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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쪽피부정맥 전위 동정맥루의 임상적 고찰
김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Brachiobasilic Fistulas, an Option for Patients with Exhausted Cephalic Veins
Soo Jin Kim
Department of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rteriovenous fistulas (AVFs) show superior patency and lower complications compared to other vascular accesses,
therefore the preferred choice for patients on hemodialysis. However, in patients with failed accesses or poor cephalic
veins, a prosthetic arteriovenous graft (AVG) or a transposed brachiobasilic fistula may be considered.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brachiobasilic fistula show comparable or superior outcomes compared to an AVG. Also, the
brachiobasilic fistula show lower revision rates and lower complications rates compared to an AVG. Accordingly,
when considering a vascular access in patients with exhausted cephalic veins, the transposed brachiobasilic fistula
may be considered before an 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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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itiative (KDOQI) 지침에서 자가 동정맥루(fistula first)를 강조하면
서 BBAVF가 더욱 조명을 받게 되었다.

국내 말기 신장병 환자들의 발생률 및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급격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노동맥-노쪽피부정맥 동정맥루(radiocephalic

히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고령 환자들이 50%가 넘었으며 원인 질환

fistula, RCF) 또는 위팔동맥-노쪽피부정맥(brachiocephalic fistula,

이 당뇨병이 가장 많다[1]. 유지 혈액투석법을 하는 환자들에서 혈관

BCF)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유용한 혈관이 없는 환자에서 우선적으

접근로의 형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자가동정맥(arteriovenous fistula,

로 BBAVF 혹은 AVG 형성 여부는 아직 논란이 있다.

AVF)가 인조혈관(arteriovenous graft, AVG)에 비해 환자 생존율, 혈

본문에서 BBAVF와 AVG의 보고된 임상 성적을 살펴보고 적정한

관접근로의 혈관 중재시술 비율, 그리고 감염률이 우수하다. 하지만

노쪽피부정맥이 없는 환자에서 BBAVF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령 환자들이나 동반 만성 질환들이 많은 환자들에서 성공적인 자

자 하였다.

가동정맥루 형성이 어렵다.
Dagher [2]가 1976년도에 처음으로 자쪽피부정맥(basilic vein)

본

을 전위(transposition)하고 위팔동맥(brachial artery)과 문합한 전위

론

brachiobasilic avf (BBAVF)을 소개하였다. 자쪽피부정맥은 해부학

BBAVF는 AVG에 비해 감염률과 혈전 발생률이 낮아 자가동정맥

적으로 노쪽피부정맥(cephalic vein)보다 직경이 굵고 상완에 더 깊

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RCF나 BCF에 비해 단점 또한

은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채혈 혹은 정맥주사에 의한 손상을 피할

가지고 있다. 복잡하고 긴 수술, 긴 절개, 전위 과정에서 혈관 손상,

수 있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수술 후 합병증 그리고 긴 성숙 기간 등 단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Received: Mar 27, 2021, Revised: Apr 8, 2021, Accepted: Apr 17, 2021
책임저자 : 김수진
우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Tel: 02-2228-1801, Fax: 02-313-8289, E-mail: dicey97@yuhs.ac
*본 종설은 2021년 2월 21일 대한투석혈관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추가 편집하였습니다.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 eISSN: 2635-860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김수진 : 자쪽피부정맥 전위 동정맥루의 임상적 고찰 11

말기 신장병 환자들의 생존율이 늘어남에 따라 일차적, 이차적, 삼차

고 BCF를 비교하였다. 조기 혈관접근로 실패를 제외한 BBAVF에서

적 혈관접근로를 고려하게 되고 RCF, BCF 형성이 불가능한 환자나

는 AVG보다 혈전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혈관접근로 감염률 또

이전 혈관접근로를 포기한 환자에서는 BBAVF 혹은 AVG를 고려하

한 AVG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BBAVF군에서 성숙을 도

게 된다.

와주기 위해 중재술이 필요하였다(6% vs 0%, p=0.06). 팔 부종, 출혈

국내 기관에서 300건의 BBAVF에 대해 보고하였다[3]. 조기 혈

빈도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eng 등[10]은 감

관접근로 실패율(primary failure)이 7.4%이었으며 1년 일차 개존

염, 허혈, 혈종, 정맥압 증가는 BBAVF군과 AVG군 간에 유의한 차이

율(primary patency)은 69%이었으며 1년 이차 개존율(secondary

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혈전 발생률과 총 합병증 발생률이 AVG군

patency)은 99%이었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이 27.4±20.0개월이었으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혈전 제거술 및 총 혈

며 1-6년 이차 개존율이 95%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Tayebi 등[4]은

관 중재술의 비율이 AVG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60명의 환자에서 BBAVF와 상완 AVG를 비교하는 무작위대조시험

다. Woo 등[11]은 전위 자가동정맥루가 AVG에 비하여 감염률이 유

에서 일차 개존 기간이 BBAVF군에서 232.73±113.36일 그리고 상완

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AVG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교정술을 필

AVG군에서 261.53±147.37일(p=0.40)로 두 군 간 비슷한 일차 개존

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BBAVF의 합병증으로 이동 부위(swing

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Keuter 등[5]은 무작위대조시험에서 105

point) 협착, 출혈, 팔 부종, 장액종 등 보고들이 있다[3,12,13].

명 환자의 BBAVF와 전완 AVG를 비교하여 1년 개존율(46%±7.4%

Dagher가 1976년에 BBAVF를 처음 소개한 이후로 여러 방법으로

vs 22%±6.1%, p=0.005)과 1년 일차 도움 개존율(assisted-primary

변형되어 시행되고 있다. Dagher가 한번에 자쪽피부정맥을 전위 시

patency) (87%±5.0% vs 71%±6.7%, p=0.045)이 BBAVF군에서 유의

켜 수술한 단 단계(one-stage) 방법을 소개하였고 그 이후에 두 단계

하게 높게 보고하였다. 이차 개존율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two-stage) 방법, 그리고 정맥을 전위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표면

었다. 혈관 중재술은 BBAVF군에서 연간 1.7회, AVG군에서 연간 2.7

으로 들어올리기(basilic elevation) 방법, 들어올리고 전위하는(basilic

회로 유의한 차이(p=0.018)를 보였으며 혈전제거술도 AVG군에서 유

elevation transposition, BET)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Tan 등[14]

의하게(p<0.001) 많이 시행되었다. 저자들은 RCF, BCF 형성이 불

은 BBAVF가 있는 2,648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으며 1,234 (47%)명

가능한 경우에 BBAVF 형성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Chue 등[6]은 후

은 단 단계 방법, 1,414 (53%)명은 두 단계 방법으로 수술 받았다. 단

향적으로 122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다. 첫 25주 동안 일차 개존율

단계 BBAVF 받은 환자들이 수술 전 정맥 직경이 유의하게 굵었다

이 AVG군이 높았으나 30주이후부터는 BBAVF군이 개존율이 높은

(4.1 vs 3.4 mm, p<0.001). Unadjusted Kaplan-Meier 분석에서 12개월

것을 관찰하였다. 1년 일차 개존율(73.2% vs 34.1%, p<0.001) 과 이

에 일차 개존율(49.1% vs 40.4%, p=0.005)은 단 단계 BBAVF에서 높

차 개존율(71.8% vs 54.3%, p=0.022)이 모두 BBAVF군에서 유의하

았으나 이차 개존율(80.0% vs 77.9%, p=0.54)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게 높았다. AVG군에서 더 많은 중재술이 필요로 하였다. Haddad 등

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서 일차 개존

[7]은 23개의 논문 중 2,799명의 환자에서 BBAVF와 AVG를 비교하

잃을 위험(hazard) (aHR, 1.12; 95% CI, 0.97-1.30, p=0.12)과 이차 개

는 메타 분석을 하였으며 BBAVF가 AVG에 비해 1년 일차 개존율

존 잃을 위험(aHR, 0.98; 95% CI, 0.77-1.25, p=0.89)은 두 군 간에 유

(OR=1.68, 95% CI 1.24-2.28, p=0.001, I =69.40%), 2년 일차 개존율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12개월에 일차 개존율, 이차

(OR=2.33, 95% CI 1.59–3.43, p<0.001, I2=68.26%), 그리고 1년 이차

개존율은 단 단계 BBAVF와 두 단계 BBAVF 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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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율(OR=1.45, 95% CI 1.05–1.98, p=0.022, I =56.64%), 2년 이차

론 내렸다. Wang 등[15]은 BBAVF 중 피하조직을 뚫어 자쪽피부정

개존율(OR=1.93, 95% CI 1.39–2.68, p<0.001, I2=57.61%)이 유의하게

맥을 전위 시키는 방법(basilic tunnel transposition, BTT)과 자쪽피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메타 분석에서는 BBAVF이 AVG 보다 우수하

정맥을 자르지 않고 들어올리고 절개선 위쪽 피하조직에 전위 시키

성적을 보여 상완 자쪽피부정맥이 적절한 경우 AVG보다 BBAVF 형

는 방법(BET)을 시행한 99명의 환자들을 비교하였다. 양 군의 1년 일

성을 권하였다.

차 개존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쪽피부정맥의 1년 일차 개존

2

수술 후 합병증은 혈관접근로의 개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율은 BTT 군이 BET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26% vs 61%, p=0.004).

Tayebi 등[4]은 혈전, 수술 부위 감염, 정맥압 증가와 같은 합병증은

BTT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혈관 중재술이 필요하였다(1.5±1.3 vs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Keuter 등[5]

0.6±1.0/연간, p=0.007).

은 총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BBAVF군에 비해 AVG군에서 유의
하게 높게 보고 하였다(연간 1.6건 vs 연간 2.7건, p<0.01). 특히 감염
률과 혈전 발생률이 AVG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Maya 등

결

론

[8]은 BCF, BBAVF, 그리고 AVG를 비교하였다. 자가동정맥루를 가

BBAVF는 AVG와 비교하여 비슷한 조기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

진 환자에서 중심 정맥 카테터 의존 기간이 AVG군에 비해 월등히 길

또한 일차 개존율, 이차 개존율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었으며 카테터 관련 감염 위험도 AVG군에 비해 2배 높았다. 하지만

있다. AVG와 비교하여 BBAVF에서 혈관접근로 감염과 혈전 발생률

혈관접근로 감염 위험은 자가동정맥루군에 비해 AVG군에서 유의하

이 낮으나 성숙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 그 외 수술 후 합병증들을

게 높았다(<1% vs 9.7%, p<0.001). Oliver 등[9]은 BBAVF, AVG, 그리

AVG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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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위 결과들을 고려하여 상완 자쪽피부정맥을 가진 환자에서
AVG보다 BBAVF 유용한 혈관접근로로 생각된다.
KDOQI 2019 지침[16]에서 말기 신장병 환자들의 인생 계획
(ESRD Life-plan)에 따른 치료 목표를 세울 것을 제시하였다. 환자
의 혈관 상태, 나이, 건강 상태, 동반 질환, 환자 선호도 등에 따라 환

8.

자 중심의 치료 목표 수립 후 환자에게 적절한 혈관접근로를 선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최종적으로 AVG 혹은 BBAVF를 선택 여부는 환자
개별 ESRD life-plan에 따라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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