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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경비골 동맥의 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혈관 내
치료는 흔히 이용되는 치료방법이다.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은 하행적
접근법이 실패한 경우, 혈관내치료를 위한 대체 접근 기법이다. 하지만,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은 접근혈관에 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손상에 대한 접근 혈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행적 tibiopedal 접근혈관의 손상유무와 혈행의 변화를
이중초음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경비골 동맥의 폐쇄성 질환이 있는 급박성 하지 허혈환자
221명를 대상으로 혈관내치료 방법과 혈관 접근 방법, 치료목표 혈관의
특징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시술 후 2일 이내에 이중초음파를 이용하여,
접근혈관의 혈행을 조사하였다. 혈관내치료 이후 접근부위의 합병증과
절단 비율을 조사하였다. 환자 군은 혈관내치료 성공군과 치료
실패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총 221 명 중 17명, 19례의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이 행해졌다.
치료 성공군은 14례 (66%) 였다. 이중초음파 시행을 못한 2례를
제외하고, 17례에 중 4례 (23%) 의 접근혈관 폐색이 발견되었다. 그 중
2례는 치료 성공군에서, 다른 2례는 치료 실패군에서 관찰되었다.
접근혈관이 막힌 사례 중 무릎밑절단 1례와 transmetarsal 절단 1례가
있었다. 또한, 총 4례의 접근 부위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4례중 3례에서
접근혈관의 폐색이 있었다.
결론: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은 혈관재개통에 유용한 접근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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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혈관의 손상을 유발률이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접근 혈관의 폐색은
하지 절단과 접근부위의 상처 등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역행적 tibiopedal 접근 시행 이후, 족부 혈행과 접근혈관 유지에
대한 주의 깊은 추적관찰이 요구된다.
---------------------------------------주요어: 급박성 하지 허혈, 폐쇄성 말초 동맥 질환, 역행성 접근,
tibiopedal 접근, 접근 혈관
학 번: 2016-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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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 동맥 질환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 환자들은
당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질환,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혈관내치료는 다양한 말초 동맥 질환에 우선적 치료법으로 적용되고
있다2 또한 치료 성적도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하지 동맥의
만성 병증 중, 경비골 동맥의 폐색과 협착은 여전히 혈관내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경비골 동맥의 병변이 주로 만성 폐색인
경우가 흔하고, 조직 괴사를 동반한 급박성 하지 허혈 병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3 또한 치료목표 혈관의 내경이 작고, 적절한 원위부의
reconstitution 혈관을 찾는 게 쉽지 않아,4 혈관우회술도 혈관내치료도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다.

5

급박성 하지 허혈 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치료 목표는 혈관재개통을
통한 사지 구재이다. 기존 연구에서 하지 절단 환자들의 1년 평균
생존율은 60% 이하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격하게
낮춘다.4 혈관재개통은 허혈성 병변을 호전시켜 하지 절단을 막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3,

6

혈관재개통을 위한 혈관내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와이어로 치료목표 병변을 통과시키는 일인데,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은 하행적 대퇴동맥 접근법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원위부 폐색 말단은 근위부 병변의 말단보다 덜 딱딱한 경우가 많고,
오목한

모양이

경우도

많아,

“hibernating

distal

vessels”

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7 또한 분지 혈관의 방향이 미추 경사이기
１

때문에, 분지혈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으며,8 원위부 혈관의 작은
내경으로 인해, 미는 힘의 전달이 보다 더 좋아진다. 또한 역행적
접근으로 와이어를 대퇴부까지 뽑아낼 수 있다면, “pull-and-pull
maneuver”를 이용하여, 더 강한 힘으로 카테터를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성공률은 더 높아진다.9 이런 이유로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은 널리 시행되어 왔다.10
여러 연구에서 역행적 접근법으로 인한 하지 구제율이 77-85%,11
합병증은 5-8%8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역행적 tibiopedal 접근에
이용된 접근혈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역행적 접근으로 인한
접근 혈관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10 그로 인한 족부 말단의 혈행
흐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접근 혈관은 추후 혈관 우회술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혈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혈관의 혈류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2 하지만 기존의 접근 혈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증상이 생기거나 접근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선별적 연구인 경우가 많았으며, 합병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접근혈관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였다. 이에 접근 혈관에 대한 혈류 흐름의 유무와
tibiopedal 접근의 안정성을 평가해보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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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연구대상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급박성 하지

허혈로 내원하여 경비골동맥의 폐색성 병변으로 혈관내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총 221례의 경비골 동맥의 혈관내치료 중, 19례 (17명) 8.6%
의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들

모두

하행성

대퇴동맥 접근으로 혈관 재생에 실패한 뒤 역행적 접근을 시행되었다.
이들의 동반질환, 러더포드 분류, 수술 적응증, 접근혈관의 종류와 위치,
치료목표 혈관의 특징과 혈관내치료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전자 차트를
통해

모았다.

이

연구는

분당서울병원의

임상연구관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허가 후에 이루어졌다.

2.

혈관재개통 기법
이번 연구에서 모든 술기는 숙련된 한 명의 혈관외과의에 의해

행해졌다. 혈관내치료를 위한 최초 접근법은 초음파를 이용한 대퇴동맥
접근이었으며, 주로 5-7 Fr sheath 카테터를 이용하였다. 초음파 조사
하에, 마이크로 바늘(micropuncture® set, Cook Inc., Bloomington, IN,

USA)

를

이용하여,

대퇴동맥의

전벽부를

천자하여,

hair

wire

(0.014inch) 를 삽입한 뒤, 4Fr micro sheath를 집어넣어, initial
angiogram 를 시행하였다. 대퇴동맥 혹은 무릎 하 동맥의 직경을
측정하여, 적절한 크기의 sheath 카테타 (5-8 Fr) 를 선택하여 시술을

３

진행하였다.
시술은 단순 풍선 성형술, 약물 풍선 성형술 혹은 스탠트 삽입술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최초 병변 부위의 혈관 내경을 하이브리드 시스템
(INFX-8000V®
이용하여

bi-plane

측정하여,

혈관

workstation
내경과

[Toshiba,

크기가

1대

1로

Japan])
맞는

를

풍선을

선택하였다. 대퇴동맥 과 무릎동맥의 병변을 치료는 풍선 성형술 이후,
flow-limited dissection, 30% 이상의 residual stenosis, recoil 등이
관찰되면,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상기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면,
drug-coating balloon 를 이용하여 마무리 시술을 진행하였다. 이후
경비골

동맥의

angiogram 로
치료목표

치료는

우선

대퇴동맥

sheath를

이용한

initial

병변을 확인하였으며, angiosome 개념에 입각하여

혈관을

선택하였다.

대퇴동맥

접근법이

실패했을

때만,

선별적으로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대퇴동맥 접근법을
이용한 시술의 실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소 30분 이상의
반복적인

와이어

시술

이후에도,

치료

목표

병변부위를

와이어로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나) 치료 목표 병변부위를 와이어로 통과
시켰지만,

subintimal

procedure

로

인한

시술이어서,

병변의

원위부에서 다시 혈관 내강으로 진입에 실패 하였을 때, 다) 모든
경비골 동맥의 기시부가 관찰되지 않아. 대퇴동맥 접근으로는 경비골
동맥의 기시부를 찾지 못하였을 때 라) 심한 석회화 병변으로 인해,
무릎 동맥 혹은 tibioperoneal trunk 에 4Fr 카테터 (Glider® PTCA
catheter, TriReme medical, UC, USA) 가 해당 병변을 통과하지 못해
경비골 동맥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대퇴동맥
４

접근법이 실패한 경우, 역행성 tibiopedal 접근은 주로 초음파 유도 하
혹은 혈관조영술 유도 하에 접근 혈관을 천자하였다. 초음파는 Philips

IU22® duplex scanner 로 시행하였고, 주로 사용된 mode 는 Bmode sensitivity 50-60% 였으며, 접근 기울기는 60도를 유지하였다.
혈관조영술 유도

하로 천자하는

경우에는, 대퇴동맥의

sheath 를

이용하여 angiogram 를 시행하였고, load map image 를 이용하여
실시간 감시 하에 시행하였다. micropuncture® 를 이용하여 천자 한 뒤,
hair wire (0.014 inch) 를 삽입하고, 4Fr 마이크로 sheath 를 이용하여
접근통로를

확보하고,

진행하였다.

원위부

0.014
접근

inch

혈관의

와이어를
길이가

사용하여,

1-2cm

이하로

시술을
짧아

천자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심한 석회화 병변으로 천자가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1.5-2.5cm 의 절개창을 가해 외과적 술기로
혈관을 직접 노출시켰다. 외과적 절개창 접근은 모두, 한 명의 숙련된
혈관외과 의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해당 tibiopedal vessel 이 노출이
되면, 21G microneedle 를 이용하여, 해당 혈관을 직접 천자 하였고,
천자 이후에는 0.014 inch wire 와 4Fr 마이크로 sheath 를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였다.
역행적 접근을 통해 들어온 0.014 inch 와이어는 대퇴부 접근으로
들어온 4Fr Glider®

PTCA catheter 로 들어가기 위해, 하행적

접근으로 내려온 0.018 혹은 0.014 inch 와이어와 얽히는 기법으로
이용되었다. 이는 랑데부 테크닉으로 불리고, 이 부분이 Glider® PTCA
catheter 로 들어가서 대퇴부 접근의 sheath 를 통해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퇴부와 tibiopedal 접근을 통해 연결된 와이어로
５

pull-and-pull 기법을 이용해 풍선 카테터를 진입시켰다. Pull-andpull 기법은 양쪽으로 나온 와이어를 잡아당겨,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시키고, 이 긴장이 가해진 와이어를 따라 풍선 카테터를 진입시키는
방법을

가리킨다.

치료목표혈관의

와이어를

내경을

성공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통과시킨

이후에,

(INFX-8000V® )를

이용하여, 혈관 내경과 일치 하는 풍선을 선택하였다. 주로 1.5mm,
2.0mm, 2.0/2.5mm, 3mm, 3.5mm 내경의 풍선을 선택하였으며, 폐색
혹은 협착이 관찰되는 병변의 길이 보다 10-20mm 정도 긴 길이의
풍선을 선택하였고, 적절한 길이의 풍선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가장 긴
풍선으로 원위부부터 여러 번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주로 사용한 길이는
1.5mm x 20mm, 1.5mm 이상에서는 120mm-200mm 였다. 이렇게
위치시킨 풍선은 120-180 초 가량 확장하여 시술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술 중 말초 혈관의 혈관연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니크로글리세린 (100300mcg) 를 주입하였고, 풍선성형술 이전에 정맥 내로 헤파린 (4060unit/kg) 를 주입하였다. 풍선을 이용한 혈관 성형술이 끝나고 나면,
역행적 tibiopedal 접근 부위의 지혈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역행적
tibiopedal 천자부위를 지나서 와이어를 삽입하고, 거치된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 카테터를 대퇴부 천자 부위를 통해 진입시킨다. 이렇게
접근한

풍선

카테터를

천자부위

아래에

위치

시키고,

nominal

pressure까지 압력을 올려, 혈관 내경에서 압박한다. 이와 동시에,
tibiopedal access 의 천자부위는 손가락으로 천자부위에 직접 5-10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한다. 시술의 성공 여부는 대퇴부의 접근통로를
６

이용한 혈관조영술로 INFX-8000V®

bi-plane workstation 장비를

이용하여 잔여 협착 정도를 계산하였다. 최종 혈관조영술은 혈관 성형술
이후 5분 이상 지연하여, 90도 이상의 다른 각도로 2회 이상 촬영하여
시행하였다. 가장 좁은 병변 부위와 병변의 원위부와 기시부 부위 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혈관을 선택하여, 해당 혈관의 분율을 잔여 협착
혈관의 내경 분에 건강한 혈관의 내경을 계산하여, 그 분율의 정도가
30% 이하로 평가될 때 시술 성공으로 정의 하였다.

3.

이중 초음파와 합병증
우리병원은 치료목표 혈관의 상태와 접근 부위의 합병증을 파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초음파는

Philips

시술
IU22®

이후

48시간이내

duplex

scanner

이중초음파를
를

시행한다.

이용했으며,

혈관

초음파학회 인증 받은 전문가가 시행하였다. 초음파를 통해 B-mode
혹은

Color,

spectral

-Doppler에서

혈류가

관찰되지

않으면

혈관폐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혈관의 원위부에서 doppler 를
이용한 파형이 monophasic 이하로 평편하게 관찰될 때 혈관폐색이라
정의 하였다. 역행적 접근부위의 모든 문제들 즉, 접근 부위의 크기
1cm2 이상의 멍, 통증을 수반하는 tibiopedal access 부위에 생긴 1cm2
이상의 붉은 색 발적, 수술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주관적인 통증
(이번 연구에서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자가통증 조절법을
이용한 환자는 없었음), 8주 이상의 tibiopedal access 부의 상처 회복
지연, 크기 1cm2 이상의 tibiopedal 접근부위혈종 (추적관찰 초음파에서
진단 확인됨), 수술 적응증이 되었된 최초 족부의 허혈성 상처의 악화
(상처의

크기가

유지되거나,

전신증상으로
７

퍼지지

않는

상처는

제외하였음), tibiopedal access vessel 의 혈관내혈전 (추적 관찰
초음파로

진단

확인됨),

구획증후군

(압력을

측정하여

기준

압력이상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됨) 등을 포함하였다.

4.

통계분석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빈도수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위험

인자는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검증은 PASW statistics 18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하였다.

８

결

과

임상적 특성

1.

19례의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은 17명의 환자들에게 시행되었으며,
평균연령 72.1 ± 10.6 세, 11명 (64%) 가 남자 환자였다. 대상 군의
기저질환을 포함한 임상적 특징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고혈압의
유병률이 17명 중 16명, 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환자는 11명으로
64%,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5명 (30%), 만성 신장 병증 환자는 7명
(41%)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진단받거나,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 받거나 수술을 받은 관상동맥병증 환자는 9명
(52%) 였으며, 영상학적 검사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2명 (10%) 이였다. 최근 1년까지 흡연을 했던 흡연자는 5명 (26%) 로
조사되었다.
표 2 에는 19례의 병변의 특징과, 시술 성적, 평균 추적관찰 기간을
정리해 두었다. 치료의 적응증은 러더포트 분류에 의해 나누었으며,
19례 중 17례 (90%) 의 사례에서, 허혈성 족부 상처가 있었다. 휴식기
통증만

있던

사례는

2례로

10%

로

조사되었다.

치료목표병변의

평균길이는 18.6cm였으며, 치료목표병변의 둘레 50% 이상의 석회화
병변13이 관찰된 사례는 12례 (63%) 였다. 또한 치료 전 최초 혈관
조영술에서 관찰된 경비골 동맥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3개의 모든
경비골 동맥이 막혀있던 사례는 6례 (31%) 였으며, 3개의 경비골 동맥
중 1개만 관찰된 사례는 13례 (68%) 였으며, 2개 이상의 경비골이
관찰된 사례는 0례로 없었다. 접근 방법은 14례 (73%) 에서 초음파
９

유도 하 혹은 혈관조영술 유도 하 천자를 시행하였으며, 5례 (27%)
에서는 접근혈관을 직접 노출 시키는 외과적 절개창 접근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접근한

전경골동맥인
5례였으며,

접근혈관의

비율은,

경우가

1례였으며,

비골동맥인

경우는

발등동맥인

발바닥동맥은
2례로

경우가

4례,

조사되었다.

7례,

후경골동맥은
시술

성공률은

19례중 14례 (73%) 였다. 혈관내치료가 실패한 5례의 치료 실패
원인은 subintimal wire passage 후 true lumen 으로의 re-entry 에
실패하였기

때문이고,

그

중

3례에서는

calcification 이 동반되어 있었다.

13

치료목표

혈관에

severe

시술 후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0.8 개월이었고, 1례당 평균 영상학적 검사 시행 횟수는 2.6 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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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otal number

N = 17 (%)

Age(yr)

72.16 ± 10.63

Male

11 (64)

Diabetes mellitus

11 (64)

Hypertension

16 (94)

Dyslipidemia

5 (30)

CKD (eGFR<30mm/min/1.732)

7 (41)

Coronary disease

9 (52)

Cerebral arterial disease

2 (10)

Smoking

5 (26)

DM, diabetes mellitus; CKD, chronic kidney dise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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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esions and success rate
Total number of lesions
Rutherford

N = 19(%)

category

2/9/8 (10/47/43)

(4/5/6)
Lesion characteristics Length (cm)
Calcification (%)

18.6 ± 7.2
12 (63)

Initial run-off vessels 6/13/0
(0/1/2)
Access method

Access vessels

Target vessels

Puncture

14

Cutdown

5

DPA/ ATA

7/ 1

MPA/ PTA

4/ 5

PA

2

ATA

8

PTA

9

PA

2

Access success (%)

19 (100)

Technical success (%)

14 (73)

Mean

10.8

duration

of

follow up (months)

DPA, dorsalis pedis artery; ATA, anterior tibial artery; MPA,
medial plantar artery; PTA, posterior tibial artery; PA, peroneal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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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초음파로 확인해본 접근혈관의 변화양상

2.

14례의 시술 성공군 중 1례, 5례의 시술 실패군 중 1례, 총 2례에서
이중초음파 검사를 거절하였다. 이에, 13례의 시술 성공군과 4례의 시술
실패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술

성공군에서는

2례의

접근혈관의 폐색이 시술 2일후와 3개월 후에 각각 관찰되었다. 그림
1에 치료 성공군의 시술 전 혈관조영술 사진, 시술 중 사진, 시술 후
혈관조영사진이 있다. 그 중 그림 1-A 는 추적관찰 이중 초음파
영상에서 접근혈관부위의 폐색이 관찰된 사례이다. 시술 성공군 중 에서,
2례의 접근혈관의 폐색이 발생된 사례 중 1례에서 하지 절단 사례가
있었다. 그 환자는 병력은 다음과 같다. 최초 시술 당시, 경비골동맥
3개가 모두 막혀있는, 허혈성 상처가 있는 환자였다,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을

통해,

비골

동맥

재생에

성공하였지만,

3개월

추적관찰

초음파에서 치료목표동맥이였던 비골동맥 과 접근혈관이었던 원위부
비골동맥에서 폐색이 관찰되었고, 시술 후 14주 뒤 허혈성 상처의
악화로 transmetatarsal 절단을 시행 받았다. 접근혈관의 폐색이 발생한
2례에서 심한 석회화 병변이 있었던 경우는 1례였고, 치료목표병변의
평균 길이는 9cm였다. 이에 반해, 접근혈관의 혈류가 잘 유지되었던
11례의

사례에서는

1례의

관절분리술만

있었으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0.4개월 이였다. 1례의 관절분리술은 시술 후 5개월 뒤
이뤄졌다, 이 관절분리술은 환자의 수술적응증이 되었던, 기존의 허혈성
족지 병변이 진행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접근혈관의 혈류가 유지된
군에서의 석회화 병변은 7례에서 관찰되었고, 치료목표병변의 평균
길이는 21cm 였다. 그림 1-B 에서는 접근혈관의 혈류가 추적관찰
１３

이중 초음파에서 유지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례의 시술 실패군에서는, 2례의 접근혈관 폐색이 시술 1일후와 2주
후에 확인되었다. 2 사례 중, 휴지기 통증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오히려 휴식기통증의 빈도와 정도가 악화되었다. 그 환자는 최초
혈관조영술 상 비골동맥의 혈류만이 있었고, 무릎동맥에도 완전폐색이
있었다. 발등 동맥 만이 reconstitution 되는 유일한 족부 동맥이었으며,
역행적 혈관내치료는 발등동맥을 통해 시행되었다. 환자는 혈관내치료
실패 이후, 발등 접근부위에 발적과 발열을 동반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시술 다음날 시행한 이중 초음파 결과상 비골동맥과 발등동맥 모두에서
혈류가

관찰되지

않았고,

3주

뒤

혈관우회술

전

시행했던

혈관조영술에서도 발등동맥은 조영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혈관우회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림 2에서 환자의 시술 사진과 초음파 영상을
소개하였다. 다른 접근혈관 폐색환자는 혈관내치료 가 실패하였고, 같은
날 혈관우회술 (무릎동맥-발등동맥)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역행적
tibiopedal 접근 부위는 외과적 절개창 방법을 통해 이뤄졌고, 접근
부위는 원위부 전경골동맥으로 혈관우회술의 원위부 문합부위 보다
근위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족부혈류가 회복되지 않아,
우회로 마저 폐색되었고, 그로 인해 4개월 뒤 무릎아래 절단을 시행
받았는데,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의 절개창으로 생긴 상처로 인해 그
절단부위가 좀 더 근위부로 올라가게 되었다. 즉, 역행적 tibiopedal
접근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상처로 인해, 절단 부위가 근위부로
변경되었다. 접근혈관이 막히지 않았던 2 명의 환자들은, 모두 추가적인
혈관내치료를 다시 받았으며, 평균 9개월 동안 추적관찰 중이다.
１４

표 3. Patency of target and access vessel with duplex sono graphy
Technical successes

Technical failure

(n=13)

(n=4)

Access

Access

Access

Access

vessel

vessel

vessel

vessel

occlusion

Patency

occlusion

patency

N (%)

2 (15)

11 (85)

2 (50)

2 (50)

Duration(m)

1.5

10.4

0.3

9.0

Amputation

1 trans-

1 dis-

1 BKc

1 dis-

MTa

articulati

articulati

onb

ond

Calcification

1

7

2

2

Length (cm)

9.0

21.0

22.5

12.5

a

, transmetatarsal amputation 3 months after angioplasty;

phalangeal disarticulation 5 months after angioplasty;
amputation

4

months

after

angioplasty;

disarticulation 5 months after angi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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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c

b

, metatarsal

below the knee

metatarsal

phalangeal

그림 1-A-a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최초 혈관
조영술 족부 Lateral view 에서 발바닥동맥 (접근혈관) 이 조영됨.
후경비골 동맥은 중간 폐색이 관찰되어 혈류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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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b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발바닥 동맥을
microneedle®로

천자하여

0.014

inch

와이어를

후경골동맥으로

진입시키고 있음. 후경비골 동맥을 따라서 대퇴동맥 sheath로부터
내려온 카테터의 마커가 보이고 있음.

１７

그림 1-A-c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최종 혈관
조영술

족부

혈류재개통이

Lateral
관찰됨.

view

에서

대퇴동맥

후경골동맥과

sheath

발바닥동맥에서 관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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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바닥동맥의

내려온

와이어가

그림 1-A-d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d; 시술 다음날
시행한 이중 초음파 영상에서 Color-duplex mode 를 통해 접근혈관
(발바닥동맥) 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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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a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의 영상검사결과; 최초 혈관
조영술 족부 oblique view 에서 발등동맥 (접근혈관)이 조영됨.
전경골동맥은 조영되지 않고 주변으로 collateral vessels 들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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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b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의 영상검사결과; 발등동맥
천자부위를 통해 0.014 inch 와이어가 보이고 있으며, 이 와이어를
따라

대퇴동맥

sheath

로부터

2x200mm

전경골동맥을 확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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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카테타를

넣고

그림

1-B-c

혈관조영술

시술

족부

성공환자의

oblique

view

전경골동맥이 함께 조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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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혈관의
에서

발등

영상검사결과;
동맥과

최종

막혀있었던

그림 1-B-d 시술 성공환자의 접근혈관의 영상검사결과; 시술 3개월
뒤

시행한

이중

초음파

영상에서도

접근혈관

(발등동맥)

과

전경골동맥의 혈류가 Color-duplex mode 에서 관찰되고, biphasic
이상의 파형이 관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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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시술

실패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최초

혈관조영술에서 족부 oblique view 에서 발등동맥이 조영됨.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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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시술 실패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시술 다음날
시행한 이중 초음파 (칼라모드) 에서 접근혈관 (발등동맥) 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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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

시술

실패환자의

접근혈관

영상검사결과;

3주

뒤

혈관우회술 전 시행한 족부 oblique view 혈관 조영술에서 발등
동맥이 조영되지 않음.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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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행적 tibiopedal 접근 부위의 새로운 상처와 회복

지연
이번 연구에서, 4례 (21%) 의 접근 부위의 상처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었다. 표 4에 접근부위 합병증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4례 중,
2례는 외과적 절개창으로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을 시행했던 사례였고,
다른 2례는 천자를 통해 tibiopedal 접근이 이뤄진 사례였다. 외과적
절개창으로 접근을 시도한 혈관은 전경골동맥과 후경골동맥이었으며,
천자로 접근을 시도한 혈관은 발등동맥이었다. 4례의 접근부위 합병증
발생 사례 중, 접근혈관의 폐색이 관찰된 경우는 3례였으며, 1례의
전경골동맥과 2례의 발등동맥에서 발생하였다. 4명의 환자들 중 1명은
휴지기 통증으로 시술을 받았으며, 그 환자는 그림2에서 설명한 환자로,
역행적 tibiopedal 접근 이후, 발등동맥 천자부위에 발적이 발생하였고,
혈관우회술을 받을 때까지 3주동안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다.
(사진기록 없음) 다른 3명의 환자는 허혈성 상처로 시술을 받았으며,
그림 3에 사진이 있다. 특히 그림 3-A 환자는 결과 2 이중 초음파로
확인해본 접근혈관의 변화양상 (12 쪽) 시술 실패군의 예시로 설명했던
환자로, 접근부위의 새로운 상처로 인해 절단 부위 위치를 상향조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이다.

그림 3-B, 3-C 의 사례에서도, 접근

부위의 새로운 상처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회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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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ccess site complication
Access

AV occlusion

site complication
Cutdown (n = 5)

2 (ATA, PTA)

1 (ATA)

Puncture (n = 14)

2

2 (2 DPA)

(2 DPA)

ATA, anterior tibial artery, PTA posterior tibial artery, DPA
dorsalis pedis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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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A

접근부위의

상처;

b

허혈성

상처가

원위부

전경골동맥

접근부위에서 관찰됨. 외과적 절개창 기법으로 접근함 (화살표) a
사진은 시술 후 4일 후, b 사진은 시술 17일 후 촬영함. 이 환자는
시술 후 4개월 뒤 무릎 밑 절단술을 시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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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B

접근부위의

상처;

허혈성

상처가

원위부

후경골동맥

접근부위에서 관찰됨. 외과적 절개창 기법으로 접근함. 이 사진은 시술
후 15일 후 촬영함. 이 상처는 회복까지 3개월 소요됨.

３０

그림 3-C 접근부위의 상처; 허혈성 상처가 발등동맥 천자부위에서
관찰됨. (화살표) 이 사진은 시술 후 20일 후 촬영함. 이 상처는
회복까지 3개월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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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는, 첫째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을 할 때 이용되는 접근 혈관의 폐색이 23%로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 이고, 둘째, 역행적 tibiopedal 접근 부위의
합병증이 21%에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외과적 절개창을 가하는
방법은 더 위험하다 라는 것을 보고 한 점에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
혈관의 폐색이 하지 구제율과 접근 부위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에 있다.
Walker 등2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역행적 접근에 대한 시술
성공률 (85%) 과 접근혈관 폐색 (1%) 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접근 혈관의 폐색률을 23%(17례 중 4례)로 다소 높게
보고하였다. 시술 성공 13례 중에서 2례의 접근혈관 폐색이 2일째와
3개월째 관찰되었고, 시술 실패 4례 중 2례의 접근 혈관 폐색이
2일째와 2주째 관찰되었다.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접근혈관 폐색률이
높게 관찰된 주된 이유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Hernan
등6 나 Walker2는 검진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환자이거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서만 선별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14 하지만 이번 연구는 시술 후 검사를 거부했던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17례의 경우 모두에서, 일률적인 이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Duplex 초음파는 하지 혈관을 평가하는 널리 이용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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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퇴동맥과 경비골 동맥 평가에 이점이 있는데, 우선

접근성이 뛰어나며 혈관의 개존도를 color-mode, spectral-mode 등
３２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 재현성이 좋다. 또한 하지 혈관의
병변을 측정하는 높은 민감도 (60%-90%) 와 특이도 (50-100%)16를
보인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였지만, 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였고, 또한 이번 연구에서 duplex 초음파는 수술 후 접근
혈관의 합병증 –혈종, 가성동맥류 등-과 치료목표 혈관의 혈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에도

접근혈관 과 치료목표혈관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중요한 도구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접근혈관의 폐색과 같은 합병증을 보고했지만, 증상이
생긴 경우에만 보고했기 때문에, 전체 유병률은 다르게 나타난 걸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의 시술 성공률은 73% (19례 중 14례)로 기존의 연구
(7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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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의 치료 성적이

다른 연구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역행적 tibiopedal 접근 후 발생한 접근혈관의 폐색이 높게 발생한
원인이, 본 연구진의 기술 숙련도에 의해서가 아님을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연구 기간 4년동안의 경비골 동맥치료가 200례가
넘는 대규모 센터라는 점도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하지 절단 사례는 평균 11개월 추적관찰 기간 동안,
무릎밑절단 1례와, transmetatarsal 절단 1례로 12개월 사지구제율
64-82% 로 보고한 다른 연구에 비해 오히려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18,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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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팀은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이 실패했을 때,

반복적으로

추가치료를

혈관내치료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시행하였기
３３

때문에,

혈관
하지

우회수술
구제율과

등의
역행적

tibiopedal 접근의 유용성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혈관내치료가 실패했던 5례의 사례에서, 2례에서는 추가적인
혈관내치료를, 1례에서는 혈관우회술을 시행하였고, 남은 2례에서는
환자가 추가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적은 수의 하지 절단 사례가 있었지만,
하지 절단 2례의 절단이 모두, 접근혈관의 폐색이 관찰된 환자에게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역행적 혈관내치료 4개월 후에 transmetatarsal
절단을 받았던 환자는 최초 혈관내치료가 성공하였지만, 3개월 째
추적관찰에서 접근혈관과 치료목표혈관의 폐색이 관찰되었고, 경비골
동맥 중 비골동맥의 혈류만이 관찰되었다. 기존의 허혈성 족지 상처가
악화되면서, 조금씩 허혈성 병변이 근위부로 진행하였고 4개월 뒤,
혈관내치료를

다시

시행하였지만,

족부

혈류를

살릴

수

없어,

transmetatarsal 절단을 받게 되었다. 무릎 밑 절단을 받은 또 다른
환자는 최초 역행적 혈관내치료가 실패하였고, 시술 당일 혈관우회술
(무릎동맥-발등동맥)를 받았다. 그 환자는 4개월 추적 관찰 초음파에서
발등동맥 혈류의 폐색이 관찰되었고, 시술 18주 지속되는 허혈성 족부
병변으로 인해 무릎 밑 절단술을 받았다. 족부 혈류에 관한 연구 중,
reconstitution 되는 혈관들이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지만, 혈관 내막의 손상은 혈관 접근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며, 건강하지 못한 혈관에서의 내막 손상은 다양한
화학 기전과 물리적 손상 등을 통해 혈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16,

20

이에

많은

의료진들이 혈관 내 치료 시, 혈관 내막 손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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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 동맥을 직접 자극하는 tibiopedal 접근은 발등동맥의 손상과
혈류의 제한이 우회 동맥의 혈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 예상할
수 있다.
역행적 tibiopedal 접근 부위의 새로운 상처도 문제가 된다. 이번
연구에서 4례의 접근 부위의 합병증이 (20%) 발생하였으며, 모두
상처의 회복 지연이었다. 말초 동맥 폐색병증 환자들에게 급박성 하지
허혈증은 족부의 상처의 최소화가 치료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역행적
tibiopedal 접근에서 인한

외과적 절개창은 2-3cm 크기로 최소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21 이번 연구에서도 2-3cm 이내로 적은
절개창으로 시술을 진행하였고, 천자 역시 21G, 4Fr 의 바늘과 sheath
만이 위치하는 최소 크기의 접근이었으나,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내는
일이 되었다. 합병증이 발생한 접근 부위의 상처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서나 회복되었다. 이런 접근 부위 합병증도 접근혈관의 폐색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례의 접근 부위 합병증 발생 사례 중,
2례에서 접근혈관의 폐색이 시술 후 2주, 3개월 후에 각 관찰되었다.
이런 접근 합병증은 시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점이 크다.
접근 혈관의 폐색은 혈관 재관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받는 받는 것
보인다. 연구 대상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재관류가 성공한 군에서는 15%, 실패한 군에서는 50% 의
접근동맥 폐색이 관찰되었다. 이는 역행적 접근으로 인해 손상된 내막의
회복이 혈류 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22 시술에
실패하여 유입되는 혈류가 적으면 손상된 내막의 회복이 더딜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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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그로 인한 화학적 반응과 혈전의 생성들이 가속화 되어 결국
접근혈관의 폐색까지 유발 시킬 가능성이 높다.23,

24

역행적 tibiopedal

접근 혈관은 족부의 유일한 reconstitution 혈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히면서, 곁가지 동맥의 흐름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있다.25
내막 손상으로 인한 혈전성 폐색 뿐 아니라,26 접근 혈관의 혈관
연축으로 인한 곁가지 미세혈관 수축도 위에서 언급한 상처 회복 지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27
이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단일 기관에서 한 명의 혈관외과의에
이뤄진 점이 있겠으며, 그로 인한 적인 환자수이다. 추후 많은 수를
모을 수 있는 다기관 연구가 통상적 영상학적 검사를 동반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이 11개월으로 좀 더 장기적인
연구도 함께 수반 되야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하지 구제율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접근 혈관의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환자들의

급박성

혈관내치료에

하지

허혈을

있어서,

동반한

하행성

경비골

대퇴부

동맥

접근법이

폐색의
실패하는

경우라도, 역행적 tibiopedal 접근법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접근 혈관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족부에
새로운 상처를 만들 수 있고, 접근 혈관의 폐색이 사지 구제와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행적 접근법으로 혈관재관류에 실패했을 때,
접근혈관의 폐색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짐으로 환자 선택 시 심한
석화화 병변으로 혈관내경의 재진입이 어려울 것 같은 환자는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외과적 절개창을 통한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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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관내치료 후 이중
항응고치료법을 사용함으로써, 치료목표 혈관의 폐색을 지연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시술에 실패한 경우는 영상학적 검사를 보다 자주
시행하여, 접근 혈관과 치료목표 혈관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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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low up Evaluation of
Retrograde Tibiopedal Access Site:
A Risk of Access Vessel
Daehwan Kim
Department of Clinical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Retrograde pedal access may be an alternative treatment
technique when recanalization via the antegrade approach fails in belowthe-knee (BTK) artery disease. But, there are chances to damage access
vessel which could be supply vessel to foot artery flow.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afety of retrograde tibiopedal access vessel (AV) in
patients with critical limb ischemia who had undergone an unsuccessful
antegrade access using routine duplex ultrasonography. (DUS)
Methods: Prospectively collected data from 221 atherosclerotic BTK
lesions between 2014 and 2016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ll cases
were treated unsuccessful antegrade access, and all retrograde access
was performed under ultrasound- or flouro-guidance using a micropuncture
needle with Rendezvous technique, pull-and-pull maneuver, plain balloons,
and dual-antiplatelet therapy was routinely used. DUS follow-up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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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routinely with 2 days and outpatient clinic. Procedural
complications and patency of AV by evaluating DUS were collected
Results: A total of 17 patients (11 men, mean age 72) underwent
retrograde access. In total, there were 19 cases of retrograde tibiopedal
approach, the Rutherford grade II in 2 (10%) and grade III in 17 (95%). The
crossing success rate was 66% (14 of 19) and the technical success rate
was 66% (14 of 19). Except, two cases refused DUS, AV occlusions were
found in 4 of the 17 cases (23%). Two cases of AV came from technical
success, two cases from technical failure. Of the AV occlusions cases,
there were 1 below knee amputation which occurred 4 months after the
procedure, and 1 transmetatarsal amputation which occurred 3 months
later. There were 4 cases of delayed wound healing in the tibiopedal access
sites, there were 3 cases of AV occlusion among them.
Conclusions: Access vessel of retrograde access demonstrated 23% AV
occlusion.

Below knee and transmetatarsal amputation occurred in cases

with AV occlusion, as well was access site complic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retrograde access may not safe procedure, especially on
AV flow. Thus, we should be cautious in performing the retrograde access.

Keywords: chronic total occlusion, critical limb ischemia, peripheral artery
disease, retrograde approach, tibiopedal, vascular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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