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next when PVE fails to induce enough hypertrophy? 

임 창 섭 

 

간문맥색전술은 간절제술 후 간부전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약 60~80%의 환자에서 

성공적인 대량 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약 20~40%의 환자에

서는 간문맥절제술 후에도 계획했던 간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간비대, 간비대를 대기하는 기간 중의 질병의 진행 등이 있다. 이 중 불충분한 간비대

에 의해 간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약 0.6~3.6%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들 환자

들에게서 추가적인 간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간정맥색전술 

간정맥색전술은 간유출혈류를 차단함으로써 동맥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간문맥색전술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문맥혈류를 완전히 감소시킬 수 있어 간문맥색전술이 시행된 간엽에 추가적인 손

상을 유도해 대상성 간비대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009년 황 등은 간문맥색전술 후

에도 잔여간용적율이 40% 미만인 12명의 간세포암 또는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간정맥색전술

을 시행해 초기 효용성과 안전성을 보고했으며, 2015년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 결

과를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잔존간용적의 증가율은 간문맥색전술 후 13.3%, 간정맥색전술 후 

28.9%였고, 간정맥색전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으며, 34명의 담관암 환자 중 82.4%에서 최초 

계획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후, 비교적 소수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

구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Guiu 등과 Le Roy 등은 간문맥색전술과 동시에 간정맥색전술을 시행해

도 심각한 합병증 없이 잔존간용적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간동맥색전술 

간세포암 및 간경변 환자의 경우 동맥-문맥간 션트(arterioportal shunt)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

으며, 간문맥색전술 후에는 간동맥혈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간문맥색전술

의 잔존간비대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문맥색전술 전, 후에 

간동맥색전술을 시행함으로써 잔존간의 비대를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 간동맥색전술 후 간문맥색전술을 시행한 군에

서 간문맥색전술만 시행한 군보다 잔존간용적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Yamakado 등; 

56.7±21.6% vs. 36.4±7.4%, p<0.03, Ogata 등; 12±5% vs. 8±4%, p=0.022, Yoo 등; 7.3% vs. 5.8%, 

p=0.035, respectively)을 보고했다. 그러나, 간세포암 이외에 전이성간암 환자를 포함한 Peng 등

의 연구에서는 간동맥색전술 후 간문맥색전술을 시행한 군과 간문맥색전술만 시행한 군 사이에 



잔존간용적의 증가율 차이는 관찰할 수가 없었는데(7.4% vs. 7.9%, p=0.203), 이는 두 군사이의 대

상환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간세포암 이외의 환자들에서의 간동맥색전술의 시

행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간문맥색전술 후 간동맥색전술의 

시행도 잔존간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소수의 환자들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Associating liver partition and portal vein ligation for staged hepatectomy (Salvage 

or Rescue ALPPS)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간문맥색전술 후 잔존간비대가 충분치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salvage or recue ALPPS를 시행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례보고 또는 환자군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salvage ALPPS는 간문맥색전술 후 간비대가 불

충분한 환자에서 빠른 기간 안에 추가적인 간비대를 유도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 최근 

ALPPS expert meeting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salvage ALPPS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Intraportal admin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s 

2000년대 초 골수 기원의 줄기세포가 부분 간절제술 후 간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동물실

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2012년 am Esch 등은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문맥색전술과 동시

에 자가 골수 기원의 CD133+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과 간문맥색전술만 시행한 군의 비교에서, 

시술 후 2주째 CD133+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간용적의 증가가 높았다고 보고했

다. (138.66±66.29 ml vs. 62.95±40.03 ml, p=0.004) 2016년 Fichtl 등도 대장암의 간전이 환자 16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문맥색전술과 함께 줄기세포를 투여함으로써 평균 20일 후 13명

(81.3%)의 환자에서 근치적 수술이 가능했으며, 평균 잔존간용적의 증가율은 23.1% (range: 

21.9~38.6%)였고, 잔존 간용적은 평균 시술전 30.5% (range: 21.9~38.6%)에서 수술 전 40.1% 

(range: 29~48%)로 증가됨을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줄기세포가 간재생을 촉진시키는 기전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만성간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항암화학요법을 장기간 받은 환자들에서의 효과 및 줄기세포가 종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약물요법  

간문맥색전술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요법들은 아직 많이 연구되어 있지는 않으며, 

분지사슬아미노산 제제(branched chain amino acids), 오베티콜릭산(obeticholic acid, Ocaliva®)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분지사슬아미노산 제제는 만성간질환 환자에서 문맥고혈압과 간부전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 몇몇 동물실험 연구에서 간절제술 후 간재생에 효과적임이 보고되

었다. 최근 Beppu 등은 간문맥색전술 전 후 분지사슬아미노산 제제(Livact®)를 투여한 군(n=13)

과 대조군(n=15)에 대한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간절제술 후 6개월째 잔존간용적의 증가율은 두 

군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107.4% vs. 57.6%, p=0.11), 99mTc-GSA scitigraphy의 uptake를 이

용한 기능적 잔존간 재생율은 분지사슬아미노산 제제를 복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음을 

(266.7% vs. 77.6%, p=0.04) 보고했다.  

오베티콜릭산은 담즙산, 지질, 포도당 항상성 및 염증 및 대사계 작용경로에서 핵심적인 조절

자의 역할을 하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의 선택적 촉진제 중 하나로, 간내 

담즙산농도를 낮춰 담즙산에 의한 간독성을 낮춤으로써, 부분간절제술 후 간재생을 촉진시키고, 

세포주기 조절 전사인자인 Foxm1b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간세포 증식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한 동물 연구에서 간문맥색전술 전후 오베티콜릭산을 사용한 군

에서 대조군에 비해 잔존간용적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56.1 ± 20.3% vs. 26.1 ± 15.4%, 

p<0.004), Ki-67 양성인 간세포수도 1.6배 높았음을(p=0.045) 보고했으나, 사람에서 이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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