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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조영술 및 인터벤션의 초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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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Experience of Surgeon-handed Angiography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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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ndovascular procedures are being used with increasing frequency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peripheral vascular disease. Vascular surgeons must adapt to this rapid change in treatment modalities
toward less invasive procedures. These procedures require that the individual be familiar with intravascular
catheter techniques. Therefore, the vascular surgeon should acquire endovascular treatment sk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early experience of a vascular surgeon-hande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SA) and endovascular procedures. Method: From March 2006 to October 2007, 104 patients (male 83,
female 21, mean age 56.5±17.2, range 16∼94) underwent DSA or endovascular procedures. One vascular
surgeon performed all of the procedures. The procedures were performed in the angiography suite equipped
with INTEGRIS Allura 15 (Philips Medical Systems, DA Best, Netherlands). Result: Seventy-seven patients
(74.0%) underwent diagnostic DSA during the period. The indications for DSA were limb ischemia in 34
patients, electric burn in 26 patients, and a non-healing wound of the extremity in 10 patients. Ascending
venography was performed in nine patients (8.6%) with deep vein thrombosis, 1 patient with venous ulcer
and in 1 patient with suspicious for venous thoracic outlet syndrome. Sixteen patients (15.3%) underwent
endovascular treatment. Among them, 14 patients with critical limb ischemia received percutaneous balloon
angioplasty and/or stent insertion and two patients with deep vein thrombosis received catheter-directed
thrombolytic therapy. The technical success rate was 100%. After the procedures, one patient had a puncture
site hematoma and two patients had contrast-agent allergic reactions. Conclusion: Surgeon-handed DSA and
intervention showed a good success rate and reasonable complic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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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거술을 시행함으로써 처음으로 혈관내시술이 이루어졌
다(1). 1964년에는 Dotter와 Judkins가 balloon-catheter를 삽입
하여 폐색된 동맥경화성 병변을 확장시켜 치료함으로써 혈
관을 통한 확장술의 개념이 소개되었다(2). 이후 혈관내시
술을 위한 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1991년 Parodi 등
은 처음으로 복부대동맥류를 stent graft로 치료하는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EVAR)를 소개하였다(3).
혈관내시술은 시술에 따른 불편감이 적고, 회복이 빠르
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이 짧
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술방법에 비해 이환률
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 때문에 혈관질
환 치료로 혈관내시술이 기존 수술적 방법을 대치하고 있

론

혈관내시술(endovascular procedure)이란 혈관을 통하거나,
혈관내강 안으로 기구를 삽입하여 행해지는 시술을 말한
다. 1963년에 Fogarty 등이 balloon-catheter를 이용하여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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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혈관질환 치료로 주로 수술을 담당했던 혈관외과
의사도 이러한 최소 침습적 치료경향을 피해갈 수 없으므
로, 혈관내시술에 필요한 기구 및 시술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에 저자에 의해 시행된 혈관내시술을 포함한 혈관
조영술(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SA)의 초기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에 입원하여, 혈관내시술 혹은 DSA 검사를 받은 1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시술은 저자에 의해 시행되
었고, NTEGRIS Allura 15 (Philips Medical Systems, DA Best,
Netherlands)가 설치된 혈관조영실에서 이루어졌다.
DSA 및 동맥내 스텐트삽입술을 위한 동맥천자는 대부분
의 예에서 서혜부의 총대퇴동맥에서 이루어졌다. 총대퇴동
맥 천자가 불가능하거나 장골동맥을 통한 와이어 삽입이
불가능한 2예에서는 우측 요골동맥을 천자하였다. 동맥천
자는 모든 예에서 피부와 가까이에 위치한 동맥벽만 천자
하는 single-wall 천자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상행정맥조영술
(ascending venogram)을 위한 정맥천자는 양쪽 발등정맥에
서 이루어졌다. 심부정맥혈전증에서 혈전용해요법(thrombolytic therapy)을 위해서는 엎드린 자세(prone position)에서
초음파감시 하에 슬와정맥을 천자하였다.
DSA를 위해서는 5F sheath를 사용하였고, 스텐트삽입술
이나 풍선확장술을 위해서는 7F sheath를 사용하였다. 상행
정맥조영술을 위해서는 20 G 카테타를 발등정맥에 삽입하
였다. DSA에서 사용된 카테타는 5F Pigtail 카테타, Headhunter 카테타, Cobra 카테타를 사용하였다.

결

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56.5±17.2세(16∼94)였고, 남자가 83
명, 여자가 21명이었다. 시행한 혈관내시술 및 DSA의 종류
는 Table 1과 같다. DSA는 77명에서 시행되었다. 이중 복부
대동맥 및 양측 하지동맥조영술을 시행한 예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지동맥조영술과 하지동맥조영술 혹은 상지
와 하지동맥조영술은 31명에서 시행되었다. 간종양이 의심
된 환자 1명에서 복강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정맥조영
술은 11명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예에서 상행정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혈관내시술은 16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이
중 14명은 동맥협착증 혹은 폐색증으로 풍선확장술 혹은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2명에서는 심부정맥혈
전증으로 혈전용해요법을 시행하였다. 혈전용해요법을 시
행한 2명 중 1명에서는 좌측 총장골정맥 내 스텐트삽입술
을 시행하였다.
각 시술의 적응증은 Table 2와 같다. DSA를 시행한 77명
중 34명은 임상증상, ankle-brachial index (ABI) 검사,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협착증 혹은 폐색증이 의심되어 시행하였다.
26명은 전기화상에 의한 동맥폐색이 의심되거나, flap surgery 전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10명
의 환자에서는 하지에 발생한 상처가 장기간 치유되지 않
아 하지동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였고, 혈관
기형 환자 3명에서는 혈관기형의 분포 및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상행정맥조영술을 시행한 11명의 환자
중 9명은 초음파검사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어, 확

Table 2. Indication for procedures
Indications
Table 1. Procedures
Procedures
Arteriography
Aortography and outflow arteriography
Upper extremity arteriography
Lower extremity arteriography
Upper and lower extremity arteriography
Celiac arteriography
Venography
Ascending venography
Intervention
Percutaneous angioplasty (balloon and/or stent)
UK thrombolytic therapy for DVT*
Total
DVT = deep vein thrombosis.

Cases (%)

45
15
12
4
1

(43.3)
(14.4)
(11.5)
(3.8)
(1.0)

11 (10.6)
14 (13.5)
2 (1.9)
104 (100)

Cases (%)

Arteriography
Limb ischemia
34 (32.7)
Electric burn
26 (25.0)
Non-healing wound
10 (9.6)
Suspicious vascular malformation
3 (2.9)
Hepatic mass
1 (1.0)
Trauma (gun-shot wound and orthopedic surgery) 2 (1.9)
Suspicious thoracic outlet syndrome
1 (1.0)
Venography
Deep vein thrombosis
9 (8.6)
Venous thoracic outlet syndrome
1 (1.0)
Venous ulcer
1 (1.0)
Intervention
Critical limb ischemia
14 (13.4)
Deep vein thrombosis
2 (1.9)
Total

1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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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정맥성 궤양
과 정맥성 흉곽출구증후군의 예였다. 동맥의 풍선확장술과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14명의 적응증은 Rutherford 분류
(6), category 3 이상의 하지허혈증이었다. 혈전용해요법을
시행한 2명은 모두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이었다.
하지허혈증으로 동맥의 풍선확장술만 시행한 환자는 1
명이었고, 나머지 13명은 풍선확장술 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삽입한 스텐트의 종류는 Self expandable 스텐
트(ZilverⓇ) 11예, Balloon expandable 스텐트(ExpressⓇ) 2예
였다(Table 3).
심부정맥혈전증으로 혈전용해요법을 시행한 2명 환자의
임상적 특징, 사용한 Urokinase의 용량, 시술 전후의 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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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venous disability score, venous clinical severity score(7)
는 Table 4와 같다. 2명의 환자에서 시술은 성공적으로 시행
되었고,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총대퇴동맥 천자를 시행한 91명 중 천자와
관련된 합병증은 2명 발생하였다. 1명(1.1%)은 천자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다. 수혈은 필요하지 않았고, 단순압박으로
치유되었다. 나머지 1명은 총대퇴정맥 천자였다. 정맥천자
후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영제 부작용은 104명에서 2명(1.9%) 발생하였다. 2명 모
두 단순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였다. 가려움증은 특별한 치
료없이 호전되었다.

Table 3. List of percutaneous angioplasty
No

Age

Sex

Indication

Type of stent

Pre-ABI*
(right/left)

Post-ABI†
(right/lef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62
66
64
73
67
63
69
64
67
72
48
63
66
77

M
M
M
M
M
M
M
M
M
M
M
M
M
M

Claudication, left leg (10 m)
Claudication, both leg (15 m)
Claudication, right leg (5 m)
Foot gangrene, left
Claudication, right leg (10 m)
Toe gangrene, left 1st
Resting pain, left leg
Claudication, right leg (5 m)
Claudication, left leg (50 m)
Claudication, left leg (2 m)
Claudication, left leg (5 m)
Toe gangrene, right 5th
Foot gangrene, left
Resting pain, right leg

ZilverⓇ
ExpressⓇ
Ⓡ
Express
Ⓡ
Zilver
Ⓡ
Zilver
ZilverⓇ
ZilverⓇ
Ⓡ
Zilver
ZilverⓇ
Ⓡ
Zilver
Balloon
ZilverⓇ
Ⓡ
Zilver
ZilverⓇ

0.96/0.64
0.72/0.88
0.67/0.93
0.75/0.65
0.37/0.51
0.81/0.66
1.14/0.53
0.38/0.68
0.65/0.55
1.03/0.65
1.20/0.54
0.45/0.82
0.64/0.57
0.45/0.72

0.98/1.01
0.85/0.87
1.07/1.10
0.78/0.89
0.49/0.50
0.87/0.77
1.12/0.95
0.75/0.65
0.66/0.91
1.11/1.08
1.13/0.61
0.86/0.81
0.68/0.72
0.68/0.75

*Pre-ABI = preintervention ankle-brachial index;

†

Post-ABI = postintervention ankle-brachial index

Table 4. Catheter-directed thromobolysis
UK thrombolysis
Age/sex
Duration (day)
Risk factor
Thrombus extent
UK* amount (×103 Unit)
Lysis grade
Venous disability score
Venous Clinical Severity
Complication
*UK = urokinase

Patient 1
88/male
3
Immobilization
Left popliteal vein to common iliac vein
2,300
grade II (90%)
Grade 2 → grade 1
Score 8 → 2
None

Patient 2
71/female
5
None
Left femoral vein to common iliac vein
3,200
grade III (100%)
Grade 3 → grade 1
Score 10 → 2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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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점차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변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혈관질환도 예외는 아니
다. 1991년 처음으로 보고된 EVAR가 제조기술, 장비, 술기
의 발전으로 시술 성공률이 90∼97%이상으로 높게 보고되
고,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8). 또
한 경동맥협착증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의 고위험군에서만
시행되었던 경동맥 스텐트삽입술(carotid artery stenting)이
원위부로의 색전(embolization)을 방지하는 기구가 개발되
면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주로 수술적 치료를 담당했던
혈관외과 의사도 이러한 최소 침습적 치료경향, 즉 혈관내
시술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
서 혈관외과 의사도 혈관내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천자기법
(puncture technique), 혈관내 카테타 조작술 등과 같은 전문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고, 습득해야 한다(9-11).
최근 multidetector CT (MDCT)가 도입되어 말초동맥질환
의 영상검사로 CT angiography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CT
angiography는 기존 DSA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혈관 내강
내의 죽상판의 특징과 혈관내 석회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
으며, 검사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T angiography
는 volume rendering과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기법을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12). 대동맥을 포함
한 하지동맥의 병변 유무를 진단을 위해 CT angiography와
DSA를 비교했을 때 민감도는 90∼96%, 특이도는 94∼95%
로 보고되고 있다(13,14). 따라서 CT angiography는 동맥질
환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에 DSA를 대치할 만한 안전한 검
사법이다. 그러나 CT angiography는 측부혈관이나 손과 발
과 같은 신체 말단부위 동맥 검사에는 용이하지 않다(14).
따라서 이러한 부위의 동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
게 DSA검사가 필요하다. 전기화상에 의한 동맥손상은 주
로 전선과 직접 접촉하는 손이나 전기의 출구인 발부위에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화상에서 동맥폐색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말초부위의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DSA 검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DSA 검사가 많은 이유가 전체 DSA
검사 환자 77명 중 25명(33.8%)을 차지하는 환자가 전기화
상 환자이기 때문이다.
DSA나 스텐트삽입술을 위해서는 동맥천자가 이루어져
야 한다. 동맥천자는 1953년 Sven-Ivar Seldinger가 제시한
Seldinger 방법, 즉 와이어를 통한 카테타 삽입으로 안전하
게 시행할 수 있다(15). 와이어 삽입을 위해 동맥을 천자하
는 방법은 single-wall 천자방법과 double-wall 천자방법이 있
다. Single-wall 천자방법은 천자바늘을 동맥이 위치하는 부
위까지 천천히 삽입하여 동맥혈이 배출되면, 그 위치에서
와이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동맥혈은 천자바늘의 일부만
삽입되어도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천자바늘이 동맥내강

에 완전히 삽입되기 전에 와이어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된
와이어로 인해 동맥벽의 박리(dissection)를 초래할 수 있다.
박리는 특히 석회화가 심한 동맥에서 발생한다. Doublewall 천자방법은 천자바늘을 동맥의 전벽과 후벽을 관통하
게 한 후, 천천히 당기면서 동맥내강을 확인하여 와이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관통된 동맥의 후벽과 동맥 주위
에 존재하는 정맥 사이에 누공을 형성하여 AVF를 초래할
수 있다. 서혜부에서 총대퇴동맥과 총대퇴정맥의 해부학적
인 관계는 보통 정맥이 안쪽, 동맥이 바깥쪽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해부학적인 위치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CT
를 이용하여 100명의 환자에서 200 서혜부를 조사한 결과,
65%에서 총대퇴동맥과 총대퇴정맥이 전후로 중첩되어 있
었다(16). 이는 double-wall 천자를 시행할 때 AVF 발생 위
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저자의 경우 모든 동맥천
자는 single-wall 천자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동맥천자를 시
행한 모든 환자에서 동맥박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AVF가 발생한 환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혜부에서 총대
퇴동맥 천자는 투시영상(fluoroscopic imaging)을 통해 대퇴
골두(femoral head)를 지표로 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대퇴골
두가 총대퇴동맥과 가장 연관성이 많다는 보고 때문이다
(17).
동맥협착증 혹은 동맥폐색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텐트는 크게 balloon-expandable 스텐트와 self-expandable
스텐트, 2종류가 있다. 이 2종류의 스텐트는 각각 장점과 단
점이 있다. Balloon-expandable 스텐트는 병변 부위에 스텐
트를 위치시키고, balloon의 확장으로 deploy한다. Deploy 도
중 스텐트가 축소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스텐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 이 스
텐트는 석회화가 심한 동맥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단
점으로는 석회화가 심한 동맥이나, 큰 직경의 스텐트를 삽
입했을 때, 스텐트 말단부위의 동맥에 박리를 일으킬 수 있
다. 그리고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의해 눌려
스텐트가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절부위의 삽입은 피
해야 한다. Self-expandable 스텐트는 쉽게 구부려지고, 휘어
지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동맥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특히 복부대동맥 분기부를 횡단하여 반대쪽 장골동맥에 스
텐트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복
부대동맥 분기부를 통과하기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deploy
도중 단축될 수 있고, 석회화가 심한 혈관에는 적용하기 어
렵다(18,19). 저자의 연구에서는 총장골동맥 기시부의 심한
석회화 소견을 보인 2명의 환자에서는 balloon-expandable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나머지 11명의 환자에서는 self-expandable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심부정맥혈전증으로 혈전
용해요법 후 관찰된 좌측 총장골정맥 협착증을 보인 1명의
환자에서도 self-expandable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Society for Interventional Radiology에서 제시한 서혜부 천
자 및 동맥조영술 후 합병증 발생의 threshold는 Tabl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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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 complication
Complication

Threshold (%)*

Hematoma
Occlusion
Pseudoaneurysm
Arteriovenous fistula
Catheter-induced complications :
Arterial dissection
Subintimal dissection
Cerebral angiography :
All neurologic complications
Permanent neurologic complications
Contrast agent reactions :
All reactions
Major reactions
Contrast agent-induced real failure
Other (inadvertent vein puncture)

3
0.5
0.5
0.1
2
1

Personal (%)
1/91 (1.1%)
−
−
−
−
−

4
1

Not performed
Not performed

3
0.5
0.2

2/104 (1.9%)
−
−
1/91 (1.1%)

*Society for Interventional Radiology's threshold complication rate for quality assurance after groin puncture and angiography (J Vasc
Interv Radiol 2002;13:1-6)

같다(20). 본 연구에서 발생한 합병증은 총대퇴동맥 천자를
시행한 91명 중 1명(1.1%)에서 혈종이 발생하였고, 단순한
가려움증을 호소한 조영제 부작용이 총 104명중 2명(1.9%)
에서 발생하였다.

결

4)

론

결론적으로 혈관외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혈관내시술 및
DSA는 높은 성공률과 비교적 낮은 합병증 발생률로 안전
하게 시행되었다. DSA나 혈관조영술의 기초가 되는 동맥
천자는 single-wall 천자방법이 용이하다. 장골동맥의 스텐
트삽입술 시 스텐트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텐트를
선택해야 한다. 총장골동맥 기시부에 석회화가 심한 병변
에는 balloon-expandable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좋고, 구불
구불한 형태를 보이는 외장골동맥의 병변에는 self-expandable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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