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피적 위루술(percutaneous gastrostomy)은 장관영양

(enteral feeding)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인의 연하곤란이 있

는 환자들에게 수술적 위루술을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경피적 위루술에는 방법적으로 다양한 세부 변동이 있으

나 대체로 푸쉬 테크닉(push technique: 연속적인 트랙(track)

확장 후 튜브를 복벽을 통해 직접 밀어넣어 유치함)과 풀 테

크닉(pull technique: 튜브는 구강으로 들어가 식도를 따라 내

려와 복벽을 통해 당겨짐)으로 나뉜다(2, 3). 흔히 내시경적 위

루술은 풀 테크닉을 사용하며 투시 유도하의 영상의학적 위루

술은 위고정술(gastropexy)을 이용한 푸쉬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내시경적 위루술은 투시 유도하의 영상의학적 위루술에 비

해서 비만한 환자에서 시행하기가 불리하고 대장이 위와 복벽

의 사이에 있는 경우 이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천공의 위

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 한편, 기존의 푸쉬 테크닉을

이용한 영상의학적 위루술은 풀 테크닉에 비해서 튜브의 구경

이 작고(12 또는 14F), 큰 구경의 튜브의 설치를 위해 2-3회

의 트랙(track) 확장 및 카테터(catheter)의 교환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고자 24 F의

큰 구경(large profile) 튜브를 풀 테크닉으로 투시 유도하에 경

피적으로 설치하였으며 (Fig. 1, 2) 이 시술의 기술적 성공률,

안전성 및 유용성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5년 3월에서 2007년 2월까지 25명의 연속된 환자들에

게 투시 유도하 풀 테크닉으로 영상의학적 경피적 위루술

(fluoroscopy-guided percutaneous gastrostomy: FPG)을 시

행하였으며 이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군의 연구

허가에 대해서는 원내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쳤으며 각각의 환자에서 시

술동의를 구하였다. 25명 중 남자는 17명, 여자는 8명이었으

며 나이는 38세에서 78세였고 평균은 57세였다. 대상 환자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muscular atrophic lateral sclerosis) 또

는 이행성 근이영양증(transitional myodystrophy)으로 말미암

은 연하곤란 18명, 뇌혈관 사고 후 사지마비 5명, 파킨슨씨병

1명, 간세포암의 종격동 임파선 전이로 발생한 식도 협착으로

인한 연하 곤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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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테크닉(Pull Technique)을 이용한
투시유도하 경피적 위루술1

엄창욱·원종윤·유정식·고흥규·이광훈·이도연·이종태

목적: 내시경유도나 위고정술없이 풀 테크닉(pull technique)을 이용한 X선투시 유도하 경피적

위루술(fluoroscopy-guided percutaneous gastrostomy: FPG)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5년 3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시행한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

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또는 이행성 근이영양증 18명, 뇌혈관성 사지마비 5명, 파킨슨씨병

1명, 전이암에 의한 연하곤란 1명이었다. 시술은 내시경 유도나 위고정술 없이 X선투시 유도

하에 환자의 입으로 삽입한 24F pull type 튜브(tube)를 스내어(snare)를 이용하여 상복부 천

자부위로 빼내는 풀 테크닉을 이용하였다. 시술의 기술적 성공률, 합병증 발생 여부 및 임상경

과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기술적 성공률은 100%였다. 튜브 거치 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평균: 6.5) 이었는데 이

기간에 모든 환자에서 튜브는 정상 위치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

었으며, 합병증으로 1명의 환자(4%)에서 시술 후 복수 발생 및 복수의 도관 주위 누출로 복수

배액을 시행하였는데 위 내용물의 누출이나 복막염의 증거는 없었다. 

결론: 24F 튜브를 이용한 풀 테크닉 FPG는 기술적 성공률이 높고, 합병증이 적은, 유용한 방

법이다.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이 논문은 2007년 6월 25일 접수하여 2007년 8월 29일에 채택되었음.



시술 전 최소한 8시간의 금식을 시행하였다. 시술 직전 구강

인두부에 자극을 피하려고 10% 리도카인(lidocain : 제일제약,

대구, 대한민국)을 분무하여 국소적 마취를 하였다. 시술은

0.035 inch, 150 cm의 유도철사(guide wire: Terumo, Tokyo,

Japan)를 구강을 통해 위장으로 넣고 5 F 카테터(Cook,

Bloomington, U.S.A.)를 유도철사를 따라서 위장에 위치시켰

다. 이후 유도철사를 빼고 카테터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여 투

시에서 공기 조영을 통한 위장의 위치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후 유도철사를 다시 넣고 카테터는 제거하였다. 복벽의 천자부

위에 2% 리도카인(제일제약)을 이용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1.5 cm 가량 피부를 절개하였다. 18 gauge 천자침을 이용하

여 투시 유도하에 복벽을 통한 위장의 천자를 하였는데 (Fig.

3A) 천자는 위의 중간체부(mid-body)에서 시행하며 대장의

공기 조영 및 간의 음영을 피하며 가능한 늑골하연에서 거리

를 두어 호흡에 의한 튜브의 자극을 받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

하였다. 전후상에서 천자위치를 결정한 후 측면상에서 천자하

여 천자침이 위전벽을 뚫는 것을 관찰하며 시행하였다. 천자

후 0.035 inch 스틸(steel) 유도철사(Terumo)를 넣고 천자침

을 뽑은 후 7F 유도관(introducer sheath: Terumo)을 유치하

였다. 이후 24F 풀 피이지 셋(pull PEG set: US endoscopy,

Mentor, U.S.A.)(Fig. 1)에 들어있는 스내어 와이어(snare

wire)를 유도관을 통해 위장 내에 넣어서 스내어 와이어로 구

강을 통해 삽입했던 유도철사를 잡고 복벽의 천자 부위로 쓰

루-쓰루(through-through) 형태로 뽑았다(Fig. 3B). 이후 유

도관을 제거하고 트랙을 10F에서 16F까지의 확장기(dilator:

Cook, Bloomington, U.S.A.)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였다. 구강

밖으로 나와있는 유도철사의 한쪽 끝을 24F 튜브(pull type

PEG feeding tube: US endoscopy)에 묶어서 고정한 후 유도

철사를 당겨서 튜브가 구강으로 들어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

장의 천자 부위를 통해서 복벽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였다(Fig.

3C). 튜브의 끝에는 버섯모양의 고정장치(mushroom type

retaining device)가 부착되어 있어 위벽을 안쪽 복벽에 밀착

시킬 수 있으며, 튜브와 바깥쪽 복벽은 고정링으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Fig. 3D). 튜브의 고정이 확인되면 확장기 부

분을 포함한 튜브를 복벽에서 25-30 cm 정도를 남기고 잘라

내고 피딩 어댑터(feeding adaptor)를 끼웠다 (Fig. 4). 마지막

으로 튜브를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하여 튜브가 위장 내에 있

는지와 조영제의 복강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튜브를 통한 급식은 시술 후 24시간 이후에 시작하였다. 구

강 인두부 및 복벽 천자부에 국소 마취 이외에 다른 마취나 진

정 요법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시술 후 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고 3일간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의 항생

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본 시술의 기술적 성공률, 시

술의 안정성, 튜브 거치 기간 및 주요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시술은 전례에서 성공하였다(25/25: 100%). 전 환자에서 시

술 24시간 후부터 튜브를 통한 식이를 시작하였다. 시술 시간

은 19분에서 32분이었고 평균 26분이었다. 흡인성 폐렴,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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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4F pull type PEG tube set. Mushroom type retaining
device at the end of tube can fix the stomach to abdominal
wall (arrow).

A B
Fig. 2. Diagram of pull technique: 24F pull-type tube inserted into the mouth is pulled to the upper abdominal puncture site using a
snare under fluoroscopy.



내용물의 누출, 트랙의 감염, 복막염 등 시술과 관련한 주요 합

병증은 없었다. 한 명의 환자에서 시술 7일 후 복수가 발생하

여 복벽의 천자 부위를 통해 복수가 누출되었다. 복수 검사에

서 위 내용물이나 감염의 증거는 없었다. 이 환자는 간경변증

이 동반된 환자로 복수는 간경변증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

하였다. 복벽의 천자 부위를 통한 복수 누출을 해결하기 위해

복강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복수를 배출시켰으며 이후 복수

가 줄어들어 더 이상의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는 튜브

를 통한 식이를 계속하였다.

튜브 거치 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평균 6.5 개월)이었고

이 기간에 튜브의 파손, 위치 변경이나 빠짐은 없었고 튜브의

막힘이나 식이의 불편함을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 추적 기간

중 사망한 환자는 없었으나 4명의 환자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

하였다(2개월 2명, 3개월 1명, 10개월 1명). 11명의 환자에서

6-12개월 후 같은 굵기의 풍선 고정식 튜브로 교체하였으며

교체 중 위벽은 복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1례에서 튜브

설치 5개월 후 복벽 고정 부위의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었다. 

고 찰

위루술은 개복하에 시행하는 수술적 방법과 경피적 방법이

있으며, 내시경적 또는 영상의학적 경피적 위루술은 1980년대

부터 소개되었다(5). 최근 경피적 위루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술적 위루술은 경피적 위루술에 비해서 높은 합병증

발생률 때문에 시행 빈도가 줄어들어 왔다(1). 경피적 위루술

의 경우 세부 방법적인 차이는 있으나 크게 푸쉬 테크닉(연속

적인 트랙 확장 후 튜브를 복벽을 통해 직접 밀어넣어 유치함)

과 풀 테크닉(튜브는 구강으로 들어가 식도를 따라 내려와 복

벽을 통해 당겨짐)으로 나뉜다(2, 3). 내시경적 위루술은 주로

풀 테크닉을 이용하고 투시 유도하의 영상의학적 위루술은 흔

히 위고정술을 사용하는 푸쉬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다.

내시경적 위루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알려져 있는데, 비만

한 환자들에 있어서 많은 경우 복벽의 광선투영이 어려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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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55-year-old male patient with
swallowing difficulty due to mediasti-
nal metastasis of hepatocellular carci-
noma.
A. After inflation of stomach with a 5F
catheter put through the mouth, punc-
ture of stomach is performed under
the fluoroscopy guidance. Stomach lu-
men is identified by injection of con-
trast media. 
B. 7F introducer sheath is inserted
through the stomach puncture site and
guide wire is inserted into the stomach
lumen through the mouth. Guide wire
is captured by snare wire and pulled
through abdominal wall. 
C. 24F pull-type tube is connected
with guide wire and pulled down
through the mouth and esophagus. 
D. After fixing the tube, contrast me-
dia is injected into the stomach to ex-
amine the position of the tube and the
leakage.

C D



술 할 수 없으며 어떤 환자들은 횡행결장이 복벽과 위장 사이

에 자리잡고 있어서 결장 천자의 위험성이 있다(4). 더구나, 내

시경 시술에 따른 흡인의 가능성이 영상의학적 방법에 비해 높

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6). 한편, 투시유도하의 영상의학적 위루술에서 흔히 사

용하고 있는 티-패스너 위고정술(T-Fastner gastropexy)을

이용한 푸쉬 테크닉은 위고정술 후 이차적으로 튜브를 유치시

켜야 하며 풀 타입 튜브에 비해 푸시 타입 튜브의 구경이 가

늘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튜브의 막힘이나 위치 이탈이 더 빈

번히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7, 8). 

저자들은 24F 대구경의 튜브를 이용한 위루술을 위 고정술

없이 풀 테크닉을 이용하여 투시유도 하에 영상의학적인 방법

으로 시행하였다. 이 방법은 풀 테크닉의 장점과 투시 유도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9, 10), 내시경적 방법과 비교할

때 위장의 공기 조영을 투시 유도하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비

만한 환자에게서도 적절한 천자 위치를 찾기가 쉬우며 간이나

대장 등의 천자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측면상에서 천자할 경

우 천자침이 공기 조영된 위전벽을 뚫는 것을 직접 관찰하며

시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자에 따른 합병증 발생을 더

욱 줄일 수 있다. 내시경의 통과가 어려운 고도의 식도 협착이

나 내시경 시 협조가 어려운 환자도 시술이 용이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환자 중 종격동 임파선 전이에 의한 식도 협착 환자

도 최초 내시경적 튜브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내시경의 통과에

실패하였으며 본 시술 시 튜브 설치는 어렵지 않았다. 위고정

술을 통한 푸쉬 테크닉과 비교할 때 한 번의 시술로 굵은 튜

브(24F)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티-패스너나 트랙 확장 기

간이 필요 없고 튜브의 막힘도 줄일 수 있다.

풀 테크닉의 알려진 단점은 트랙 감염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튜브가 구강이나 식도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11). 내시경적 풀

테크닉 위루술의 경우 트랙 감염의 빈도는 약 3% 정도로 보

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염이 발생한 예는 없었다. 또

한, 구강이나 식도의 협착이 심하면 튜브의 통과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례에서 튜브는 매우 쉽게 통

과되었다. 식도암과 같은 악성 종양에 의한 심한 협착의 경우

튜브가 통과할 때 종양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점

이 있다(12). 이런 합병증은 매우 드문 예여서 주된 고려 대상

은 아니나 이와 같은 예에서 푸쉬 테크닉이 더 유리할 수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대상 환자군이 근육질환 및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환자여서 이런 사항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술의 기술적 성공률은 100%(25/25)이었으

며 최초 몇 예를 제외하면 모두 20분 내외로 시술 시간도 적

게 소요되었다. 튜브 거치 기간 중 튜브의 막힘이나 역류 등

기능 부전이 일어난 예는 없었으며 튜브 교체를 시행한 11명

의 환자는 모두 튜브의 장기 설치에 따른 튜브 노화나 환자나

주치의사의 요구에 의하여 교체하였다. 교체는 유도철사만 삽

입한 상태에서 같은 구경의 풍선 고정식 튜브로 교체하였으며

교체 중 설치됐던 튜브는 바깥으로 쉽게 당겨져 제거가 되었

으며 이후에도 위벽은 복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시술

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은 없었다. 복벽 고정 부위의 매일 소

독은 권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튜브 설치 5개월 후 복벽에서 염

증이 발생한 환자가 있어 천자 부위에 대한 관찰 및 이상 시

소독 등의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환자군이 근육질환이나 신경계 질

환으로 편중되어 있어 식도 협착에 의한 연하곤란 환자의 예

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시경적 풀 테크닉 위루술이 대부

분 식도 협착 환자에 대한 성공률이 높다는 것과 24 F 도관이

통과할 식도 내경만 확보되면 시술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생

각할 때 큰 제한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환

자의 비만도를 조사하지 못하여 내시경적 위루술에 대한 상대

적 장점을 구체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비만한 환자에게서도 위장 공기 조영이 투시에서 잘 보이

는 것을 생각할 때 환자군의 적응이 내시경적 방법에 비해 훨

씬 넓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풀 테크닉을 이용한 투시 유도하 영상의학적 경

피적 위루술은 합병증이 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굵은 튜브를 한 번의 시술로 유치할 수 있어서 내시경

적 위루술이나 투시 유도하 푸쉬 테크닉 위루술에 비해서 유용

하며,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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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Fluoroscopy-guided Percutaneous 
Gastrostomy with the Pull Technique1

Chang Wook Uhm, M.D., Jong Yun Won, M.D., Jeong-Sik Yu, M.D., Heung-kyu Ko, M.D., 
Kwang- Hun Lee, M.D., Do Yun Lee, M.D., Jong Tae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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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safety and usefulness of the fluoroscopy-guided percutaneous gastrostomy (FPG) us-
ing a large profile gastrostomy tube accompanied with the pull technique, and without the use of an en-
doscopy or a gastropexy.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rch 2005 to February 2007, 25 patients underwent an FPG using a large pro-
file gastrostomy tube accompanied by the pull technique, in which a 24F pull-type tube was inserted into a pa-
tient’s mouth and was pulled to the upper abdominal puncture site using a snare, under fluoroscopy. The 18
patients with difficulty swallowing due to muscular atrophic lateral sclerosis or transitional myodystrophy in-
cluded 5 cases of quadriplegia, 1 case of Parkinson’s disease, and 1 metastatic mediastinal tumor. The techni-
cal success rate, occurrence of complications, and clinical outcomes were examined. 
Results: The technical success rate was found to be 100%. In addition, the retention periods for the indwelling
tube ranged from 1 to 24 months (mean: 6.5 months), with all tubes retained at a normal position with normal
function. No procedure-related mortality occurred.  One patient (4%) did however develop a complication in
the form of ascites and ascitic fluid leakage around the tube, which was of hepatic origin and was ultimately
resolved after the drainage of ascite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PG, accompanied with the pull technique using a 24F tube, should
be considered as a safe and effective method for examining patients. It was found to have a high success rate
and a low complic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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