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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골동맥류의 하이브리드(Hybrid) 치료

− 1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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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Endovascular Operation for Aorto-Iliac Artery Aneurysm

 A case report 
Jae Wook Lee, M.D.*, Yong-Soon Won, M.D.**, Hwa-Kyun Shin, M.D.**, Keun Her, M.D.**, Dong-Hyun Kim, M.D.**

Aorto-iliac artery aneurysms are very rare and the natural course of this disease is not well known. However, the 
risk of rupture is high and the mortality rate after rupture is extremely high. Preserving the pelvic circulation is im-
portant for the treatment of aorto-iliac artery aneurysms. We report here on a case of a patient suffering with aor-
to-iliac artery aneurysms, and these were treated by a hybrid endovascular operation that combined an open by-
pass of both iliac vessels with endovascular repair.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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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73세 남자 환자로 내원 2달 부터 시작된 양측 서혜부

의 뻐근함을 주소로 본원 외래를 방문하 다. 이학  검

사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입원하여 시행한 컴퓨터 

조 술(CT angiography)상 복부 동맥의 원 부를 일

부 포함하는 양측 총 장골동맥류가 찰되었다. 우측 총 

장골동맥류는 최 직경이 63 mm, 좌측 총 장골동맥류는 

최 직경이 33 mm 으며 양측 모두 총 장골동맥의 분지

부(bifurcation) 직 까지 침범되어 있었으며 내, 외장골동

맥은 정상소견을 보 다. 연 된 복부 동맥류는 최 직

경이 23 mm로 심하진 않았다(Fig. 1). 증상을 동반하고 직

경이 3 cm 이상으로 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과 고령 

 고 압과 잘 조 되지 않는 당뇨 등의 기  질환들을 

감안하여 내 치료(EVAR)를 시행하기로 하 다. 시술 

 컴퓨터 조 술로 획득한 상을 통해 병변의 해부

학  치  범  등을 면 히 분석하여 본 환자에게 가

장 한 stent-graft의 크기를 결정하 다. 본 환자의 시

술에 사용된 스텐트-그라 트는 Separate stent graft Y-type 

(SSGY, S&G Biotech, 성남, 경기도, 한국)을 사용하 으며 

크기는 body 직경이 26 mm, limb graft의 직경은 12 mm

다. 시술은 스텐트-그라 트 삽입술 후 양측 내장골동맥의 

폐쇄를 우려하여 내, 외장골동맥간 우회술을 시행할 

목 으로 신마취하에 시행하 다. 환자를 앙와  자세

로 취한 후 하복부에 양측 서혜부 인 에 3 cm 상방으로 

평행하게 좌, 우측 각각 사선으로 약 10 cm 정도 피부

개를 한 후 후복막 근을 통해 양측 총장골동맥  내, 

외장골동맥을 노출하 다. 이후 양측 서혜부에 약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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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T angiogram 
demonstrated bilateral common iliac 
artery aneurysm coexistent with mild 
abdominal aortic aneurysm.

Fig. 2. Intraoperative final fluoroscopic imaging shows the in-
sertion of the stent-graft from the abdominal aorta to the bilateral 
common iliac arteries.

정도 수직으로 피부 개를 하여 좌, 우측 각각 총 퇴동

맥  심부, 표재성 퇴동맥을 노츨하 다. Heparin 5000 

IU를 정맥내 주입 후 고식 인 스텐트 삽입술 방법 로 

스텐트-그라 트 삽입술을 시행하 다(Fig. 2). 삽입술을 

완료한 후 수술장에서 확인한 조 술상 양측 내 장골

동맥으로의 류 흐름이 원할하지 않아 좌, 우 내 장골동

맥의 동시 폐쇄에 따른 골반 허 (pelvic ischemia)을 막기 

해 양측 외 장골동맥과 내 장골동맥 사이에 6 mm 

Goretex graft를 사용하여  우회술을 시행하 다. 이때 

좌측에 비해 우측 내 장골동맥의 류 흐름이 더 좋지 않

아 4 Fr Fogarty carter를 이용하여 제거술을 시행한 후 

우회술을 시행하 다. 문합 후 도 러 음 상에 원

할한 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창을 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술 후 7일째 시행한 컴퓨터 조 술

상 비교  성공 인 결과를 얻었으나 우측 내-외 장골동

맥간  우회 도 은 폐쇄된 것으로 찰되었으나 좌측

은 비교  류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환자는 술 후 골반 허 과 같은 특별한 합병증 없

이 10일째 퇴원하 으며 재 외래 추  찰 이다.

고      찰

  부분의 장골동맥류는 복부 동맥류와 동반되어 나

타나며 단독 장골동맥류(isolated iliac artery aneurysm)는 

체 -장골 동맥류(aortoiliac aneurysm)의 2∼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복부 동맥류 환자의 10∼20%

가 장골 동맥류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해부학  치는 총 장골동맥에서 70∼8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내 장골동맥에서는 10∼30%의 비율로 발생하

며, 외 장골동맥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4]. 장골 동맥류는 부분 남성에게서 발생하

며, 65∼75세의 고령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7]. 장골 동맥류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비 특이성 

원인이며, 감염, 외상, 염, 악성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장골 동맥류의 증상은 복통이

나 요통과 같은 통증이나 수신증, 수뇨  폐쇄, 하지 마비 

등 주  장기들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도 하지만 증상이 비 특이 이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져서 

열성 동맥류의 빈도가 복부 동맥류에 비해 상 으

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골 동맥류 열시 사망

률이 25∼5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4]. 재

까지 장골 동맥류에 한 확실한 자연경과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의 보고들에 의하면 직경이 3 cm 이하의 작은 

장골 동맥류는 확장속도가 연간 0.11 mm 정도이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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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toperative CT angiogram. 
This picture shows the Stent-graft 
insertion from the infrarenal abdomi-
nal aortic aneurysm to the both 
common iliac arterial aneurysm and 
the reposition of left internal iliac 
artery shows good patency but the 
right IIA to EIA bypass graft shows 
occlusion. 

cm 크기의 장골 동맥류는 확장속도가 연간 26 m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열 장골 동맥류의 크기

는 평균 5.6 cm로 알려져 있다[1,3,4]. 장골 동맥류의 치료 

응은 무증상인 경우 직경 3∼3.5 cm 크기의 장골 동맥

류는 6개월 간격의 주의 깊은 추  찰을 권장하고, 3.5 

cm 이상의 장골 동맥류는 계획된 수술을 권장하며, 5 cm 

이상의 장골 동맥류나 증상이 있는 장골 동맥류는 극

인 치료를 권장한다[8]. 90년  후반까지 장골 동맥류의 

치료는 수술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었지만 수술에 따

른 사망률과 이환율은 계획수술 7∼11%, 응 수술 40∼

50% 정도의 비교  높은 수술 사망률  합병증 빈도를 

보이며, 특히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수술 사망률은 더욱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3,4]. 최근 들어 스텐트-그라 트의 

발달과 더불어 장골 동맥류에서도 내 치료가 시도되

고 있으며, 그 효과  유용성에 해서 과거에 Krupski 

등[3]은 장기간 추  찰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근래에 들어서

는 수술에 따른 험성이 높은 환자와 수술 후 합병증 발

생이 상되는 환자들에게 내 치료가 유용한 치료 방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8]. 본 증례가 기존의 일반 인 시

술과 다른 은 양측 내 장골 동맥에 해 추가 인 우회

수술을 시행한 것인데 이는 일부 논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장골동맥 분기부까지 확장된 -장골 동맥류에서 

내 치료후 내 장골동맥으로 방성(antegrade) 류순

환이 차단되는 결과를 래하는데 이때 양측 내 장골동맥 

모두에서 류차단이 발생할 경우 한쪽 내 장골동맥이 막

힌 경우보다 더 심각한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한 양측 둔부 행증, 성 기능장애 특히 남성에

서 새롭게 발생한 발기부 과 S상 결장의 허 증과 같은 

골반 허 의 발생률이 양측 내 장골동맥이 막힌 경우 

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본 증례에서도 양측 

내 장골동맥 모두에서 우회술을 시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

었지만 노출된 내 장골동맥 모두 심한 동맥경화가 진행 

이었고 한쪽 내 장골동맥의 우회술 만으로는 골반 허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어 양측 내 장골동맥 모두를 

우회수술하기로 하 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기존의 방식

로 미리 수술을 시행하여 내 장골동맥을 막고 우회술을 

시행하고 stent를 삽입하는 방법과의 차이 은 추후 더 많

은 임상 경험이 쌓인 후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

각된다. 결론 으로 장골동맥 분기부까지 확장된 -장골 

동맥류의 내 치료시 어도 하나의 내 장골동맥의 

방성 류순환은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이러한 내 장골

동맥의 재개통을 한 방법으로 양측 내 장골동맥 모두를 

우회수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게 함으로써 둔부 행증, 발기 부 , S상 결장  회

음부 허 과 같은 골반 허 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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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골동맥류는 드문 질환으로 자연 경과 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열의 험성이 높고 열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자들은 열의 가능성이 높았던 -장골 동맥류 환자에

게 stent-graft를 이용한 내 치료와 골반 허 을 방지하기 해 시행한 양측 내, 외 장골동맥간 우

회술의 복합(hybrid) 치료를 시행하 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1. 동맥류

2. 스텐트

3. 복부 동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