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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hemia-Reperfusion Injur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 진 섭

대량 간절제나 간이식 수술과 관련된 morbidity의 상당수는 Ischemia-Reperfusion (I-R) Injury와 연

관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간수술 시 특히 심한 간 외상 환자나 간내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 어느 정

도의 간 허혈 조작이 필요하다. 간에 혈액을 재 관류할 때 간 조직은 이미 허혈상태로 인해 받은 손

상에 부가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Ischemic tissue의viable tissue가 reperfusion후 cellular

damage를 받는 현상을 I-R injury로 정의한다.

I-R injury가 심할 경우 inflammatory response가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이나

multi-organ dysfunction syndrome으로 발전하여 약 30～40%의 3차 기관 ICU 사망률을 보고하

기도 한다.

Pathophysiology

간 재관류 후 발생하는 손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mechanism에 의해 발생한다. ischemia에

장기간 노출된 혈관 내막세포는 membrane potential의 변화, ion distribution의 변화(ca2+, Na2+

의 증가 등), 혈관내막세포의 swelling, cytoskeletal disorganization, Hypoxanthine의 증가, AMP

감소, Phosphocreatine의 감소, glutathione의 감소, cellular acidosis 등의 여러 가지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endothelial cell의 손상이 있으면 leukocyte adhesion molecules, cytokines 등의

proinflammatory gene products와 Endothelin Thromboxane A2같은 bioactive agent가 증가하는 반

면, Nitric oxide synthase와 Thrombomodulin 같은 protective gene product와 prostacyclin, nitric

oxide 같은 bioactive agent는 감소한다. 따라서 ischemia는 reperfusion에 의해 더욱 심한 injury

를 받을 수 있는 proinflammatory 상태를 유도하게 된다.

재관류 초기에 있어서 혈관 내부에서는 vasoconstriction, 백혈구의 entrapment, sinusoid에서

의 혈소판 aggregation 등이 발생하여 microcirculation을 저해한다.

Endoithelial cell과 Kupffer cell은 ischemia로 인한 energy 고갈에 따라 active transmembrane

transport system이 장해를 받음으로써 2차적인 intracellular swelling이 발생하게 되며,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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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Nitric Oxide (NO)와 Endothelin (ET) 사이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이차적으로 혈관

이 수축되면 hepatic microcirculation인 sinusoidal lumen은 좁아지게 되고 따라서 혈관내의 백

혈구의 속도도 감소하며, 이어 leukostasis, stagnation 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 sinusoidal flow의

점진적인 장해가 일어나게 되어 hypoxia가 악화된다. hypoxia가 지속되게 되면 Kupffer cell과

neutrophil들이 activation이 되는데 이에 따라 cytokine, oxygen derived free radical (ODFR) 등

이 형성되어 간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한다.

Reactive Oxygen Species (ROS)

허혈 상태의 조직으로 재관류가 일어나면 Reactive oxygen species의 형성이 일어나게 된

다. 이러한 반응 산소기들에는 superoxide anion (O2
-), hydroxyl radicals (OH-), hydrochlorous

acid (HOCl), hydrogen peroxude (H2O2)와 nitric oxide-derived peroxynitrite 등이 있다.

허혈 상태에서는 세포내 ATP는 hypoxanthine을 형성하기 위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상 상태의 몸에서는 xanthine dehydrogenase가 hypoxanthine을 xanthine으로 산화시키는데

ischemia 상태에서는 xanthine dehydrogenase는 xanthine oxidase로 convert 된다. xanthine dehydro-

genase가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를 이용하는데 반해 xanthine oxidase는 oxygen을

substrate로 사용하며 따라서 ischemia 때에는 hypoxanthine을 xanthine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며

결국 조직내에 hypoxanthine이 축적되게 되고 reperfusion이 시작되어 oxygen이 재공급되면

xanthine oxidase에 의해 과도한 hypoxanthine의 conversion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toxic reactive

oxygen species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reactive oxygen species는 강력한 산화환원제로서, (1) 세포막의 lipid를 peroxidation 시킴

으로써 세포 독성을 나타내며, (2) thromboxane A2와 leukotriene B의 precursor인 arachidonic

acid를 형성하기 위해 plasma membrane의 phospholipase A2를 활성화시켜 leukocyte를 activation하

고 chemtaxis를 유발한다. (3) 또한 leukocyte adhesion molecule 과 cytokine gene expression을

촉발한다.

Nitr ic Oxide and Endothelin

Endothelin (ET)은 dose-dependent manner로 stellate cell의 contraction을 일으키며 Nitric oxide

(NO)는 relaxation을 일으킨다.

간 재관류가 시작되는 초기에 간 혈류의 감소와 연관되어 plasma와 간 실질의 ET 농도는

높아지며, 반대로 재관류 초기 몇 시간동안은 NO의 농도는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ischemia

에 따른 세포내의 NADPH와 산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이며 또한 NO 합성에 있어 cofa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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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L-arginine을 분해하는 arginase가 과량 분비되기 때문이다.

재관류 4～6시간 후 NO synthase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더 이상의 liver injury는

억제된다.

Cytokines

Cytokine은 inflammation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autocrine, paracrine, 및

humoral manner로 다른 cytokine이나 inflammatory mediator들을 유도한다.

Tumor Necrosis Factor (TNF)-α와 interleukin (IL)-I이 간의 I-R injury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

는 cytokine으로, 재관류 약 5분 후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강력한 proinflammatory

action을 가지고 있어 IL-8을 유도하거나 selectin이나 β-integrin 같은 adhesion molecule의

expression을 up-regulation하여 leukocyte와 sinusoidal endothelial cell의 interaction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새로운 cytokine들이 형성된다.

TNF-α은 chemokine의 일종인 epithelial neutrophil activating protein-78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에 따라 neutrophil의 chemotaxis와 activation이 항진되고 또 Kupffer cell의 superoxide radical

합성을 촉진한다.

IL-I은 Kupffer cell과 neutrophil을 자극하여 TNF-α와 free radical을 만든다.

IL-10은 항-inflammatory cytokine으로 TNF-α, chemokine, intracellular adhesion molecule들의

mRNA expression을 억제한다. 또 Nuclear factor (NF)-κB도 억제한다. NF-κB는 cytokine,

chemokine, adhesion molecule, NOS 들의 transcription을 조절한다. NF-κB은 inhibitory protein

(I)-κB에 의해 조절되는데 oxidative stress가 심해지면 I-κB가 phosphorylation되어 분해되어

NF-κB가 핵 내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간의 I-R 때 Hydrogen peroxide가 과

량 생성되는데 이때 NF-κB도 activation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Platelet-activating factor (PAF)는 재관류 약 12시간 후부터 증가하여 24시간에 최고 치에

이르는데 Kupffer cell과 ODFR에 의해 형성된다. Gadolinium chloride에 의해 Kupffer cell이

억제하거나 allopurinol로 ODFR의 형성을 억제하면 PAF의 형성이 감소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Kupffer Cell

Fixed macrophage인 Kupffer cell은 activation되면 cytokine, ODFR같은 inflammatory mediator

를 신속히 다량으로 형성시킨다.

Gadolinium 등에 의해 그 기능이 억제되며 latex particle 등은 이 세포를 activation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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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phils

Neutrophil은 재관류시 많은 양의 ODFR과 protease를 분비하는데 재관류 초기부터 간내로

모이지만 재관류 약 5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activation 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재관류 초기

hepatic injury는 neutrophil의 존재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Neutrophil과 sinusoidal endothelial surface의 adhesion에는 여러 종류의 cell surface molecule

들이 관련되어 있다. Leukocyte와 endothelium의 interaction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선 leukocyte의 endothelium 표면으로의 “rolling”, 이어서 firm adherence,

마지막으로 endothelial transmigration 등으로 이루어진다.

최초의 “rolling”은 I-R에 의해 endothelial P-selectin의 expression이 증가되어 이것이 counter

receptor인 P-selectin glycoprotein 1과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어서 leukocyte의 β2-integrin

이 TNF-α, IL-I 등의 cytokine에 의해 activation 된 Intracellular adhesion molecule (ICAM)-I과

결합하면 PMN이 flattening되고 extravascular space로 migration하게 된다. Extravascular compartment

에 들어간 활성화된 leukocyte는 toxic ROS, protease, elastease를 분비하고 microvascular

permeability가 증가하며 edema, thrombosis 및 parenchymal cell death에 이르게 된다.

Adnosine

Adenosine은 cytoprotection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vasodilation을 유발

하고 platelet과 neutrophil의 activation을 억제하며 ET와 ODFR의 생성을 inhibition 하며 NO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세포 허혈 상태에서 adenosine은 세포간 공간에서 세포내로 이동하며 aden-

osine deaminase에 의해 inosine으로 전환된다. 재관류 시 inosine은 hypoxanthine이나 xanthine

으로 convert되어 ODFR의 형성을 촉진한다.

Treatment or prevention of I-R Injury

Controlled, graded reperfusion

Ischemic preconditioning

Antioxidant treatment

Leukocyte depletion or filtration

Anti-cytokine or leukocyte adhesion molecule mAB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s

Platelet activating factor antagonists

Leukotriene-B2 antagoni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