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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2009∼2010) 혈관외과 영역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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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Vascular Surgery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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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eriod of endovascular surgery, there have been several, epoch-making changes in the vascular surgery
particularly during the past year. Among them, some reports make this year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vascular surgery while some gave us an evidence-based answers to the time-honored questions and
controversies. I would like to take a privilege to select and introduce some of those important changes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reported during past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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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되는 동맥질환 및 정맥질환에 관한 임상 연구들 중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논문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론

혈관 내 치료(endovascular treatment)가 거의 모든 분야
의 혈관 수술에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혈관 관련 의
학분야는 다른 어떤 의학분야보다 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9∼2010년을 거치며 지난 1년은 혈
관외과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임상 의학에서 큰 변화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필
요에 의해 준비하고, 시행해 온 임상 연구들이 지면을
통해 발표됨으로써 종래의 의문이 해소되기도 하고, 어
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술
이나 치료 방법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의학의 변화, 다른 말로 의학의 발전을 가
져오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지난 1년 간 혈
관 관련 의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

경동맥 질환
경동맥 질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조사
보고가 있었다. 2009년 10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추구 평가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인에서 뇌졸중의 원인은 허혈성
85.5%, 출혈성 14.5% (뇌내출혈, 8.7%; 지주막하 출혈,
4.2%; 기타 비외상성 뇌출혈, 1.6%)로 보고되어 있어서
한국인에서도 뇌졸중의 원인이 서구인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뇌졸중 빈도는 증가 추세이며 그 중 뇌
출혈의 상대적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ig. 1).
따라서 이 질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관의학 영역에서는 동서를 막론하
고 가장 중요한 질환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죽상경화증에 의한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내
막절제술(carotid endarterectomy, CEA)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carotid artery stenting or carotid angioplasty and
stenting, CAS)의 치료 효과 비교는 지난 수년 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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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Underlying causes of the stroke in Korean patients (including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 the year of 2008). (B) Changing
trend of underlying causes of the stroke in Korean patients from 2005 to 2008 (Results of Quality Assessment of Acute Strok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Korea, Oct. 2009).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동안 많은 전향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지만 비교 연구를 위해 등록된 환자의 배정 과
정의 오류, 연구에 참여하는 시술자의 경험과 능력의 검
정 문제, 색전 방지 기구(embolic protection device) 사용
여부, 두 군간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정한 end
point의 기준 설정의 문제점, 심지어는 연구과정에서 시
술에 필요한 기구를 생산하는 기업의 영향력 개입 가능
성 등이 논란이 되어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 같은 다
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장기추
적 비교 연구가 지난 수년 간 진행되어 온 결과 드디어
2010년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Carotid Reconstruction Endarterectomy versus Stenting Trial (CREST)와 International Carotid Stenting Study (ICSS)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려 왔던 연구이다. 이
두 임상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빈번한 원인인 동
맥경화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내막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효과를 장기간 전향적으로 비
교한 임상연구이다.
먼저 CREST(1)의 결과를 소개하면,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두 가지 치료 능력
이 검증된 117개 병원이 참여하여, 경동맥 내막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치료 직후 및 치료 후 4년 동안
두 가지 치료 방법의 효과 및 안전성을 전향적으로 비교
한 대규모 연구였다. 이 연구는 증상이 있는 환자(53%)
와 증상이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47%)를 대상으로 하
였고, 두 군간 치료 성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치료 후 30
일 이내의 뇌졸중, 심근경색증 발생률 및 사망률과 치료
후 4년 간 치료를 시행한 동측 경동맥 뇌영역에 발생하는
뇌졸중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환자가

어느 한쪽 치료군으로 할당된 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 두
군간 뇌졸중, 심근경색증 발생 및 사망률, 발생률을 동시
에 비교한 결과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CAS, 7.2% vs. CEA, 6.8%, P=0.51). 그러나 그 결과
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료 후 4
년 간, 두 군간 사망 혹은 뇌졸중 발생률은 스텐트 삽입
술군에서 더 높았고(CAS 6.4% vs. CEA 4.7%, P=0.03),
수술 후 30일 이내 뇌졸중 발생 빈도 또한 스텐트 삽입
술군에서 더 높았다(CAS 4.1% vs. CEA 2.3%, P=0.01).
그러나 치료 후 30일 이내 심근경색증 발생 빈도는 경동
맥 내막절제술군에서 더 높았다(CAS 1.1% vs. CEA
2.3%, P=0.03). 치료 후 30일이 지난 이후 동측 경동맥
뇌영역에 발생한 뇌졸중 빈도는 두 군에서 모두 낮게 나
타났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CAS 2.0% vs. CEA 2.4%, P=0.85). 이 CREST 연구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치료 직후 심근경색의 빈도는 경동맥 내
막절제술군에서 더 빈번하였고, 뇌졸중 발생 빈도는 경
동맥 스텐트 삽입술군에서 더 많았음을 보였다. 특히 흥
미로운 사실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더 유리하고, 70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스텐트 삽
입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같이 환자 연령별 치료결과의 차이는 고령환자에서는 대
동맥궁, 무명동맥 등 근위 동맥 병변이 상대적으로 빈번
하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 중 뇌내동맥으로의 색전증
(embolism) 발생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010년에 발표된 또 하나의 중요한 임상 연구인 ICSS
는 영국을 중심으로 50개 병원이 참가한 대단위 연구였
으며 증상이 있는 경동맥 협착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이 CREST와 다르지만 이 연구 역시 경동맥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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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안전성을 비교한 다
기관 전향적 임상연구였다(2). 치료 효과의 비교는 치
료 후 3년 간 사망률 혹은 장애를 남기는 뇌졸중(disabling stroke) 발병 빈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들 결과는 intention-to treat 방법으로 비교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 환자가 치료군으로 배정된 시점으로부터 치료
후 4개월까지 사망 혹은 심한 뇌졸중 발병 빈도는 스텐
트 삽입술군에서 높았으며(CAS 4.0% vs. CEA 3.2%), 여
기에 시술 후 심근경색증 발생 빈도와 더불어 사망, 중
증 뇌졸중 혹은 치료와 관련된 심근경색증 발생 빈도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에서도 스텐트 삽입술군에서 유의하
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CAS 8.5% vs. CEA 5.2%, P=
0.006). ICSS의 결론은 증상을 가진 경동맥 협착증 환자
에서 더 장기적인 비교 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
동맥 내막절제술이 가장 우수한 치료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ICSS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 중 또 하나
의 흥미로운 사실은 ICSS 등록 환자들 중 스텐트 삽입
술이나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전
1∼7일, 수술 후 1∼3일, 그리고 30±3일에 새로운 뇌경
색 발견을 위해 diffusion-weighte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DW-MRI)를 시행한 231명을 대상으로 두 군
간 치료 후 새로운 뇌경색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경
동맥 스텐트 삽입술군에서 경동맥 내막절제술군보다 약
3배 높은 새로운 뇌경색 발생 빈도를 보고하였다(3). 그
러나 DW-MRI 병변 중 일부(CAS 17% vs. CEA 53%)에
서만 1개월 후 FLAIR MRI에서 병변이 남아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초기의 병변이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또
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발생한 뇌경색은 많은 예에
서 장애를 남기지 않는 뇌졸중(non-disabling stroke)이었
으므로 장애를 남기는(disabling stroke)의 발생 빈도를 비
교하는 데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보고에서 재미있는 결과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사용하는 색전 방지 기구(embolic protection device)가 증
상을 가진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는 뇌색전 예방에 효
과적이지 못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치료와 관련하여 2010년에 보고된 또
하나 눈에 띄는 보고는 경동맥 내막절제술과 경동맥 스
텐트 삽입술군에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비교한 논문이다(4). 이미 잘 알려진 2004년에
발표된 SAPPHIRE trial(5)이란 미국에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미국 내 임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FDA 허가를
받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임상 연구였다. 이 연구
의 결론은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서 색전 방지 기구 사용
하에 시행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 내막절제
술의 성적보다 못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임
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경동맥 내막절제술군에서 너
무 높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발생 빈도, 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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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할 때 non-Q 심근경색증을 포함시킨 점, 과거 경
동맥 내막절제술 후 재협착 환자의 빈도가 너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연구
자들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8년 또 다시 수술 고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경동
맥 내막절제술의 보다 장기적인 추적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3년 간 추적 검사 결
과 사망 및 동측 경동맥 뇌영역의 뇌줄중의 누적 발생
빈도가 두 군간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CAS 24.6%
vs. CEA 26.9%)(6). 그런데 이들 SAPPHIRE trial 연구자
들은 2010년 SAPPHIRE trial에 참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두 군간 수술 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short form-36 (SF-36), general health rating, and Euro Qol
(EQ-5D), 그리고 6 disease-specific modified Likert scales를
이용하였으며, 수술 후 기간 별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
과 경동맥 내막절제술에 비교하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
술은 시술 후 첫 2주 간은 좋은 점수를 보였으나 1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그 효과는 소실되었고, 경동맥 내막절
제술 환자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스텐트 삽입술의 비침습성의 장점은 시술 후 2주 간만
지속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 허혈증
하지 허혈증에 관해 최근 발표된 논문 중 눈에 띄는
연구는 2010년 발표된 ‘Bypass versus angioplasty in Severe
ischemia of the leg (BASIL) trial’(7)이 가장 주목할 만하
다. 혈관외과 영역에서 하지동맥 폐색증 환자가 빈번한
만큼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예상과 달리 중
증 하지 허혈증(critical limb ischemia)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동맥 우회로술과 혈관 내 치료의 성적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는 BASIL trial이 유일한 임상 연구였기 때문
에 BASIL trial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BASIL
trial 연구자들이 2005년 발표한 BASIL tiral 중간 보고(8)
는 중증 하지 허혈증 환자에서 일차적 치료 방법으로 동
맥 우회로술을 시행한 군과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한 군
간의 성적을 전향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치료 후 2년까
지의 환자 생존율과 하지 보존-생존율(amputation-free survival)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년 이후에는
동맥 우회로술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함을 보고한
바 있다.
올해 발표된 BASIL trial의 최종 보고에서는 27개의 영
국 병원이 참가하였으며, 연구 대상인 중증 하지 허혈증
을 2주 이상의 휴식기 동통, 족부 궤양, 혹은 발가락 괴
저가 있는 환자로 정의하였고, 이들 환자에서 일차적 치
료 방법으로 하지동맥 우회로술 혹은 혈관 내 치료(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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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의 군으로 나누어 치료한 후 모든 환자에서 3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다. BASIL trail 결과를 요약하면, 중
간 발표 이후 평균 2.5년을 더 관찰한 결과 56%환자는
사망하였고, 38%는 하지 절단 없이 생존하였으며, 하지
절단 후 7%가 생존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군간 생존율
과 하지 보존-생존율의 차이는 없었지만 2년 이상 생존
한 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맥 우회로술군에서
더 우수한 생존율과 하지 보존-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hazard ratio: amputation- free survival, 0.85; overall
survival 0.61). 이 결과를 술식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보
고한 논문(9)을 보면 기술적 실패의 빈도는 혈관 내 치
료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angioplasty 20% vs. bypass
2.6%, P=0.01). 동맥 우회로술의 25%는 인조혈관 이식편
이 이용되었고, 자가정맥을 사용한 우회로술군 간의 비
교에서 환자의 전체적 생존율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지
만 하지보존-생존율은 자가정맥 이식편을 사용한 동맥
우회로술군에서 인조혈관을 사용한 군보다 유의하게(P=
0.003)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인조혈관을 이용한
하지동맥 우회로술보다는 차라리 혈관 내 치료를 시행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혈관 내 치료는 경관(transluminal)
과 내막하(subintimal) 시술이 대략 비슷한 숫자에서 시행
되었으며, 두 시술 방법 간 치료 성적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맥 우회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먼저 혈관 내 치료를 시행 받았으
나 이 치료가 실패하여 이차적으로 동맥 우회로술을 시
행한 군과 일차적으로 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한 군으로
나누어 치료 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 혈관 내 치료가 실
패한 후 시행한 동맥 우회로술은 일차적으로 동맥 우회
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보다 더 나쁜 치료 성적을 보였
다는 점이다. 이것은 혈관 내 치료의 장점을 기술할 때
혈관 내 치료가 실패할지라도 동맥 우회로술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2010년에 발표된 하지동맥 폐색증에 관한 연구 보고
중 중요한 또 하나의 보고는 RESILENT trail(10)을 들고
싶다. RESILIENT trial은 표재 대퇴동맥과 상부 슬동맥의
협착 병변으로 인한 파행증 환자에서 자가 팽창 nitinol
스텐트 삽입술과 풍선 성형술 간 성적을 비교하는 전향
적 다기관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시술의
기술적 성공률(nitinol stent 95.8% vs. balloon angioplasty
83.9%, P＜0.01)과 12개월 혈관 개존율(nitinol stent 81.3%
vs. balloon angioplasty 36.7%, P＜0.0001)이 풍선 성형술
만 시행한 환자에서보다 nitinol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더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하지 동맥에서 혈관 내 치료의 변천을 보면 처음 대퇴동
맥의 짧은 협착부에 풍선 성형술이 성공적이었지만 10
cm 이상의 긴 협착에서는 1년 개존율이 20% 정도로 아
주 저조한 개존율을 보였었다(11-14). 그 후 풍선 성형술

의 취약점인 recoil, 동맥 박리(dissection)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 1세대의 balloon-expandable 스텐트가
사용되었으나 하지 동맥에서 balloon-expandable 스텐트
삽입술은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 후 개발된
자가 팽창 nitinol 스텐트는 종래의 expandable 스텐트와
비교하여 향상된 성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향적
임상 연구 결과에서도 그 성적이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Schillinger 등(15)은 대퇴-슬동맥 병변에서 nitinol
스텐트 사용 후 12개월에 재협착 빈도가 감소했다고 보
고한 반면 Krankenberg 등(16)은 nitinol 스텐트 사용으로
재협착 빈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배
경에서 RESILIENT trial이 시행되었다고 본다. RESILENT
trial의 결론은 7 cm 전후 길이의 대퇴-슬동맥 병변에서
자가 팽창 nitinol 스텐트 사용 12개월 후 재협착 발생
빈도 및 임상적 결과 비교에서 단순한 풍선 성형술보다
그 성적이 우수함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 허혈증 치료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치료
적 혈관신생(therapeutic angiogenesis) 분야에서는 지난 2
년 동안 약 1,400여 편의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major medical journal (impact factor＞10)에 발표된 임상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나마 2년 전 발표된 임상 연구
보고 중 눈에 띄는 보고는 2002년 일본 학자들이 Lancet
에 발표한 TACT study(17)의 추적관찰 보고(18)가 2008
년 보고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에 따르면 동맥경화증, 그리고 Buerger병으로 인한
중증 하지 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골수 단구세포를 병
변 부 하지에 근육 주사하여 환자의 생존, 하지 보존, 부
작용 발생 여부, 발목 동맥압 지수, 경피 산소 분압, 통
증 지수, 궤양의 크기, 파행 거리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
하여 3년 간 관찰한 결과 통증 지수, 궤양크기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파행 거리 연장과 하지 보존 기간 연
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발목 동맥압
지수와 경피 산소분압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약 15∼16년 전 therapeutic angiogenesis개념이 처음 소개
된 이후 발표된 많은 임상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
기 어려운 기준을 근거로 한 치료 효과 판정, 기존 약물
치료와의 비교 연구 부재 등의 취약점을 보인 논문이 많
았던 것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therapeutic angiogenesis분야의 임상 연구가 최근 한 단계 더 진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일
부 임상 분야에서 혈관 조직의 생물학적인 이해가 부족
한 상태에서 “From bench to bedside”의 과정을 너무 급
속도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Back to the bench”가 필
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혈관 조직에 대한 분자,
세포 생물학적으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19).
Gupta 등(20)은 therapeutic angiogenesis의 현주소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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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서 이 분야의 임상 연구 결과는 동물 실험에서와
는 달리 아직도 그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
므로 genesis, growth, maintenance of the neovasculature 등
여러 부분에 함께 작용하는 물질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치료 세포(cell therapy)와 혈관신생 인자(angiogenic factor)
의 병합 치료 등이 향후 나아갈 바라고 제시하였다.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증
대동맥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는 수없이 많은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aortic stent graft)와 관련 논문이 있다.
이들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논문들은 파열 복부대동맥
류 환자에서 혈관 내 대동맥류 재건술(Endovascular aneurysm repair, EVAR) 시행, EVAR의 장기 성적, 종래의
EVAR 시술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fenestrated stent graft 성적 등이 있었다. McPhee 등(21)이 보
고한 Nationwide Inpatient Sample (NIS) data를 이용하여
2001∼200년 사이에 미국에서 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
에서 시행된 EVAR의 전국적 성적에 따르면 파열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로 EVAR 시술이 수술적 치료에
비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
의 결과를 소개하면 2001∼2006년의 5년 동안 미국에서
27,750명의 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가 치료받고 퇴원하
였으며, 이들 중 11.5%가 EVAR 시술을 받았다. 파열 복
부대동맥류 환자에서 EVAR 시행 빈도는 2001년에 6%
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19%로 증가하였
다. EVAR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 간 병원 내 사
망률 비교에서는 EVAR가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31.7%
vs. 40.7%, P＜0.0001). 그리고 EVAR 시행 빈도가 빈번
한 병원에서 이 효과는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시험군에서 EVAR쪽에 유리한 selection bias가
작용했을 소지가 있지만 80세 이상의 환자는 오히려
EVAR 시행군에서 더 많았다고 기술하였다(33.5% vs.
24.5%).
Veith 등(22)은 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EVAR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49개의 병원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1,037명의 EVAR를 시행
한 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시술 후 30일 사망이
21.2%로 수술적 치료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파
열 복부대동맥류의 EVAR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언제나 EVAR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EVAR 시술 후 사망률은 수술적 치료에 비하여 유의하
게 낮았음을 보고하면서(19.7% vs. 36.3%, P＜0.0001), 복
부대동맥 모양이 EVAR 시술에 적합하고, 수술 팀의 장
비나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파열 복부대동맥 환자에서도
EVAR를 시행할 것을 권하였다.
복부대동맥류 치료에서 EVAR에 관한 논문으로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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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EVAR의 장기적 성적
에 관한 것이다. 실제 EVAR가 임상에 도입된 후 많은
단기 혹은 중기(2∼4년) 성적에 관한 보고가 많이 되어
왔지만 장기 성적의 보고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 장기 성
적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비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EVAR 시행 후 단기 성적은 시술 후 30일 사망률은 수
술적 치료의 약 1/3 정도란 사실은 이미 여러 전향적 연
구 보고들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23-25).
2010년 발표된 EVAR trial과 DREAM trial의 장기 추적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논문이라
고 생각되어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EVAR trial의 장기
성적을 소개하면 비파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치료 후
8년(5∼10년) 간 생존한 환자는 EVAR 시행군과 수술적
치료 시행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연간 사망률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EVAR 7.5%/year vs. open repair 7.7%/
year, P=0.72)(26). 과거 발표된 단기 추적 결과와 달리
장기 추적 결과에서는 수술적 치료와 비교하여 EVAR
시행군에서 환자 사망률 및 대동맥류 관련 사망률에서
우수성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EVAR 시행군에서 오히
려 이식편 관련 합병증 발생 빈도(EVAR 12.6%/year vs.
2.5%/year, P＜0.001)와 재시술 빈도(EVAR 5.1%/year vs.
1.7%/year, P＜0.001)가 더 높으므로 의료 비용 면에서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REAM trial의
장기 추적결과에서도 두 군간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고(6
년 누적 생존율, EVAR 68.9% vs. 수술적 치료 69.9%,
P=0.97), 재시술 시행 빈도는 역시 EVAR시행 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27). 특히 이 재시술 빈도는
EVAR 시행군에서 4년이 지난 시점부터 더 많이 증가함
을 보였다. 재시술의 적응증은 이식편 혈전증과 제1형
endoleak이 가장 빈번하였고, 그 외 재시술의 적응증으로
stent graft migration, 이식편 감염증 등이 있었다. 반면
수술적 치료 군에서는 반흔 탈장의 빈도가 높았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에서 EVAR시술 시 신동맥 직하방 대동맥
(proximal neck)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일반적인 시술 방
법으로는 시술이 불가능한 Juxtarenal AAA 혹은 신동맥
뿐 아니라 장간막 동맥 가까이 있는 복부대동맥류 환자
에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Branched 혹은 fenestrated stent
graft 사용이 소수의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이 부분의 시술이 훨씬 자유
롭게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보고
로 올해 유럽에서 발표된 2개의 연구 발표가 우리의 눈
길을 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다기관 임상 연구 보고에
의하면 16개의 병원에서 134명의 환자에게 4년 간 403개
의 복강 내 동맥을 fenestration을 이용해 치료한 결과 수
술 사망률 2%, 퇴원 시 시행한 CT 혈관조영술에서 fenestration을 시행한 복강내 동맥의 개존율은 99%라고 보고
하였다(28). Verhoeven 등(29)은 한 병원에서 8년 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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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동맥류 환자에게 fenestrated stent graft를 시행한
결과 fenesrtration을 시행한 동맥의 개존율 99%, 30일 사
망률 1%, 수술 전환율(surgical conversion) 1%를 보고하
였으며, 2년 간 추적 관찰 결과에서는 혈청 크테아티닌
증가 25%였으며 이들 환자 중 2명은 투석이 필요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대동맥 질환과 관련된 임상 연구로서 올해 발표된 연
구논문 중 INSTEAD trial(30)은 B형 흉부대동맥 박리증
환자에서 stent graft 시술과 내과적 치료와의 성적을 비
교한 논문이다. 흉부대동맥에 사용되는 stent graft (thoracic endovascular aortic repair, TEVAR)의 효과는 하행
흉부대동맥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B형 흉부대동맥 박
리증 환자에서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지만, 발병 후
안정된 상태에 있는 B형 흉부대동맥 박리증 환자에서
TEVAR의 효과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
다. INSTEAD trial은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후 적어도 2
주 이상 경과하였고, 임상적으로 안정된 B형 흉부대동맥
박리증 환자를 대상으로 TEVAR 시행군과 내과적 치료
군으로 나누어 추적 관찰 2년 후 환자 사망률(all-cause
death), 대동맥 관련 사망률, 박리의 진행 여부, 대동맥
박리부 remodeling (true-lumen recovery and false-lumen
thrombosis) 여부를 두 군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자 사
망률, 대동맥 관련 사망률은 두 군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단지 대동맥 박리부 remodeling은 TEVAR 시행
군에서 빈번하였음을 보고하였다(91.3% vs. 19.4%, P＜
0.001). 이 연구는 임상적으로 이미 안정된 B형 흉부대동
맥 박리증 환자를 대상으로 TEVAR의 효과를 입증하고
자 시행한 첫 비교 임상 연구였지만 TEVAR가 환자 생
존율 및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서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고 비록 빈도는 낮았지만 스
텐트 삽입술에 따르는 합병증이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신동맥 협착증 환자의 일차적 치료
는 심혈관 위험인자를 조절하는데 목표를 두는 내과적
치료를 권하고 있다(32). 현재 신동맥 협착증과 관련하
여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Renal Atherosclerotic Lesions (CORAL) study, Dutch Renal Artery Stenosis Intervention Cooperative (DRASTIC) Study 등이 진행 중이어
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만성 장간막 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혈관 내 치료
의 시행 빈도가 늘어 감에 따라 종래의 수술적 치료와
그 치료 성적을 비교하는 연구 보고들이 눈에 띈다.
Mayo 클리닉에서 보고한 만성 장간막 동맥협착증 환자
에서 수술적 치료와 혈관 내 치료를 비교한 후향적 연구
보고(33)에서 저자들은 수술 위험도 별 치료 성적 비교
에서 수술적 치료는 혈관 내 치료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빈도는 높았지만, 사망률은 고위험군에서 수술적 치료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저위험군에서 사망률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재협착 빈도,
증상 재발, 재시술 빈도는 혈관 내 치료 군에서 높았음
을 보고하였다. 만성 장간막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장간
막동맥 혈관 내 치료 후 개존율이 낮고 조기 재시술 빈
도가 높았다는 결과는 과거 다른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34,35). 이를 종합하면 만성 장간막동맥 폐색증 환자에
서 혈관 내 치료는 최근 기술적 향상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시술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에서 수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수술적 치료가 더 우수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맥 질환
신동맥 및 장간막 동맥 협착
2009년 11월 보고된 ‘Angioplasty and Stenting for Renal
Artery Lesions (ASTRAL) trial’(31)은 동맥 경화증에 의한
신동맥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신동맥 스텐트 삽입술
과 내과적 약물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군간 신
기능 검사(혈청 크레아티닌), 혈압, 신장 혹은 심혈관 합
병증(renal or cardiovascular event), 그리고 사망률을 전향
적으로 비교한 임상 연구였다. 연구 결과, 내과적 약물
치료와 비교하여 신동맥 스텐트 삽입술군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의 우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신동맥 협착에 관한 연구 보고로 동맥경화
증에 의한 신동맥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신동맥 스
텐트 삽입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 이들의 결론도 신동맥 스텐트
시술군에서 내과적 치료군에 비해 신기능 호전 측면에

정형외과적 수술 후 발생하는 정맥혈전증의 예방은 혈
관의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에
인체의 혈액응고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종래
의 헤파린 혹은 저분자량 헤파린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Apixaban versus enoxaparin
for thromboprophylaxis after knee replacement (ADVANCE2) trial’(36)은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 3,000명 이
상을 대상으로 경구용 활성화 제10 혈액응고인자 차단제
(active factor Xa inhibitor)인 apixaban 일정 용량을 투여
한 군과 저분자량 헤파린(enoxaparin)을 투여한 군과의 비
교에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정맥혈전증, 폐동맥 색전
증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 apixaban의 정맥혈전 방지 효
과와 안전성을 보기 위한 대규모 전향적 임상 연구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apixaban 사용군에서 enoxaparin
사용군보다 더 낮은 정맥혈전증 빈도를 보고하였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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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ban 15% vs. enoxaparin 24%, relative risk 0.62, P＜
0.0001). 그리고 출혈성 합병증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었
다(apixaban 4% vs. enoxaparin 5%).
또 다른 약제로 dabigatran etexilate란 경구용 트롬빈
직접 차단제 (direct thrombin inhibitor)의 일종이다. Dabigatran의 정맥혈전증 방지 효과는 저분자량 헤파린인
enoxaparin과 유사하다는 보고는 이미 2007년에 보고된
바 있었고(37), 이번에는 급성 정맥혈전증의 치료에 Dabigatran과 warfarin의 효과를 비교한 RE-COVER study(38)
가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 연구자들은 결론에서 급
성 정맥혈전증 환자의 치료에 고정 용량 Dabigatran 투여
는 Warfarin과 동등한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혈중 monitoring이 필요치 않은 장점을 가
진다고 보고하였다.
정맥류 관련 임상 연구는 Laser, VNUS같은 비침습적
장비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효과
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9-42). 이들 연
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Radiofrequency Ablation (RFA)
이나 LASER치료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좋은 성적을 보
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정맥
류 수술에서 최근 Europe에서는 표재성 하지정맥(superficial vein system)을 보존하는 Ambulatory Conservative
Hemodynamic Management of Varicose Veins (CHIVA) 술
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술식 후 정맥류 재발률이 통상적인 stripping에 비해 낮
음을 보고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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