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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관이 불량한 환자에서 동정맥루 선택: 인조 혈관 동정맥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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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Access Selection in Patients with Poor Venous Conduit: AVG Versus Basilic
Vein Transposition AVF
Sangchul Yun
Department of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In terms of patency rate, complications, and maintenance costs, BaVT AVF using autogenous vein shows better results
than AVG, so it is better to use BaVT AVF rather than AVG if possible. However, if the vein diameter is less than
2.5 mm or it is difficult to wait for a long maturation period, and if an arteriovenous fistula should be used early, the
patient’s life expectancy is short, or if an arteriovenous fistula in the upper arm is considered secondary, AVG might
be considered first. Korea’s arteriovenous fistula demographic environment is closer to Europe or Japan than the
United States. The patient-centered approach recommended in this revised KDOQI guideline is important. However,
I think that a recommendation based on the results and evidence of research conducted in an arteriovenous fistula
environment similar to that of Korea is needed. In addition, since most of the recommendations in this update KDOQI
guideline are based on expert opinions,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rather than unconditionally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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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용하거나 인조 혈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자의 경우 동정맥루
수술 중 BaVT AVF의 비율이 14.2%이며, AVG의 수술 비율은 11%이

대한신장학회에 보고된 우리나라신대체 요법 현황에 따

었다. 자가 혈관 동정맥루를 사용하고자 BaVT AVF 수술을 시행하

르면 2019년 혈액투석로의 비율은 77%가 자가 혈관 동정맥

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인조 혈관 동정맥루가 더 적합한 투석로

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이며 15%는 인조 혈관 동정맥루

로 선택되고 있다. 그동안 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 Kidney

(arteriovenous graft, AVG)를 사용하고 있다[1]. 자가혈관 동정맥루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KDOQI) guideline에서 제시한

중에서 상완의 동정맥루 비율은 2013년의 20%에서 2019년에 26%

“Fistula first” 정책에 따라 자가 혈관 동정맥루 사용의 비율을 높이

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척측피정맥 전위 동정맥루

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2019년 개정된 KDOQI guideline에서

(Basilic vein transposition AVF, BaVT AVF)의 사용도 기여한 것으

는 “patient 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

로 생각된다. 정맥혈관 크기가 작거나 확장이 안되는 등 상태가 불량

가혈관보다 인조 혈관 동정맥루를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2].

하여 자가 혈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깊은 곳에 있

두피정맥(cephalic vein)을 이용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 수술이 어려운

어 정맥천자등부터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척측 피 정맥(basilic vein)을

경우 척측 피 정맥을 이용한 동정맥루를 만들거나, 팔 오금 부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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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유출 정맥(outflow vein)으로 하는 loop 형태의 인조 혈관을 설치

과 10개의 코호트 연구가 포함되었고 이 중 7개의 연구는 2.5-3 mm

할 수도 있다. 이에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적절한 투석로 선택에

이상의 척측피정맥을 포함하였다. 총 1,136명의 환자 중 50%는 단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적 수술(staged operation)을 받았고, 단계적 수술과 한번에 만든 그룹
을 비교하였을 때 one stage operation 그룹에서 동정맥루 사용 시작

혈관의 직경

이 좀더 빨랐으나(weighted mean difference, -29.45; 95% CI, -56.23
to -2.67; p=0.03; 5 studies; n=517), two stage operation 그룹에서 2

우선 정맥 혈관의 선택에 있어 정맥의 직경을 먼저 고려하게 된

년 일차 개통율이 좀더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RR, 2.50; 95% CI,

다. 일반적으로 자가 혈관 동정맥루의 경우 2.5 mm 이상의 정맥인

1.66-3.74; p<0.00001) [8]. Arroyo 등[9]은 2.5-4 mm 크기의 척측피

경우, 인조 혈관의 경우에는 4 mm 이상의 정맥인 경우에 사용을 고

정맥을 대상으로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였고 4 mm 이상인 경우에는

려할 수 있다. 혈관의 협착 또는 폐색이 없고 심부 정맥으로 정맥 유

one stage operation을 시행하였을 때 2년 2차 개통율을 88.9%로 보고

출에 문제가 없으며 동 측의 중심 정맥 협착 또한 없어야 한다. 동맥

하였다. Kakkos 등[10]은 2.5 mm 이상의 척측피정맥을 대상으로 one

혈관의 경우에는 양측 팔의 압력 차이가 20 mmHg 이상 차이 나는지

stage operation과 two stage operation을 비교하는 무작위대조시험을

확인하고 동맥의 직경은 2.0 mm 이상이고 palmar arch가 살아있는게

시행하였다. 대상환자수는 16명으로 적었으나 two stage operation 그

좋다[3].

룹에서 동정맥루 성숙률이 높았고(44% vs. 100%, p=0.03), 2년 이차

2019년도에 299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연구에서 손

개통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44% vs. 86%, p=0.09). 고찰에

목 부위 두피 정맥의 평균 직경은 2.26-2.40 mm였으며, 팔 오금 부

서 4 mm 이하의 정맥은 단계적 수술로 BaVT AVF를 시행할 수 있으

위에서 두피 정맥의 평균 직경은 3.93-4.19 mm, 척측피정맥의 평균

나 확장이 잘 안되는 정맥인(non-enlarged) 경우에는 5 mm 이상의 정

직경은 2.58-2.95 mm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추가로 시행한 동

맥에서 BaVT AVF 수술 할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10]. 저자의 경우 4

정맥루 성숙 실패의 위험 인자 분석에서 정맥 직경이 2.5 mm 이하

mm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4 mm 이상의 환

인 경우에 성숙 실패의 위험도(odds ratio)는 2.5배 높았다(maturation

자에서 BaVT AVF을 시행한 그룹에서 이차 개통율이 높았다(<4 mm

failure 21.0%, p-value 0.006) [4]. 본 연구에 따라서 한국인에서 척측

vs >4 mm, secondary patency at 8 year, 80.5% vs. 93.2%, Log Rank,

피정맥의 평균 직경이 2.5 mm 이상이므로 직경만 놓고 본다면 다수

p=0.002).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4 mm 이상이고 확장이 잘되는

의 환자에서 BaVT AVF 형성을 충분히 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정맥은 BaVT AVF의 적응이 되며, 2.5-4 mm 인 경우에는 단계적 수

된다.

술을 통한 BaVT AVF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단, 확장이 잘 안되

그러나 AVG 에 비하여 BaVT AVF는 좀 더 긴 피부 절개와 정맥
의 박리가 필요하여 전신마취를 요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긴 성숙

는 정맥혈관이라면 5 mm 이상일 때 BaVT AVF를 시행하는 것을 추
천할 수 있겠다.

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혈관 확장이 안될 경우 성숙 실패의 부담이
있다. 그러므로, 성숙이 잘 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 수술 전 도
플러 초음파를 시행하고 정맥의 직경을 측정한다. 기존의 무작위대

투석로의 선택

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 따르면 척측피정맥이 4

상완의 두피 정맥이 불량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동정맥루는 척

mm 이상인 경우 4 mm 이하인 경우보다는 개통율이 높은 경향을 보

측 피 정맥을 이용한 동정맥루(BaVT AVF) 또는 팔 오금의 척측피정

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한다(primary patency at 8 mo, 80%

맥이나 상완 동맥(brachial vein)에 연결 하는 인조 혈관 동정맥루 고

vs 50%, p=0.74) [5]. 척측피정맥의 직경을 3 mm 기준으로 BaVT

려하게 된다.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기 위해 이들을 각각

AVF의 성숙을 비교한 무작위대조시험에서는 3 mm 이상인 경우에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알아보겠다.

성숙 기간이 유의하게 단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59.3±22.3 days vs.
24.7±4.4 days, p<0.001) [6]. 두피정맥의 연구에서는 4 mm 이상인

1. BaVT AVF vs. upper arm AVG

경우 성숙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었다[7]. 이상의 연구 결과

이 둘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다.

를 바탕으로 척측피정맥도 4 mm 이상인 경우에는 충분히 성숙을 기

Cobum 등[11]은 59례의 BaVT AVF와 47례의 AVG를 비교한 연구를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하였다. 1년 일차개통율은 BaVT AVF에서 90%, AVG에서 70%

그렇다고 해서 4 mm 이하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조 혈관

이며 2년 일차 개통율은 각각 86%, 49% 로 BaVT AVF에서 유의하

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 수술로 동정맥루를 만든 다

게 높았다. 합병증 또한 BaVT AVF 그룹에서 2.5배 적은 것으로 보고

음 척측피정맥이 4 mm 이상 충분히 확장되면 이차 수술로 BaVT

하였다[11]. Chemla 등[12]은 각각 34례의 BaVT AVF와 42례의 AVG

AVF 수술을 하는 단계적 수술(Staged operation)을 시행해 볼 수 있

를 비교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를 진행하였다. 성숙 기간

다. Jun Yan Wee 등[8]은 BaVT AVF 수술에서 한번에 수술한 one

은 BaVT AVF에서 6주로 인조 혈관 그룹의 2주보다 더 오래 걸렸

stage operation과 단계적으로 시행한 two stage operation 그룹을 비

다. 그러나, 6, 12, 24개월 일차 개통율은 각각 90% vs. 76% (p< 0.05),

교한 메타분석(meta-analysis)를 시행하였다. 2개의 무작위대조시험

73% vs. 61% and 69% vs. 54% (p>0.05)로 BaVT AVF에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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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개통율 또한 6, 12, 24개월에 각각 100% vs. 83%, 93% vs. 70%

작위대조시험을 진행하였고 각각 52례의 BaVT와 53례의 AVG를 비

(p<0.025) and 85% vs. 62% (p<0.01)로 BaVT AVF에서 더 높았다. 동

교하였을 때 일차 개통율(46%±7.4% vs 22%±6.1% (p=0.005), 일

정맥루 교정에 따른 비용 분석에서도 BaVT AVF는 AVG에 비하여

차 보조 개통율(87%±5.0% vs 71%±6.7% (p=0.045), 중재시술횟수

비용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BaVT AVF, 32 interventions, $127,800

(1.7 vs. 2.7 per patient-year, p=0.018) 및 합병증 발생(1.6 vs. 2.7 per

vs. AVG, 54 interventions, $227,300) [12].
앞선 연구결과들에 따라 개통율과 합병증 및 유지비용 면에서

patient-year, p<0.001)에서 BaVT AVF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BaVT AVF가 AVG보다 우선 선호되는 동정맥루라고 결론 지었다.

BaVT AVF는 AVG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정맥 직경이 2.5

반면에 전완 루프 인조 혈관(Forearm loop AVG)는 유출정맥으로

mm 이하로 작거나 오랜 성숙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고 동정맥루를

사용한 상완의 정맥의 확장과 동맥화(arterialization) 현상을 유도 하

일찍 사용해야 하거나 환자의 기대수명이 짧다면 BaVT AVF보다는

며, 향후 이를 이용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

AVG를 고려 할 수 있겠다.

다. 몸 쪽에서 더 먼 쪽의 혈관을 이용하는 “Distal first to proximal

2. BaVT AVF vs. forearm AVG

next approach”전략에 부합되기도 하다 Itoga 등[14]은 3 mm 이하의
상지 혈관을 가진 환자에서 전완 루프 인조 혈관 동정맥루를 만들고

2019 KDOQI update 전까지는 그동안 시행된 무작위대조시험의

관찰하였을 때, 48.3%에서 혈전 폐쇄가 발생하였고, 상완의 정맥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가 혈관과 인조 혈관의 비교에서는 항상 자가

평균 0.7±1.3 mm 확장되어 있었으며. 이 중 36% 환자에서 상지 혈

혈관이 개통율과 합병증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기에 BaVT AVF

관을 이용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전완의

가 AVG보다 우선 선호되는 동정맥루이었다. Keuter 등[13]은 3 mm

인조 혈관 수술 후 이차적으로 상완의 자가 혈관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좋은 정맥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비교하는 무

확률은 계획적으로 접근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Slayden

Table 1. Selection and placement of hemodialysis access
K/DOQI 2006 [17]

Update K/DOQI 2019 [2]

The access should be placed distally and in the upper extremities
whenever possible. Options for fistula placement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llowed by prosthetic grafts if fistula
placement is not possible. Catheters should be avoided for HD
and used only when other options listed are not available.
2.1 The order of preference for placement of fistulae in patients
with kidney failure who choose HD as their initial mode of
KRT should be (in descending order of preference):
2.1.1 Preferred: Fistulae. (B)
2.1.1.1 A wrist (radiocephalic) primary fistula. (A)
2.1.1.2 An elbow (brachiocephalic) primary fistula. (A)
2.1.1.3 A transposed brachial basilica vein fistula: (B)
2.1.2 Acceptable: AVG of synthetic or biological material,
such as: (B)
2.1.2.1 A forearm loop graft, preferable to a straight
configuration.
2.1.2.2 Upper-arm graft.
2.1.2.3 Chest wall or “necklace” prosthetic graft or lower
extremity fistula or graft; all upper-arm sites should
be exhausted.

Guideline statement 3.1 KDOQI considers it reasonable to choose
the site (location) of the AV access (AVF or AVG)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ESKD Life-Plan, potentially
following the below paths (expert opinion).
A) A patient’s ESKD Life-Plan includes an anticipated long
duration (e.g., >1 year on HD):
_F
 orearm AVF (snuffbox or distal radiocephalic or
transposed radiobasilic)
_F
 orearm loop AVG or proximal forearm AVF (eg,
proximal radiocephalic, proximal vessel, and perforator
combinations) or brachiocephalic, per operator discretion
_B
 rachiobasilic AVF or upper arm AVG, per operator
discretion
B) A patient’s ESKD Life-Plan includes an anticipated limited
duration (eg, <1 year) on HD:
_F
 orearm loop AVG or brachiocephalic AVF (with high
likelihood of unassisted maturation)
_ Upper arm AVG
C) A patient urgently starts HD without prior sufficient time to
plan for and/or create an AV access and has an anticipated
limited duration (eg, <1 year) on HD:
_E
 arly or standard cannulation loop AVG (forearm or
upper arm location), or CVC, per operator discretion and
patient’s clinical needs
Note: The choice of upper extremity location of an AVG should
be based on the operator’s discretion and best clinical judgment
considering the patient’s ESKD Life-Plan, due to inadequate
evidence to demonstrate a difference between forearm versus
upper arm AVG patency or complication outcomes (including
infections, hospitalizations, an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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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5]은 이차적으로 성숙된 정맥을 이용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 형성

정맥루 위치 선택에 대한 권고안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된 무작위대조

을 위해 계획하에 전완 루프 인조 혈관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하였고

시험(RCT)들을 채택 하지 않고, 미국내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제시

92.5%에서 AVG 폐쇄 전에 자가 혈관 동정맥루를 만들 수 있었으며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누적 개통율(Cumulative patency)는 1년에 92.5%, 2년 87.5%
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15].

그 이유는 아마도 대륙간의 동정맥루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듯 하다 Pisoni 등[21]은 2017년에 국가간 동정맥루 환경을 비교하여

전완 루프 인조 혈관 동정맥루는 피부 정맥이 불량하거나 정맥

보고하였다. 자가혈관사용율은 일본은 87%이고 유럽은 88%였으나

이 깊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두피 정맥 또

미국은 75%였다. 이 중 상완 자가 혈관 동정맥루 비율은 일본은 5%,

는 척측피정맥이 불량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완 정맥

유럽은 34%였으나, 미국은 Dialysis Outcomes and Practice Patterns

(brachial vein)이 2 mm 이상이라면 유출정맥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

Study (DOPPS) phase 5 (2012-2015) 기간에 상완 자가 혈관 동정맥

다. 상완 정맥을 이용한 경우 개통율은 피부 정맥에 비하면 낮은 것

루 비율이 68%로 전완(forearm) 자가 혈관 동정맥루보다 더 많았다.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상완의 혈관이 모두 소진되어 다른 선택지가

DOPPS phase 1 (1996-2001)의 30%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한 수치

없는 환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16].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에 비하여 성숙 기간(maturation

이런 이유들을 들어 2019년 KDOQI guideline에서는 이전과 달리

time)이 더 길고 동정맥루 성공율도 더 낮게 조사되었다. 자료 조사에

BaVT AVF보다 전완 인조 혈관 동정맥루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

편향(bias)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큰 이슈로 부

사항이 변경되었다(Table 1) [2]. 수 년간 인조혈관보다는 자가 혈관

각되었고 젊은 환자에서 혈관이 빨리 소진되고 카테터에 대한 의존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었고 장기간 혈액 투석을 위한 생명선과 다

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DOPPS phase 3부터 상완

름없는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임상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

동정맥루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은 Fistula first initiative의 시작과 함

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 듯 하다. 이에 update KDOQI guideline에서

께 변화한 것으로 보았으며 성공율이 낮은 전완의 자가 혈관 동정맥

권고사항이 변경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루 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율이 높은 상완 자가 혈관 동정맥루를 선호
하는 기조가 생긴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장기

UPDATE KDOQI GUIDELINE 2019

간 혈액 투석 환자에서 전완의 사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fistula first
initiative”에서 한발 물러서서 “patient-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고

2019년 KDOQI guideline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통율, 합병률, 중

전완 루프 인조 혈관의 사용(forearm loop AVG)을 장려하게 된 배경

재시술, 비용 분석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혈관을 사용하려는 “fistula

으로 보인다. 당연히 동정맥루 환경이 다른 유럽에서 시행된 무작위

first” 구호를 앞세워 BaVT AVF를 AVG보다 우선적으로 권유하였

대조연구보다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적인 권고안을

다[17]. 2018년 발표된 Europ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ESVS)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guideline에서도 권고안 21 항목의 내용을 보면 두피 정맥이 소진된
환자에서 BaVT AVF를 인조 혈관보다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Class IIA, level A) [18]. 권고의 근거로는 네덜란드와 이탈

결

론

리아에서 시행된 무작위대조시험을 제시하였다[13,19]. 그러나, 2019

개통율과 합병증 및 유지비용 면에서 자가 혈관을 이용한 BaVT

년 개정된 KDOQI guideline에서는 이전과 달리 “patient-centered

AVF는 AVG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가능하면 AVG보다

approach”를 강조하며, ESKD life-plan과 “distal first to proximal

는 BaVT AVF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정맥 직경이 2.5 mm

next”을 고려하여 상완(upper arm)의 자가 혈관 동정맥루보다는 전

이하로 작거나 오랜 성숙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고 동정맥루를 일찍

완(forearm)의 인조 혈관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2].

사용해야 하거나 환자의 기대수명이 짧거나 이차적으로 상완의 동정

KDOQI guideline statement 3.1.A에 보면 1년 이상 장기간 투석이 기

맥루를 고려한다면 AVG 를 우선 고려 할 수도 있겠다.

대되는 환자에서 동정맥루 선택은 전완 인조 혈관을 Brachiobasilic

우리나라 동정맥루 환경은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쪽에 가까

AVF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근거는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

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1,21]. 이번 개정된 KDOQI guideline에서

으로 표기되어 있었다[2]. 각 혈관 접근 유형 및 위치에 대한 준비 시

권고하는 환자 중심의 접근에는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

간, 투석 예상 시간, 현재 및 미래의 치료(예: 이식), 동정맥루 성공 가

정맥루 환경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는 권고

능성, 동정맥루의 시급한 정도 및 다음 동정맥루에 대한 계획 등과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번 update K/DOQI guideline

같은 다른 변수를 고려하도록 권유한다는 부연 설명을 달고 있었다.

대부분의 권고안에 근거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무조

무릇 현대의 임상 진료 지침이라 함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건적인 수용보다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 효과와 유해성을 고
려한 권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20]. 하지만, 이전과 달리 개정
된 KDOQI guideline의 권고사항들의 대부분이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1). 특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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