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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개발된 경피적 삽입술이 가능한
대동맥 인조혈관 스텐트의 임상 시험1

이도연·최동훈2·강성권3·원제환4·이광훈·원종윤·송호영5

목적: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되는데

기존의 동맥을 절개한 후 삽입하던 방식과 달리 경피적 삽입이 가능하고,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전신마취나 혈압강하와 같은 처치없이 삽입하도록 새로 개발된 인조혈관스텐트의 설치용이성,

효용성, 설치 과정이나 설치후 발생하는 합병증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경피적삽입술이 가능한 대동맥

인조혈관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27명의 대동맥류중 24예는 복부대동맥류였으며 3예는 하

행흉부대동맥류였다. 23명의 대동맥박리환자중 3예는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박리로 치료

하였으며, Stanford B형 박리환자 20명중 4예는 급성, 8예는 아급성, 나머지 8예는 만성환자

였다. 대동맥에 삽입된 인조혈관스텐트의 전 예에서 총대퇴동맥을 직접천자하여 12 F 피포에

삽입된 직경 20 mm부터 34 mm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하였다. 대상환

자 모두에서 시술 전에 전산화단층촬영 혹은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으며, 시술후 추적검사

는 시술후 1주일이내 및 3-6개월 간격으로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결과: 경피적 인조혈관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50명중 49예(98%)에서 시술에 성공하였으며, 1

예에서는 시술에 실패하였다. 시술에 실패한 1예는 먼저 삽입한 인조혈관의 꼬임현상으로 인

하여 대동맥박리의 입구(entry tear)가 막히지 않았으며 수술로써 확인되었다. 시술에 성공한

49예의 대상환자중 3예의 대동맥박리 환자에서는 시술후 유입열상(entry tear)이 막히지 않고

추적 CT검사에서도 계속적으로 흉부대동맥의 가강(false lumen)에 혈류가 관찰되는 제1형의

주위유출(endoleak)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시술의 일차 성공율(primary success rate)은

92%(46/50)였다. 대동맥류의 경우에서는 추적검사에서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류 유출

이 관찰되는 경우는 없었다. 소낭성대동맥류 치료후 추적검사를 시행한 12예에서는 대동맥류

의 완전소실이 7예에서 관찰되었고, 나머지 5예에서는 크기의 감소를 보였다.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로 치료에 성공한 19예의 대동맥박리환자중 9예에서는 추적검사에서 흉부대동맥의 가

강이 혈전으로 찬 후 완전히 소실되며 정상흉부대동맥을 보였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좌측서혜부에 12F 피포를 삽입하였던 부위에 혈종과 함께 동정맥루가 1예에서 발생하였으며,

1예의 베체트 증후군(Behcet syndrome)과 1예의 아급성 대동맥박리에서는 추적검사중 삽입

된 인조혈관스텐트의 원위부 가장자리에 소낭성 대동맥류가 새로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대상환자의 평균 추적검사기간은 9.4개월(2-26 개월)이었다.

결론: 경피적삽입술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새로이 개발된 인조혈관스텐트는 시술이 간단하

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동맥류 및 대동맥박리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되나 좀 더

많은 경험과 장기추적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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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는 주로 동맥 경화증에 의하여 노년층에 호발하는

심각한 혈관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안 할 경우 대동맥류의 파

열에 의한 사망률이 90%까지 보고되고 있다(1, 2). 현재 대

동맥류의 보편적인 치료는 대동맥류를 인조혈관으로 대치하는

수술이지만 응급수술시의 사망률은 약 40-50%이고 선택적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도 3-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2).

또한 대동맥류의 경우 대부분 원인 질환이 동맥 경화증이므로

약 40-60%의 환자가 관상동맥협착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심근경색증이나 관상동맥 폐쇄질환의 정도

가 매우 심하여 대동맥류에 대한 수술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1).

최근 중재적 시술 및 혈관용 금속 스텐트의 발전에 힘입어

인조혈관스텐트(stent-graft)가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비

교적 비침습적인 경관적 혈관성형술로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시

도들이 보고되었다. 인조혈관스텐트는 금속 스텐트가 폐쇄성

혈관치료에 이용되는 것과는 달리 동맥류, 대동맥궤양 및 박

리, 동정맥루, 종양침입 등의 치료에 외과적 수술을 대치할 수

있는 비교적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3-11). 국

내에서도 생활습관이 서구화됨으로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14). 인조혈관스텐트의 개발은 점차로 외

과적인 인조혈관대치술을 값싸고, 비침습적인 중재적 시술로

대신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이러한 인조혈관스텐트는 1991년 Parodi 등(6)이

복부대동맥류의 치료에 임상 적용을 처음 보고한 이후 중재적

시술을 이용한 혈관 내 인조혈관스텐트의 삽입은 대동맥류의

수술과 관련된 유병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치료법

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동맥류의 혈류를 차단하고 대동맥류

의 내강에 혈전 형성을 유도한 치료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

되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상품화되어 있는 인조혈관스텐트 기

구들은 모두 부피가 커서 18F에서 27F의 큰 도관을 이용하여

대퇴동맥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시술시 대퇴동맥 혹은 대동맥

을 수술적 방법으로 절개해야 하며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10, 11). 그리고 대부분의 시술이 전신 마취를 시

행하여야 하며, 인조혈관스텐트를 흉부대동맥에 삽입시에는 혈

류에 의해 인조혈관스텐트가 대동맥 원위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환자의 혈압을 강하시켜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이렇게 인조혈관스텐트의 부피가 크게 되면 혈관의 협착이

나 굴곡이 심한 경우는 인조혈관스텐트를 넣는 도관이 통과하

지 못하여 시술을 못하게 되고 대동맥궁과 같은 곡선형 혈관

에서도 인조혈관스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들이 새

로이 고안한 직접 천자법에 의한 인조혈관스텐트의 개발은 현

재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다른 기구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혈관 스텐트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고안된 인조혈관스텐트에 대한 임상시

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인조혈관스텐트제작

새로 개발된 인조혈관스텐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

는데, 첫째, 인조혈관과 부분관(이하 graft-stent), 둘째, 인조

혈관을 내부에서 지지해주는 원통형 스텐트로(이하 내부 스텐

트) 구성된다. 스텐트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며 형상기억 합금

인 나이티놀로 제작하였다(S&G Biotech, 서울, Fig. 1). 인조

혈관은 짧은 두개의 스텐트 가운데 고정되는데, 높은 대동맥내

의 압력에 잘 적응하여 이동이 없도록 짧은 두 개의 스텐트의

가운데 두께 80마이크론의 ultra-thin Dacron (Kitamura,

Tokyo, Japan) 인조혈관을 스텐트와 5 mm의 간격을 두고 고

정했다. 그리고, 인조혈관이 혈관내에서 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스텐트 마디를 연결하는 strut (1가닥)에 스텐

트를 고정했다. 인조혈관내에 2차적으로 삽입되는 내부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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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nents of a 34 mm×10 cm separate stent-graft.
A. A proximal stent, with a synthetic polyester graft, and a distal
stent.
B. Inner bare stent.
C. Assembled separate stent-graft. The graft is fully expanded
by the inner bare stent.



는 마디의 크기가 작고 마디와 마디사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

으면서 사선으로 마디를 고정시켜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

어 스텐트의 팽창력이 우수하면서 종축유연성이 좋아 대동맥

궁을 비롯한 구불구불한 혈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특정한 열처리 조건을 거처 제작되어 상온에서는 유연하

여 삽관기에 삽입하기 쉬우며 체온에서는 최상의 팽창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혈관에 설치할 경우 혈관벽에 밀착

되고 설치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에 사용되는 분지형 인조혈관스텐트는 위에서

설명한 원통형 인조혈관스텐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분지

형 인조혈관, 원통형 대동맥스텐트, 및 2개의 장골동맥 인조혈

관스텐트의 4부분으로 제작하였다(S&G Biotech, 서울, Fig.

2). 

연구자들은 임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크기의 인조혈관 스

텐트의 기술적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

물이 없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맥과 유사한 환경, 즉

대동맥궁에서부터 복부대동맥, 그리고 인조혈관 스텐트를 진입

시킬 수 있는 양측 장골동맥의 모양을 재현할 수 있는 대동맥

모델을 만들어 인조혈관스텐트의 삽입을 실험하였다. 이 모델

은 벽이 혈관과 비슷한 탄력성을 가지며, 크기가 대동맥과 유

사하고, 내부에 혈류와 비슷한 정도의 120 mmHg이상의 박동

성 압력과 유속을 가지며, 이완기에도 양압을 유지하도록 만들

었다. 대동맥 모델에서 실험결과 새로 개발된 인조혈관 스텐트

는 그 크기가 적어 구불구불한 혈관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

으며, 스텐트의 구조가 유연하여 대동맥궁에 설치가 용이하고,

그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쉬웠다. 그리고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에서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었다.

대상환자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

리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원내 임상연구심

의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승인된 연구였으며 전 예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을 시행하였다. 대상환자의 연령분포는 31세

에서 80세까지로 평균 58.6세이었으며 남자가 38명, 여자가

12명이었다. 복부대동맥류 환자의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은 동

맥류의 기시부와 신동맥 기시부간의 간격(length of proximal

neck)이 15 mm이상 있으며 proximal neck의 굴곡도(angu-

lation)가 60도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동맥박리

및 하행흉부대동맥류의 경우는 대동맥박리의 입구(entry tear)

혹은 대동맥류의 기시부가 좌쇄골하동맥의 기시부에서 15 mm

이상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시행하였다. 대상환자는 모두 외과

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방추형 대동맥류는 동맥류의 최대직

경이 5 cm 이상이거나 증상을 호소, 또는 추적검사에서 대동

맥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환자(5 mm/년 이상)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대동맥박리에서는 최대직경이 6 cm 이상이거나, 지속

적인 흉통, 대동맥 분지혈관의 동적폐쇄 및 역행성 박리(ret-

rograde dissection)에 의한 Stanford A형를 대상으로 하였다.

27명의 대동맥류중 24예는 복부대동맥류였으며 3예는 하행흉

부대동맥류였다. 복부대동맥류의 원인질환은 16예가 동맥경화

증, 5예가 베체트 증후군이었으며, 염증성 및 원인불명이 각각

1예 및 2예였다.

14예의 방추형 복부대동맥류중 13예에서 분지형을 삽입하

였으며, 나머지 1예에서 우총장골동맥이 폐쇄되어 있어 원통

형을 삽입하였다. 분지형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한 13예중 2

예에서는 일측 총장골동맥까지 동맥류가 침범하여 동측 내장

골동맥의 코일 색전술 후에 외장골동맥까지 인조혈관스텐트를

확장시켰으며, 양측 총장골동맥까지 동맥류가 침범한 2예에서

는 일측의 내장골동맥을 코일 색전술로 막고 2주와 4주 후에

나머지 내장골동맥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여 양측 내장골동

맥을 모두 막은 후에 인조혈관스텐트를 외장골동맥까지 확장

하여 대동맥류를 치료하였다. 12예의 소낭성 동맥류, 23예의

대동맥박리, 및 1예의 방추형 흉부대동맥류는 원통형을 삽입

하여 치료하였다. 23명의 대동맥박리환자중 3예는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박리로 치료하였으며, Stanford B형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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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Bifurcated separate stent-graft consists with 4 separate bodies. Unsupported bifurcated graft-stent (A), inner bare aortic stent
(B), and two limb stent-grafts (C).
D. Assembled bifurcated separate stent-graft.



환자 20명중 4예는 급성, 8예는 아급성, 나머지 8예는 만성환

자였다.

대동맥에 삽입된 인조혈관스텐트의 직경은 20 mm부터 34

mm까지 다양한 크기가 삽입되었으며, 인조혈관의 길이도 5

cm부터 15 cm까지였다. 인조혈관스텐트의 직경은 각 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대동맥류 혹은 박리가 발생한 대동맥의 근

위부와 원위부의 직경을 측정한 후, 측정된 대동맥의 크기보다

10-20% 크게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대상환자 모두에서 시술 전에 전산화단층촬영 혹은 자기공

명영상을 시행하였으며, 시술후 추적검사는 시술후 1주일이내

및 3-6개월 간격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였다.

인조혈관스텐트의삽입

대동맥조영술

환자를 앙와위 자세로 한 후, 서혜부를 소독하고, lidocaine

으로 천자부위를 국소마취한 후, 18 G angiocath 천자침으로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이를 통해 0.035 inch 안내철선

(Radiofocus, Terumo, Tokyo, Japan)을 대동맥까지 전진시켰

다. 천자침을 제거하고 안내철선을 따라 6 F 혈관용 피포를 삽

입한 후, 피포를 통하여 1 cm 마다 방사선비투과성 표식이 달

려있는 5F pig-tail 도관(Cook, Bloomington, IN, U.S.A.)을

병변보다 근위부 대동맥에 위치시켰다. 대동맥조영술은 1초당

20 mL씩 총 40 mL의 비이온성 조영제 (Visi-paque,

Amersham health, Cork, Ireland)를 주입하면서, 디지털감산

혈관조영술(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로 1초당 3-10장

씩 촬영하였다. 대동맥조영상에서 정확한 대동맥류의 위치, 길

이, 형태를 평가하였다.

인조혈관스텐트설치

대동맥조영술을 위해 삽입되어있는 5 F pig-tail 도관을 여

이도연 외: 새로이 개발된 경피적 삽입술이 가능한 대동맥 인조혈관 스텐트의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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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86-year old male patient with ab-
dominal aortic aneurysm. Preinterven-
tional computed tomography (A) and
aortography (B) demonstrate an in-
frarenal abdominal aortic aneurysm in-
volving the aortic bifurcation.
C. Completion angiography immedi-
ately after deployment of a bifurcated
separate stent-graft shows complete ex-
clusion of the aneurysm from the circu-
lation and restoration of the aortic lu-
men.
D.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af-
ter 3 months confirms complete exclu-
sion of the aneurysm with absence of
contrast medium within the aneurysm
sac.

C D



러 개의 측부공을 가진 5 F multipurpose 도관(Cook,

Bloomington, IN, U.S.A.)으로 교환하여 인조혈관스텐트삽입시

대동맥조영술을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시술후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Heparin 5,000 U을 정맥주사후, 다시 반

대쪽 대퇴동맥을 천자 하여 0.035 inch 안내철사를 대동맥병

변의 근위부보다 위쪽까지 삽입하고 안내철선을 따라 graft-

stent가 들어있는 혈관용 피포(12 F)를 혈관 내로 진입시켰

다. 인조혈관스텐트의 표식을 설치할 대동맥의 정확한 부위에

위치시킨 후, 밀대를 고정하고 피포를 제거하여 graft-stent를

설치하였다. 밀대를 피포로부터 제거한 후, 유도관을 통해 내

부스텐트를 피포 내로 밀어 넣은 후 다시 밀대로 밀어 내부스

텐트를 먼저 위치시킨 인조혈관내에 설치하였다. 인조혈관스텐

트삽입술을 시행중이나 시술후의 대동맥조영술은 먼저 삽입하

여둔 5 F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시술이 끝난후 서혜부

의 지혈은 인조혈관스텐트삽입시 삽입된 12F 피포를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15 cm 길이의 12 F 피포(Daig, Minnetonika,

Minn, U.S.A.)로 교환후 환자의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

아온 후에 제거하였다.

결 과

경피적 인조혈관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50명중 49예(98%)

에서 시술에 성공하였으며, 1예에서는 시술에 실패하였다. 시

술에 실패한 1예는 Stanford B형 대동맥박리후 우하지에 파행

(claudication)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전산화단층촬영 및 혈

관조영술로 복부대동맥의 진강(true lumen)이 동적폐쇄에 의

하여 발생한 것을 확인 후 하행흉부대동맥 근위부에 인조혈관

스텐트를 삽입하여 유입열상(entry tear)을 폐쇄하려하였으나

먼저 삽입한 인조혈관의 꼬임현상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의 입

구가 막히지 않았으며 수술로써 확인되었다. 인조혈관삽입술을

시행했던 모든 환자에서 외과적 수술에 의한 총대퇴동맥의 노

출없이 경피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술시 혈압

을 낮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조혈관스텐트의 이동은 발

생하지 않았다.

시술에 성공한 49예의 대상환자의 평균 추적검사기간은 9.4

개월(2-26개월)이었으며, 이중 3예의 대동맥박리환자에서는

시술후 유입열상(entry tear)이 막히지 않고 추적 CT검사에

서도 계속적으로 흉부대동맥의 가강에 혈류가 관찰되는 제1형

주위유출(endoleak)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시술의 일차 성

공율은 92%(46/50)였다. 대동맥류의 경우에서는 추적검사에

서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류 유출이 관찰되는 경우는 없

었다. 제1형 주위유출이 발생한 3명의 환자의 원인 중 2예는

유입열상이 근위부 하행흉부대동맥의 소만곡부(lesser cur-

vature side)에 있었던 환자로 이 연구의 초기에 스텐트의 유

연성(flexability)과 관계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현재는 유도

관(introducer)의 보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머지 1예

의 주위유출은 스텐트의 근위부 가장자리에 죽종(atheroma)

이 위치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분한 크기의 풍선 도관이 없어 죽

종을 파열시키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인조혈관삽입술에 성공한 22예의 대동맥박리환자중 10예에

서는 추적검사에서 흉부대동맥의 가강(false lumen)이 혈전으

로 찬 후 완전히 소실되어 정상 흉부대동맥을 보였으며, 8예에

서는 가강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1예의 만성환자에서는 가강

이 혈전으로 찼으나 추적기간이 짧아 직경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류 유출에 의하여 가강의

불완전혈전을 추적관찰에서 보였던 3예 중 1예는 가강의 크기

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2예는 가강의 직경이 증가하는 소견

을 보여 1예에서는 외과적수술을 시행하였고 다른 환자는 수

술을 거부하여 추적관찰 중이다. 대동맥류 27예 중 소낭성 대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가 12예였으며 이중 7예에서 대

동맥류의 완전소실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5예에서는 크기의 감

소를 보였다. 방추형 대동맥류로 인조혈관삽입술을 시행한 15

예에서는 크기가 감소한 경우가 6예, 크기의 변화가 없었던 경

우가 9예였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좌측서혜부에 12 F 피포를 삽

입하였던 부위에 혈종과 함께 동정맥루가 1예에서 발생하였으

며, 1예의 베체트 증후군과 1예의 아급성 대동맥박리에서는 추

적검사중 삽입된 인조혈관스텐트의 원위부 가장자리에 소낭성

대동맥류가 새로이 발생하였다. 소낭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2

예중 베체트 증후군에서는 1년간 추적검사중 크기가 증가하여

다시 인조혈관삽입술로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예는 12개월 추

적검사에서 크기의 변화가 없어 추적관찰 중이다. 내장골동맥

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4예에서는 시술 후 경미한 둔부통증

외에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인조혈관스텐트는 금속 스텐트와 인조혈관을 연결 혹은 복

합시켜 혈관의 내강을 따라 삽입할 수 있는 일종의 인조혈관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속 스텐트 위에 인조혈관인 Dacron

이나 polytetrafluoroethylene(PTFE)를 씌우는 모양을 하고 있

는데 금속 스텐트가 폐쇄성 혈관치료에 이용되는 것과는 달리

인조혈관 스텐트는 동맥류, 대동맥궤양 및 박리, 동정맥루, 종

양침입 등의 치료에 외과적 수술을 대치할 수 있는 비교적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3-11). 이처럼 대동맥질환

을 비외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인조혈관스텐트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임상가능성과 시장성이 인정되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여러 회사 및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인력과 연구비를 투자하여 연구개발 및 상품화에 힘쓰고 있다.

인조혈관스텐트의 개발은 점차로 외과적인 인조혈관대치술을

값싸고, 비침습적인 중재적 시술로 대신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개발되어 상품화되어 있는 인조혈관스텐트는 Boston

Scientific사의 Vanguard III system, COOK사의 Zenith sys-

tem, Medtronic사의 Talent system과 AneuRx system,

Guidant사의 Ancure system, Gore medical사의 Excluder

system등이 있으며 이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공인을 받기 위하여 임상시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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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의 문제점으로는 모두 부피가 커서 18F

에서 27F의 큰 도관을 이용하여 대퇴동맥으로 삽입하기 때문

에 시술시 대퇴동맥 혹은 대동맥을 수술적 방법으로 절개하여

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인조혈관스텐트의 부피가

크게 되면 혈관의 협착이나 굴곡이 심한 경우는 인조혈관스텐

트를 넣는 도관이 통과를 못하여 시술을 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들이 새로이 고안한 직접 천자법에 의한 인조혈

관스텐트는 12 F의 피포내에 삽입되어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흉부대동맥에 기존의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 시에는 혈류가 시

술중 인조혈관스텐트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혈류에 의해 인조

혈관스텐트가 대동맥 원위부로 이동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

연구에 사용된 인조혈관스텐트에서는 하행흉부대동맥에 삽입

한 26예 모두에서 설치시 기구의 이동은 없었으며, 시술중 기

구에 의한 대동맥압의 변화도 관찰할 수 없었다. 직접 천자법

의 합병증으로 대상환자 50예 중 1예에서 서헤부에 혈종과 함

께 동정맥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는 환자가 천자부위를 압

박기구로 누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움직임으로 인하여 효과적

으로 압박을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는 천자

주위의 지혈에 12 F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개발되어

있어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구자들이 새

로 개발한 기구로 치료 후 수 시간 내에는 활동을 할 수 있으

므로 외래환자로도 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6).

복부대동맥류의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으로는 대동맥류의 최

대직경이 5 cm 이상, 0.5 cm/년 이상으로 크기가 키지는 경

우, 대동맥류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등이며, 인조혈관

스텐트 삽입술의 금기증으로는 신동맥부터 대동맥류의 기시부

까지의 간격이 15 mm이하 이거나 굴곡도가 60도 이상인 경

우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는 인조혈관 삽입후 제1형 주

위유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17). 이 연구의 대상

환자 중에서 하행흉부대동맥의 근위부에 인조혈관스텐트를 삽

입한 18예 중 2예에서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류 유출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으로 이행

되는 부위의 굴곡이 심한데 비하여 스텐트의 유연성이 좋지 않

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스텐트는 나선

형의 골극(spiral spine)이 있어 스텐트의 유연성이 방향에 따

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초기의 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여 굴곡이 심한 곳에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시

2예에서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류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스텐트 삽입 피포의 말단을 J 형태로 성형함으로써 이 문제점

을 극복하였다.

복부대동맥류에서 또 다른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의 금기증

으로는 대동맥류가 양측 총장골동맥까지 침범한 경우로 이러

한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인조혈관스텐트 삽

입술로 하장간막동맥 및 양측 내장골동맥이 막히게 되면 갑자

기 골반강내 장기들의 허혈이 발생하여 대장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 환자중 대동맥

류가 양측 총장골동맥을 침범하였던 환자에서는 각각 2주와 4

주 간격으로 내장골동맥을 코일로 색전술을 시행하여 충분한

측부혈관이 발달된 후에 분지형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하였다.

내장골동맥 색전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둔부통증

혹은 대퇴부의 파행, 발기 불능, 요로 기능 이상(urinary dys-

fuction), 대장허혈, 신경통, 마비등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대상환자 4명에서는 경미한 둔부통증외에 특별한 합병증은 발

생하지 않았다.

인조혈관스텐트 시술후에 발생하는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

의 혈류 유출(endoleak)은 White등이 제창한 분류를 사용하

고 있으며, 제1형은 스텐트가 정상 혈관과 연결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주위유출, 제2형은 측부혈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

위유출, 제3형은 인조혈관스텐트의 연결부위 혹은 인조혈관의

파열로 발생하는 주위유출, 제4형은 인조혈관의 porosity에 의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Medtronic사의 AneuRx 기구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19). 근래에 새로

분류된 제5형은 영상소견에서는 인조혈관스텐트 주위로의 혈

류 유출이 관찰되지 않으나 대동류의 크기가 추적검사에서 증

가하는 경우로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20). 이 연구의 대

상환자 중 주위유출이 발생한 3예중 앞서 언급한 2예 외에 1

예의 제1형 주위유출은 인조혈관스텐트 삽입부위의 근위부에

위치한 죽종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풍선 도관으

로 죽종을 파열시키므로 치료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시술시 20

mm이상의 풍선 도관이 없어 시술을 중단하였던 경우로 25

mm 풍선 혹은 Palmaz스텐트를 이용한 혈관성형술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21).

대동맥박리는 발생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첫 48시간에

시간당 약 1%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후 발

생하는 사망의 원인은 주로 가강의 파열과 대동맥 분지혈관의

허혈에 의하여 발생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동맥박리에서 외과

적 수술은 대동맥박리의 입구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치하여

가강의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며, 대동맥 분지혈관의 허혈은 박

리된 내막의 개창술(fenestration)을 시행하거나 스텐트를 이

용하여 치료하고 있다(22, 23). 대동맥박리에서 인조혈관스텐

트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문이 보고되지

않아 적응증 등이 확실히 적립되어 있지 않다(24-27).

Nienaber등은 만성 대동맥박리 환자를 대상으로 외과적 수술

과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을 전향적으로 비교하여 수술적 치

료에서는 사망이나 합병증이 42%(7/12명)에서 발생하였으나,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시술에 따른 합

병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26). 또한 Kato

등은 15명의 만성 대동맥박리환자를 대상으로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모든 환자에서 시술에 성공하였으며, 시술

후 전 예에서 흉부대동맥의 가강에 혈전이 형성되고 진강은 직

경이 증가하며 흉부대동맥의 직경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7).

이 연구의 대상환자중 대동맥 박리로 치료한 환자들은 만성

환자로 대동맥의 직경이 6 cm 이상, 지속적인 흉통, 대동맥 분

지혈관의 동적폐쇄 및 역행성 대동맥 박리에 의한 Stanford A

형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이 성공한 19명

의 환자 중 추적 검사에서 흉부대동맥의 직경이 감소한 경우

이도연 외: 새로이 개발된 경피적 삽입술이 가능한 대동맥 인조혈관 스텐트의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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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5%(18/19명)이고 이중 10예(53%)에서는 흉부대동맥의

가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대

동맥박리환자에서 지속적인 대동맥박리 소견이 복부대동맥에

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복부대동맥에 위치한 재유입 열상(re-

entry tear)때문이었다. 추적검사중 전 예에서 복부대동맥의 직

경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동맥박리환자중 추적검사에서 합병증

이 발생한 1예는 Stanford A형 대동맥박리로 응급수술로 상행

흉부대동맥 및 대동맥궁을 인조혈관으로 대치후 계속적인 흉

통이 있어 하행흉부대동맥에 위치한 entry tear를 다시 인조혈

관스텐트로 대동맥박리 발생후 30일만에 치료한 환자로 추적

검사에서 흉부대동맥 및 복부대동맥 근위부의 대동맥박리는 소

실되었으나 인조혈관스텐트 원위부의 가장자리에 소낭성동맥

류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예의 베체트 증후군 환자

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는 소낭성동맥류가 발생하였을 때

의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가 증가

되어 있었다. 인조혈관스텐트 삽입후 스텐트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낭성동맥류는 Park등 및 Kato등도 보고하였다(28,

29). Park등은 베체트 중후군에서 인조혈관스텐트삽입후 추적

검사에서 소낭성동맥류 발생을 보고하였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합병증의 방지하는 방법을 연

구하는 중이다(29-31). 대동맥박리에서 인조혈관스텐트 치료

후 발생하는 소낭성동맥류는 연구자들의 경우 1예의 급성환자

및 앞에 언급한 아급성환자에서 경험하였으며, Kato등은

29%(4/14명)의 급성환자의 치료후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

다(28).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아 원인은 확실

하지 않으나 아마도 대동맥박리에 의하여 약해진 대동맥벽에

삽입된 스텐트가 심장박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동맥벽의 계

속되는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발생한 새로 개발된 기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먼저 삽입하

는 인조혈관이 투시기(fluoroscopy)에서 관찰이 용이하지 않

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조혈

관의 근위부와 원위부에 위치한 스텐트를 연결하는 연결선을

삽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1예에서 시술 중

인조혈관의 꼬임이 발생하여 시술에 실패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조혈관에 금으로 일부를 피복 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 곧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경피적삽입술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새로이 개

발된 인조혈관스텐트는 수술적으로 총대퇴동맥을 노출시키지

않고 국소마취로 시술이 가능하여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

일 수 있으며, 혈압의 조절 없이 흉부대동맥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이 가능하며, 시술이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동맥류

및 대동맥박리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되나 좀 더

많은 경험과 장기추적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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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a newly designed percutaneously implanted
separate stent-graft (SSG) for the treatment of aortic aneurysms and dissections.
Materials and Methods: Using a percutaneous technique, SSG placement (in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in
26 cases and infrarenal abdominal aorta in 24) was attempted in 50 patients with aortic aneurysms (n=27) or
dissection (n=23). All SSGs were individually constructed using self-expandable nitinol stents and a Dacron
graft, and were introduced through a 12 F sheath and expanded to a diameter of 20-34 mm. In all cases, vas-
cular access was through the femoral artery. The clinical status of each patient was monitored, and postopera-
tive CT was performed within one week of the procedure and at 3-6 month intervals afterwards.
Results: Endovascular stent-graft deployment was technically successful in 49 of 50 patients (98%). The one
failure was due to torsion of the unsupported graft during deployment. Successful exclusion of aneurysms and
the primary entry tears of dissections was achieved in all but three patients with aortic dissection. All patients
in whom technical success was achieved showed complete thrombosis of the thoracic false lumen or aneurys-
mal sac, and the overall technical success rate was 92%. In addition, sixteen patients demonstrated complete
resolution of the dissected thoracic false lumen (n=9) or aneurysmal sac (n=7). Immediate post-operative com-
plications occurred at the femoral puncture site in one patient with an arteriovenous fistula, and in two, a new
saccular aneurysm developed at the distal margin of the stent. No patient died, and there was no instance of
paraplegia, stroke, side-branch occlusion or infection during the subsequent mean follow-up period of 9.4
(range, 2 to 26) months.
Conclusion: In patients with aortic aneurysm and dissection, treatment with a separate percutaneously insert-
ed stent-graft is technically feasible, saf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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