발생

하여 간손상을 일으키며 간재생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splanchnic 

vasoconstrictors를 간재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 Splanchnic 

vasoconstrictors로는 전통적인 nonselective betablocker인 propranolol를 비롯해 

vasopressin계통약제 및 somatostatin계통의 약제들이 있으며 현재 성공적인 동물

실험이 완료되어 향후 임상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splanchnic vasculature에 alpha 및 beta adrenergic receptors의 분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