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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에서의 혈액투석 접근로의 선택
김대환
참하지외과

Hemodialysis Access Creation for Elder Patients: Based on K-DOQI 2019, ESVS
2018
Daehwan Kim
Charm Vascular Clinic, Seoul, Korea

In recent decades, it has been o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requiring hemodialysis. Also,
according to the ‘Status of Korean New Replacement Therapy’ by the Korean Nephrology Association, the average
age of patients with hemodialysis in Korea in 19 years is 62.3 years old, which is steadily increasing.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long-term dialysis patients over 5 years is 48%, and the proportion of long-term dialysis patients over
10 years is also 22%.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choose which dialysis vessels to choose for elderly patients, not
only because the patient’s age increases, but also because the dialysis survival rate increases. In many studies show
the infection rate and duration of autologous dialysis vessels (AVF) showed better results than arteriovenous graft
(AVG). And there are survival benefits, the “Fistula First” concept has been preferred. However, the K-DOQI 2019
introduced the concept of ESKD Life-Plan, actively considering hemodialysis-peritoneal dialysis-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 of the patient, and the method of hemodialysis was also judged patient-centered. It can
be summarized as ‘You should actively apply and decide which method is most suitable for the patient at the most
suitable ti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hemodialysis access routes rather than one access
route according to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In practice, it can be interpreted that if maturation is likely to be
difficult after AVF operation, AVG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nd if recurrent obstruction of hemodialysis access
occurs, central venous catheter (CVC)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The distribution of dialysis access routes
of hemodialysis patients in Korea in 2018 was 77% AVF, 15% AVG, 8% CVC. I think it is time to choose a more
flexible and patient-focused treatment for dialysis vessels as we enter the age of dialysis in the elderly.
Key Words: Hemodialysis access, Old age, Fistula first

서

론

환자의 삶의 질 상승과 생명연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투석접근로 선택법은 기존 많은 연구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석치료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제시되어 왔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선순위 의 정의가 부족하여,

로 체외 인공신장기를 통해 혈액의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키고 부

개별 의료진 선호도 혹은 경험도에 의해 선택된 경우도 많이 있었

족한 요소를 채워줄 수 있는 신대체요법이다. 이런 투석치료 중 가장

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를 증거로 ‘자가정맥접근로 우

많이 이용되는 투석법이 바로 혈액투석이고, 이 혈액투석은 투석혈

선(Fistula First)҆이 권고되고 우선시 되어왔다. 하지만 투석인구의 꾸

관(투석접근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적절한 투석접근로의 선택은

준한 증가추세와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고령화 되면서 고령군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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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드라인(ESVS, K-DOQI)을 다시 리뷰하면서, 국내 고령환자의 실

‘Fistula First’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힘을 받고 있다.

정에 맞은 혈액투석 접근로에 대한 방향을 집어 본다. 우선, 자가정

투석환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투석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맥 투석혈관(AVF)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ESVS 2018를 다

것은 투석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도 연관이 된다. 고령환

시 리뷰 해보면서 고령의 환자에게 어떤 투석혈관 접근로를 선택해

자에게 어떤 투석접근로를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투석인구

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Europ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ESVS) 2018 [1]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Fistula First’를 권고하고

우선, 2018년까지 국내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신대체요

하고 있다. 내경 2 mm 이상의 Radial artery와 내경 2 mm 이상의 아

법 현황’을 분석해보면서 투석인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18년 대

랫팔(forearm)의 cephalic vein이 확보되고, 경험이 있는 혈관외과 의

한민국 신대체요법 환자의 평균연령은 62.3세로 꾸준히 증가 추세

사가 있다면, 원위부 자가혈관 동정맥루(distal AVF; 주로 손목, 아

에 있다. 최근 5년동안 투석환자의 평균연령은 60.3세>60.8세>61.2

랫팔에 조성함)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만, 환자의 해부학적 적합도

세>61.7세>62.3세(2018년)으로 10년 전 2008년 투석인구 평균연령

가 떨어지고 숙련된 혈관외과의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56.7세와 비교했을 때 5세 더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의

면 윗팔(upper arm)의 cephalic vein를 이용한 근위부 자가혈관 동정

투석 환자 비율 역시 46.5%로써, 10년 전(2008년 32.3%)과 비교했을

맥루(proximal AVF; 주로 팔꿈치 부위에 조성함)을 우선적으로 고려

때, 14%이상 증가하였다. 65세 고령투석환자의 최근 5년동안의 분포

해야 한다(Level II, C).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소개

는 39.5%>40.7%>41.9%>43.9%>45.2%>46.5% (2018년)로 꾸준한 증

하고 있다. Gibbons et al [2]의 연구는 Original article이 아니고 distal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통계가 더 있는데, 바로 5

AVF의 장점으로 내세운 근거로 Rooijens et al [3]의 논문을 소개하는

년 이상 장기 투석환자의 비율이 48%, 10년 이상 장기 투석환자의 비

데 이는 meta-analysis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1970-2002년이며, 8개

율 역시 22%나 되는 점이다. 최근 4년 동안, 장기투석환자(10년 이상

의 prospective와 30개의 restrospective 연구를 비교분석 하였다. 대상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2015년 18%, 2016년 18%, 2017년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46-58세이다. 그 외 Suominen et al [4]의 연구

19%, 2018년 22%로 꾸준히 늘고 있다.

를 인용하였는데, 연구기간은 1990년에서 1999년으로 407명을 대상

마지막으로 소개할 2018년 대한민국 신대체요법 현황은 바로 동

으로 투석접근로의 1년 개존율(기존 투석접근로를 이용하여 투석을

반질환이다. 이는 다른 연구들의 기저질환과 비교하기 위해, 2018

유지할 수 있는 확률)를 분석한 연구로,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58세

년의 투석환자의 동반질환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심혈관 질환이

였다. Rooijens et al [3]과 Suominen et al [4]의 연구에서 모두 자가정

18.8%, 고혈압 포함 혈관질환이 46.2%, 당뇨 48.8%, 감염 5.9%, 간질

맥(AVF)의 투석접근로 개존률이 AVG 보다 우수하게 보고하였다. 또
한 EVSV 2018에서 ‘Fistula First’의 근거로 제시했던 Almasri et al [5]

환 4.5%이다.
고령의 투석환자에게 어떤 혈액투석접근로를 사용해야 하는가?

의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2년 AVF 개존률이 55%로 AVG의 2

일반적으로 투석접근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정맥 동정맥루

년 개존률 40%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CVC와 AVF/AVG의

(Arteriovenous fistula, AVF), 인조혈관 동정맥루(Arteriovenous graft,

생존률도 함께 비교했는데 AVF 환자의 2년 생존률은 85%, AVG 환

AVG)와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CVC) 이렇게 3가지로

자의 2년 생존율은 83% 로 CVC를 가진 환자의 생존률 74%보다 통

나눌 수 있다. 물론 AVF, AVF, CVC 모두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로

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는

세분화 할 수 있지만, 우선 이렇게 AVF, AVG, CVC로 나누어 접근

모두 ‘Fistula First’의 근거로, Distal AVF가 Proximal AVF 혹은 AVG

하는 게 보다 명료하기 때문에, AVF, AVG, CVC로 나누어 비교해보

에 비해서 사용기간이 더 길고, CVC에 비해서는 환자 생존율이 높다

겠다. 최근 10년 이전에는 자가정맥 투석혈관(AVF)의 감염률과 사

라는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기간이 인조혈관 투석혈관(AVG)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왔고, 생존

ESVS의 근거 논문은 아니지만, 2011년 Kim et al [6]의 연구는 국

율 등에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Fistular First’라는 개념으로

내 실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코자 한다. 국내 연구진

자가정맥이 선호되어 왔다. 실제로 K-DOQI 2006에서 ‘Fistula First,

에 보고된 이 연구는 2020년에서 2009년까지의 153명의 환자를 대상

Catheter Last’는 일종의 구호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고령의 투석환

으로 5년 개존률을 비교하였다. 투석접근로의 개존률을 1차 개존률

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분명 다른 접근법이 필

과 2차 개존률로 나눴는데, 1차 개존률은 투석접근로 조성술 이후 추

요하다라는 의학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K-DOQI 2019

가 치료 없이 투석치료를 유지할 수 있었던 확률, 2차 개존률은 투석

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변화를 반영하여 ESKD Life-plan이라는

접근로 조성술 이후 유지투석으로 위해 경피적 풍선 시술 혹은 외과

개념을 도입하여 환자에게 맞춰 선택적으로 투석혈관 접근로를 선택

적 교정술을 이용하여 투석치료를 유지할 수 있었던 확률로 정의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였다. 연구에서도 AVG (5년 1차 개존률 9%, 5년 2차 개존률 16%)에
비해 AVF의 개존률(5년 1차 개존률 51%, 5년 2차 개존률 68%)이 더

본

론

현재 가장 널리 적용되는 유럽과 미국의 투석혈관에 대한 가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평균연령이 AVF
55세, AVG 58세로 고령군 대상의 연구는 아니다. 다만, 국내 연구의
성적이 해외연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점을 환기시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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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투석환자의 상황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AVF에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2015년 McGrogan

7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AVG와 AVF의 1년 개존률은 차이가 없고,

et al [7]의 연구도 소개한다. 이 연구는 평균연령 76세로, 15개의 논

사망률 역시 AVF와 AVG이 두 군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을 리뷰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1년 개통률을 Radio-cephalic

다만 CVC 그룹은 AVF/AVG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AVF (RCAVF)와 Brachiocephalic AVF (BCAVF)를 비교하였는데, 1

국내 실정을 반영한 국내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이 연구의 중요한 시

년 1차 개통률은 RCAVF에서 49.7%, BCAVF에서는 58.8%였고, 1년

사점은 RCAVF 조성술을 고려할 때 RA의 2 mm가 조성술의 성공지

2차 개통률은 RCAVF에서 65.1%, BCAVF에서 72.7%로 보고하여, 고

표로 의미가 있다고 제시한 것인데,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중요성과

령의 AVF에서는 RCAVF보다 BCAVF의 개통률이 더 좋았다는 것을

고령환자의 투석혈관 조성술에 구체적 수치의 제시했다는 점이 시사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AVF 조성술

하는 바가 크다.

이전 혈관의 크기 평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위와 같이, AVG 혹은 AVF 비교 연구는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다만, 저자들이 정맥은 2-2.5 mm 이상, 동맥은

했을 때, 개존률과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증

3 mm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는 원론적인 평가만을 첨언하였다.

명되고 있고 K-DOQI 2019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Fistula First’의 중요한 또 다른 근거는 합병증의 발병이 AVG에 비

보인다. 그러면 최근 연구에서 고령의 환자에게서 CVC는 어떤 결과

해 적다는 것이다. ESVS 2018에서는 비우수팔, 원위부 자가혈관 투

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K-DOQI 2019에서는 80세 이상 고

석루을 투석접근로로 우선 추천하고 있다. 근거논문은 Al-Jaishi et al

령에서 CVC 환자군과 AVF 혹은 AVG 환자군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

[8]의 연구로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출간된 43개의 논문을 대상으

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Brown et al [13] 연

로 시행한 리뷰 연구이다. 대상군은 총 11,374명인 대규모 분석으로,

구를 소개하고 있다. 67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61세(46-85세)로 기저질환의 분포가 당뇨 59%,

연구로, 대상 환자수는 115,425명, 평균연령은 76.2세이고, 동반질환

말초동맥질환 36%, 심혈관질환 59%로 현실 환자군을 충분히 반영한

은 당뇨 42%, 심뇌혈관질환 51%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투석혈관의 주된 합병증(감염, 도류증후군, 정

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90세이상의 환자에서는 AVF/AVG 군

맥고혈압, 혈전, 혈관류 등)에 대해서 자가정맥의 이득이 더 크다고

이 CVC 군에 비해 생존율 이득이 거의 없고, 90세이하 80세이상에서

주장하고 있다.

는 AVF/AVG 군에서 CVC군 보다 생존율이 약간 높긴 하지만, 그 통

AVF가 AVG에 비해 개존율이 더 길고 합병증이 더 낮다는 것을

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고령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Fistula First’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쉽

는 지표로써 AVF/AVG 혹은 CVC가 아닌 말초동맥질환, 암, 혹은 심

게도 대부분의 대상연구가 고령 집단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뇌혈관 등 과 같은 환자의 기저질환이 보다 더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체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 라인을 고령환자에게 일률적으

이런 환자의 기저질환과 상황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고 있다.

K-DOQI 2019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Vascular

다시 한번 K-DOQI 2019의 시사점을 강조하자면, End stage

Access: 2019) [9]에서는 ‘Fistula First’에 반기를 드는 연구들을 소개

kidney disease (ESKD) Life-Pla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환자의 현

하고 있다. Woo et al [10]의 연구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66세 이

재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혈액투석-복막투석-이식 등의 방법을 고

상의 환자(평균연령 77.1세) 16,464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려하고, 혈액투석 접근로의 조성 역시 한가지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연구로써 AVF와 AVG군의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

아니라 해마다 환자의 전신상태를 면면히 파악하여 환자 중심으로

려, AVF 군에서는 개통유지를 위한 중재술 횟수가(경피적 풍성혈관

판단하여 유연한 치료를 해야한다 강조하고 있다.

성형술 혹은 외과적 투석접근로 교정술) 더 많다 보고하였다. Woo et
al [10]의 연구에서 환자들의 기저질환은 당뇨가 70%, 독립적 생활이

결

불가한 상황 10%, 외출활동의 제한이 20% 등 환자들의 중중도가 현

론

실을 반영하는 대상군으로 고령환자의 투석혈관 조성술에 참고가 될

최근 K-DOQI 2019 중 혈액투석 접근로의 조성술에서의 권고사

법한 연구이다. 또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Staramos et al [11]

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투석 접근로가 다른 투

단일센터의 114명의 비교연구인데, 그 대상군의 평균 연령이 78세

석 접근로에 비해 항상 더 우월하다는 개념을 강조하지 않고, AVF,

로, AVG의 3년 개존률이 58%로, AVF (RCAVF, BCAVF, transposed

AVG 혹은 CVC를 선택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

basilica AVF 포함)의 3년 개존률 44%보다 더 우수했음을 보여주고

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능동적 선택의 개념으로 정

있다. 다음은 K-DOQI 2019의 근거논문으로 인용된 Hwang et al [12]

리할 수 있다. 특히 투석환자가 고령화가 심화 가속화 되는 시점에

의 연구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594례의 AVG/AVF 환자들 대상

서,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고령의 환자들의

으로 한 비교연구이다. 이 연구는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

투석혈관 조성술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내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75.9세

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였으며, 동반질환은 당뇨가 54%, 고혈압 85.8%, 심혈관질환 40%로

하지만, 이런 개별적 접근법도 반드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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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이 기본적인 원칙이 고령환자의 투석혈관 조성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투석접근로를 만들 때는, 첫
번째 혈액투석이 이뤄지기 전까지 2회 이내의 수술 혹은 시술로 투
석혈관 조성술 횟수를 조절해야 하며,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투석유지
를 위한 시술, 수술이 3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현
실에 비춰보아 적용한다면, 자가정맥 조성술, 성숙이 어려울 것 예상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조혈관을 고려해야 함이고, 혈관 접근로의 반
복적 폐색, 협착이 발생한다면, 중심정맥관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K-DOQI 2019에서는 혈액투석로 조성수술 시, 고려해야 하는 환
자의 혈관상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까
지 많은 혈관외과 의사들에게는 동맥과 정맥의 대략적인 기준치로
내경 2 mm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혈관외과
의의 판단과 경험에 맡기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금
강조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혈액투석 환자들의 투석 접근로의
분포는 AVF 77%, AVG 15%, CVC 8%로, 최근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세계적으로 뛰어난 투석혈관 조성술의 성적
과, 매우 편한 투석병원의 접근이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의 투석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시기에, 전혀 투석접근로의 분포
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은 기존치료를 답습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고령의 투석시대를 맞이하면서, 투석혈관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환자에게 집중하는 치료를 선택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매 해 새로운 계획은 수립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야 한
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것도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그 자체로 큰
불편일 수 있다. 환자의 나이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
이고 객관적인 수치인 것을 사실이지만, 나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환
자의 기저질환과 움직임, 활동능력, 근육량, 의사소통, 정신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 팔 구축 등 자세의 제한이 심한 환자는 CVC도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환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석 환자의 꾸준한 재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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