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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혈관수술의 초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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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Experience of Hybrid Vascula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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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espite advances in the techniques and development of new devices, endovascular (EV) procedures
are not the panacea for peripheral vascular diseases. This is partly because substantial cases are too complicated
to manage with only EV procedures and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large size of devices. We reviewed
our experience of hybrid vascular procedures and report here on their outcomes.
Methods: Between August 2008 and March 2010, thirteen cases of hybrid vascular operation were
performed. A retrospective review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was performed. The primary outcome measures
were technical outcomes and patency rates.
Results: The mean follow-up duration was 17.7 months. Treatment indications were as follows: critical
ischemia (n=6), claudication (n=3),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 leg ischemia (n=3), and unstable aortic
atheroma with recurrent embolism (n=1). All operations were performed under local anesthesia in an
angiography suite. A single surgeon and a single interventional radiologist performed all the major procedures
together. Technical and clinical success rates were 92.3%. All limbs were salvaged in patients with critical
ischemia. The primary patency rate of the 13 cases was 83.3% at 1 year. There was no in-hospital mortality.
Conclusion: hybrid vascular operation is useful for patients with a complex vascular condition. The role
of hybrid vascular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gards to not only the cost benefit but also the
long-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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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되고 있다(1,2). 혈관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도 여타의
외과영역처럼 최소침습수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통적 수술을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다. 혈관 내 치료는
최소 침습수술의 장점과 더불어 수술적 치료와 견줄만
한 장기 성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기
존의 큰 구경 장비들이 점차 소구경화되면서 혈관치료
에 있어서 수술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의 환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혈관
의 해부학적 형태와 현재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한가지
치료방법만으로는 성공적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hybrid 혈관수술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발전해오고 있다(3,4). 혈관 내 치료에 대한 외과의사의
경험이 축적되고 국내에서도 실제 이를 사용하는 혈관

론

인구의 고령화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의
증가는 혈관질환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비침습적 검사
에 의하면, 40대 인구의 1.4-1.9%, 50대 인구의 6.9%, 70세
이상에서는 20%가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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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증례
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혈관외과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며 이는 앞으로 혈관외과 의사가 혈관질환 치료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들은 혈관 내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동시에 시행(hybrid vascular procedure)한 증례들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고 그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지의 허혈증상으로
hybrid 수술을 받은 증례들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의
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적 성공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적검사기간 동안 시행한 비침습적
혈관검사를 토대로 임상적 성공여부를 판정하였다. 또한,
전체 13명의 환자들의 1년 개존율을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11.5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1) 수술방법

연구에 포함된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hybrid 수술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대퇴동맥간 우회로 수술을 계획하
여 양측 대퇴동맥을 이용한 3명의 환자들 외에는 모두
편측 총대퇴동맥을 통하여 수술하였다. 절개부위를 리도
케인으로 국소 마취하고 절개하였다. 내막 절제술과 원
위부의 풍선 혈관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는 혈관을 천자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Age (y)
Sex (male:female)
Side (right:left)
Diabetes
Hypertension
Smoking
Ex-smoker
Current smoker
Non-smoker
Diagnosis
Critical ischemia
Claudication
AAA with claudication
AAA with CTO
Atheroma with embolism

62.8±7.79
12:1
8:5
0
7 (53.8)
2 (15.4)
5 (38.5)
6 (46.1)
6
3
2
1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AA = abdominal aortic aneurysm; CTO = chronic total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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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guidewire를 원위부에 거치한 후 Rummel tourniquet
를 이용하여 혈관을 폐쇄하고 내막절제술과 패치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패치의 재질은 모든 경우 polytetrafluoroethylene (PTFE)를 이용하였다. 내막 절개와 패치
봉합이 종료되면 패치를 직접 천자하거나 공간이 충분
한 경우 자가동맥을 천자한 후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였
다. 혈관 내 치료를 위한 sheath는 사용이 예정된 기구
중 가장 굵은 것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여 수
술 도중 교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내막절제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혈관을 천자하지 않고 직접 가로형태의 절
개를 가하고 sheath를 삽입하였다. 이 경우 혈관 절개창
과 sheath 사이의 출혈은 Rummel tourniquet로 조절하였
다. Sheath의 진입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는 혈관외과
의가 혈관을 관리하고 영상의학 전문의가 sheath와 wire
를 조작하였다. 혈전색전제거술이 동반된 경우, 총대퇴동
맥을 통하여 포가티 도관을 이용하여 제거술을 시행한
후 혈관창의 양끝단에서 두개의 봉합사로 봉합하되 매듭
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sheath를 삽입하였다. 이를 통
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제거술이나 혈관성
형술을 결정하였다. 무릎 이하 혈관의 폐쇄가 있는 경우
는 True-lumen thrombectomy 도관과 guidewire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혈전이나 색전을 제거하였다.
혈관조영검사에서 20% 미만의 협착을 남기는 경우를
기술적 성공으로 정의하였다. 컴퓨터혈관조영술이나 이중
주사 초음파를 이용하여 50% 미만의 협착을 유지하는 경
우를 patent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개존율은 Kaplan-Meier
법과 log rank test를 이용 분석하였다. 임상적 성공은 anklebrachial index (ABI)＞0.1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결

과

연구기간 동안 13예의 hybrid 수술이 시행되었다. 평균
추적기간은 17.7±12.8개월이었다. 3명의 환자가 추적 중
소실되었다. 추적기간 중 사망한 환자가 3명이었다. 이 중
2명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우울증에 의
한 자살이었다. 평균연령은 72.8±7.79세였다. 남성이 12예
였고 여성이 1명이었다. 우측 하지가 8예, 좌측 하지가 5
예였다. 13명의 환자 중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는 없었으
며, 고혈압은 7명의 환자에서 동반되었다. 5명의 환자가
현재 흡연 중이었으며 나머지 8명의 환자는 금연을 하였
거나 비흡연자였다. 질환별로 구분하면 절박허혈이 6예,
하지의 파행이 3예, 하지의 파행을 동반한 대동맥류가 3
예(파열 1예 포함), 원위부 색전을 일으키는 동맥경화판
이 1예였다(Table 1). 질환별로 시행된 수술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수술 시간은 절박허혈군이 193±35분, 하지
파행군이 183±45분, 파행을 동반한 대동맥류군이 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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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nents of hybrid procedures
Indication
Critical ischemia

Claudication

AAA claudication
AAA CTO
Unstable atheroma

Surgery

Endovascular

TE＋Patch
EA＋Patch
TE
TE
TE
TE
TE
EA＋Patch
EA＋Patch
TE
EA＋Patch
Bypass
Patch

Stent (iliac)
Stent (iliac)
Stent (Femoral)
Stent (Femoral)
Stent (iliac)
BAP (BK)
BAP (iliac)
Stent (iliac)
Stent (iliac)
EVAR unilimb
EVAR
EVAR unilimb
EVAR

Operation time (min) Technical outcome
180
175
260
180
200
160
140
180
230
240
170
245
210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Fail
Success
Success
Success

Complication
None
None
None
Compartment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Toe amput

TE = thromboembolectomy; EA = endarterectomy; BAP = balloon angioplasty; BK = below the knee; EVAR =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AAA = abdominal aortic aneurysm; CTO = chronic total occlusion.

Fig. 1. Primary patency rate of all hybrid cases. The primary
patency rate at one year was 83.3%.

혈류의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이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ABI의 개선을 보여 임상적 성공률은 92.3%였
다. 절박허혈로 수술한 6명의 환자들 중 1명의 환자에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국소
음압을 이용한 창상관리로 절개창을 봉합하였다. 반복적
인 색전을 일으키는 대동맥 죽상판으로 수술한 환자는
발가락에 발생한 청색지현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였다
(Table 2). 그 외에 주요절단을 요하는 환자는 없었으며
절박허혈 환자들의 limb salvage rate는 100%였다. 전체
환자들의 1년 혈관 개존율은 83.3%였다(Fig. 1). 절박허
혈로 수술한 환자들의 1년 1차 개존율은 80.0%였다. 창
상감염이나 가성동맥류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입원기간
중이나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예는 없었다.

고
분, 반복적 색전을 일으키는 대동맥 죽상판 환자가 210
분이었다. 13명의 환자 중 12명의 환자에서 시도된 수술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기술적 성공률은 92.3%였
다. 실패한 1명의 환자는 대동맥류에 동반된 파행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였으며, 환자의 좌측 장골동맥은 폐쇄
되어 있었고 우측 원위부 대퇴동맥에 협착이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계획된 치료는 unilimb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EVAR)와 대퇴동맥간 우회로 수술이었다. 우측 총
대퇴동맥 부위를 절개하여 접근한 후 우측 원위부 대퇴
동맥의 협착에 대하여 스텐트를 삽입하고 EVAR는 성공
적으로 시행되었다. EVAR 후 우측 외장골동맥에 색전이
발생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간이 길어지고 환
자의 협조가 어려워져 대퇴동맥간 우회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환자의 좌측 하지는 수술 후

찰

총대퇴동맥에 국한된 폐쇄성 질환에서 내막절제술과
패치 혈관성형술은 표준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5,6).
trans-atlantic inter-society consensus (TASC) II 분류에 따
르면 총대퇴동맥을 침범하는 경우는 class C 혹은 D 병
변으로 분류된다. 장골동맥에 대한 혈관 내 치료는 수술
적 치료와 견줄 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7). 그러나 총
대퇴동맥 폐쇄를 동반한 경우 혈관 내 시술만을 사용하
기에는 적절한 적응증이 되지 못한다. 혈관 내 치료와
수술을 혼용한 hybrid 수술은 1970년대에 처음 보고되었
으며 대부분 고위험 환자에서 유입혈관에 대한 장골동
맥 혈관성형술과 대퇴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
우였다. 당시에는 혈관 내 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었
는데 혈관 내 치료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시행하였다.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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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과 의사가 관여하게 되면서 좀더 복잡한 혈관질환
에 대한 치료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Hybrid 수술은 혈
관재건치료의 약 5-20%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특히 TASC C, D 병변의 환자에서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Ebaugh 등(9)은 단계적 동맥수술과 simultaneous hybrid
procedure의 비용을 분석하여 hybrid 수술이 병원입원기
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Hybrid 수
술의 초기 경험에서는 총대퇴동맥의 내막절제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저자들의 임상경험과도 일치하
는 것이다. 이후 hybrid procedure는 고위험 환자에서 복잡
한 수술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hybrid 수술을 이용
하여 distal origin bypass를 가능하게 하여 수술의 범위와
유병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10). Chang 등(11)은 대퇴
동맥 내막절제술과 장골동맥 스텐트 시술의 장기 성적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Hybrid 혈관수술의 장점은 첫째,
대부분의 경우 국소마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증례도 모두 국소마취로 시행되었다. 둘째, 고위험 환자
에서 대수술 대신 작은 절개창으로 최소 침습수술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TASC C 또는 D 병변을 치료하
는데 혈관 접근로 관련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넷째, 경피적 혈관 내 치료와는 달리 양방향 치료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피적 혈관 내 치료의 경우 역
방향 또는 순방향 천자가 일단 만들어지면 애초 만들어
진 방향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절개를 통한 접근
을 시행한 경우는 혈관을 조작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
으므로 양방향 시술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혈관의 크
기가 허용하는 한 치료를 위한 장치의 구경에 제한이 거
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구경 장치의 사용할 경우
혈관 자동봉합기의 사용이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피적 혈관 봉합기가 비보험이고, 대구경
장비의 경의 편측 천자당 두 개의 봉합기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hybrid 수술에서는 편측당 약 60만원의 절
감 효과가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혈관수술 수
가와 비슷한 비용이다. 일곱째, hybrid 수술은 기술적 실
패의 경우를 제외하면 1회의 수술로 치료를 종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혈관 내 치료와 수술을 각각 단독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치료가
대부분이었으나
hybrid
procedure는 동시에 모든 병변을 치료할 수 있다. 여덟째,
hybrid 수술이 C-arm을 이용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
또는 시술의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어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전, 후 따로 혈관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관외과 의사와 중재적 방사선
전문의가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다. 특히, 혈관외과 의사가 혈관 내 치료 과정과 장치를
준비 단계부터 참가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도 혈
관 내 치료의 술식과 장비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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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매우 유익하다. 혈관외과 의사가 처음부터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
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혈관외과 의사가 C-arm 장비와
다양한 혈관 내 치료 장비를 갖추기 힘든 실정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중재적 방사선 전문의와의 협진과 이를 통
한 경험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피적 접근은 혈관
내 치료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지만 숙련을 요하며 다양
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혈관 접근뿐 아니라 주요
술식을 시행하는 데에는 수술 전 계획이 필요하고 적절한
장치의 선택과 각 장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Hybrid 혈관수술을 시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혈관 병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는 중재적 영상의학 전문의와 상세한 토론을 요하
는 과정이다. 현재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일으키는 병
변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파악해야만 혈관 접근을 위한
절개위치가 결정되면 절개창의 크기와 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퇴동맥 접근으로 이
루어지며 대퇴동맥 내막절제술과 패치봉합술을 요한다.
둘째, 치료의 목표(endpoint)를 설정하여야 한다. Hybrid
수술이 복잡하고 복합 병변에 대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이 길어지고 환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러하기에 보이는 모든 병변을 다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경우 최소 어느 부위 혹은 최소 어떤
단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술
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위험 환자에서 시
행되기 때문에 국소마취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이 길어지는 경우 환자가 용변의 긴박을 호소하거나, 요
통으로 인하여 자세를 유지 못하여 협조가 불가능한 경
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최소의 목표설정이나 우선
순위 없이 시술하게 되면 중요한 수술은 시행하지 못한
채 수술을 끝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혈
관외과 의사와 중재적 영상의학 전문의 간에 전체 수술
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술의 순서와 각 단
계마다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하며, 각
자가 하고자 하는 치료 목표와 이유에 대해 공유해야 한
다. 즉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
지 못하게 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수술과 혈관 내 치료 방법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hybrid 수술의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Hybrid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실이나 혈관조영실과 같
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동식 C-arm이나 고정형 fluoroscopic unit이 있어야 하고 방사선 투과 침대도 갖추어야
한다. C-arm 침대의 경우 억대의 가격부터 저가의 국내
테이블이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입을 고려해야 한
다.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직원들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C-arm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고, 혈관 내 장치들의 명칭과 사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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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처치에 대하여 숙련시켜야 한다. 국내의 몇몇 장비
회사들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초기에는 수술실에서 많
은 증례들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guide
wire, balloon, stent, catheter, sheath)를 구비하기 어렵고
업체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정 증례들을 우선 정해
서 그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 사용하고 점차 영역을 넓
혀가는 것이 좋겠다. Hybrid 수술을 위한 제반의 준비
등에 관하여는 Kim 등(12)의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된 바
있다. Hybrid 수술과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
관 절개를 하기 전에 wire를 먼저 통과시켜 true lumen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를 pre-arteriotomy guidewire access
라고 한다(13). 내막 절개술을 먼저 하게 되면 원위부 혈
관의 내막판으로 인해 이후에 true lumen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혈관 내 치료는 가급적 혈류가
개통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술기를 위
해 겸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게 되
면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어 전체 수술에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

결

론

Hybrid 혈관수술은 국소마취하에 시행가능하며 수술의
범위를 줄여 준다. Hybrid 수술은 혈관외과 의사가 혈관
내 치료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용하며 혈관 내 치료에 필
요한 기구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Hybrid 수술은
multi-level 폐쇄를 가진 환자에서 한번의 수술로 재관류
를 가능하게 하므로 긴박허혈 환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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