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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내수술(neuroendovascular surgery)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기는 퇴동맥(femoral artery)을

천자한 뒤 엑스레이 투시 상을 보면서 카테터(catheter)를

복부동맥을 통해서 동맥궁(aortic arch)까지 올린 후 동

맥궁으로부터의 주요분지(major branch)인 팔머리동맥

(brachiocephalic trunk), 좌측총경동맥(left common carotid

artery) 그리고 좌측쇄골하동맥(left subclavian artery)에 위

치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뇌혈관내수술에 있

어서 경 퇴동맥 뇌혈관내접근법(transfemoral neuro-

endovascular approach)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테터의

개발과 엑스레이 투시 상(fluoroscopic image)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퇴동맥과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시술이 매우 어려운 경

우도 있고, 무리한 시도로 인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다(1-5). 

저자들은“뇌혈관내수술에서 혈관에 카테터가 진입 할 때

어떠한 방향과 모양으로 진행 시켜야 주위 구조물에 손상이

없이 시술을 수행할까?”라는 근거(evidence)를 찾기 위해서

해부학적 연구를 시행하 다. 저자들의 논문의 목적은 뇌혈

관내수술의 시작과 끝 지점인 퇴부 혈관의 해부학과, 뇌혈

관으로 접근에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맥궁에 한 육안

적 관찰(observation)과 형태학적 계측(morphometric

measurement), 그리고 동맥궁 주요분지 혈관들의 위치와

해부학적 특성을 3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엑스레이 투시

상을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혈관내수술을 수행하기 위

한 해부학의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론

1. 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는 포르말린(formalin)으로 고정된 성인 사체

40구 다. 이중 15구를 통해서 퇴부 혈관에 하여 조사

했고 25구를 이용하여 동맥궁의 해부학적 변이를 조사했

다.

1-1． 퇴부 혈관 해부학 연구방법

성인사체 15구(남자 11구, 여자 4구)의 좌우 양측 30측을

이용했다. 모든 사체에 하여 퇴동맥(femoral artery), 

퇴정맥(femoral vein) 및 퇴신경(femoral nerve)을 박리

했다. 연구를 위하여 3곳의 기준점을 정했다. 즉, 퇴동맥으

로부터 심부 퇴동맥(deep femoral artery)이 나뉘는 지점

을 FA로, 퇴정맥과 퇴동맥이 만나는 지점을 FV, 그리고

퇴동맥이 서혜인 (inguinal ligament)를 지나 후복강

(retroperitoneum)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X로 정의했다. 3곳

지점(FA, FV, X)으로부터 퇴골머리하단(bottom of

femoral head; 이하 BOFH)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엑스레

이 투시 상을 촬 했다. FA와 FV지점이 BOFH로부터 상방

20-40 mm인 경우를 group A로, 상방 0-20 mm인 경우를

group B, 하방 0-20 mm인 경우를 group C 그리고 하방

20-40 mm인 경우를 group D로 분류했다. BOFH로부터 X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Fig. 1).

1-2. 동맥궁 및 주요분지 해부학 연구방법

사용한 25구의 사체의 연령은 평균 63세(범위, 28-87세)

로서 남자가 17구 고 여자가 8구 다. 성인사체 혈관의 주

행을 관찰하기 위해 사체의 흉곽과 복부를 절개하여 개복한

후 심장으로부터 기시한 동맥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폐장

을 제거하 다. 우측 장골서혜인 (ilioinguinal ligament) 하

방에서부터 장골동맥(iliac artery), 하행 동맥(descending

artery), 동맥궁(aortic arch), 그리고 상행 동맥

(ascending aorta)까지의 주행을 관찰하 다.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를 박리하면서 계측 상이 되는 팔머리동맥, 좌측

총경동맥, 좌측쇄골하동맥, 좌측추골동맥, 우측쇄골하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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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총경동맥 그리고 우측추골동맥을 노출시켰다. 이후 다음

과 같은 관찰과 계측을 시행하 다. 

1)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변이 관찰: 동맥궁으로 부

터 기시하는 팔머리동맥, 좌측총경동맥 그리고 좌측쇄골하동

맥 등의 주요분지의 주행과 변이를 관찰하 다. 

2)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외형(external appear-

ances) 계측: 하행 동맥에서 동맥궁 그리고 상행 동맥

으로 이어지는 주행을 관찰하면서 동맥궁이 관상면

(coronal plane)으로부터 이루고 있는 각도를 측정하 다. 

동맥궁에서 주요분지 기시부가 정중앙선인 중심척추선

(mid-vertebrae line)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 다(Fig.

2A). 팔머리동맥 기시부에서 우측총경동맥 기시부까지의 거

리와 좌측쇄골하동맥 기시부에서 좌측추골동맥 기시부까지

의 거리를 측정 하 다(Fig. 2B, C). 우측총경동맥 기시부로

부터 우측추골동맥 기시부까지의 수평 및 전후 거리를 측정

하 다. 좌우 추골동맥의 기시부의 경흉부 척추위치

(vertebrae level)를 확인 하 다. 

3)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내부 관찰 및 계측: 혈관의

외향적 계측을 마친뒤 해부용칼(15번 scalpel)을 이용하여

동맥궁의 굴곡부의 바깥쪽을 도려내었다. 혈관내부를 면

하게 관찰하 고 동맥궁의 주요분지 기시부의 내경(inner

diameter)을 측정했으며 각각의 주요분지와 동맥궁과 이

루고 있는 각도를 측정했다.

2. 퇴부의 해부학적 변이 조사 결과 및 고찰

2-1. 퇴부의 해부학적 변이 조사 결과

사체 15구 가운데 우측 FA는 1 group A, 4 group B, 9

group C 그리고 1 group D 고, 좌측 FV는 2 group B, 8

group C, and 5 group D 다. 좌측 FA는 1 group A, 3

group B, and 11 group C 고 좌측 FV는 3 group B, 9

group C, and 3 group D 다. BOFH로부터 X ( 퇴동맥이

서혜인 를 통과하는 부위)까지의 거리는 우측 38.9 ± 7.2

mm, 좌측 40.0 ± 7.9 mm 다. 

2-2. 퇴부의 해부학적 고찰

경피적 카테터시술을 위한 퇴동맥 천자부위의 합병증은

약 2%에서 10%까지 보고되어 있다. 퇴부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상 천자부위에 따라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

맥천자가 총 퇴동맥(common femoral artery) 보다 아래쪽

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자된 동맥주위에 압박지혈을 시행

할 경우 지지해줄 퇴골이나 퇴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조

직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지혈이 어렵고(6-8), 동맥천자가

표면 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나 심부 퇴동맥

(deep femoral artery)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은 혈관직경

으로 인해 카테터와 관련된 혈관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

가하게 된다(9, 10). 또한, 서혜인 부 위쪽의 외장골동맥

(external iliac artery)에 동맥천자가 될 경우에는 후복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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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aortic arch.
A. The measuring of the distance from the mid-vertebrae line to the origin of the major branches. 
B. The measuring of the lateral plane distance from the origin of the right common carotid artery to the origin of the right vertebral artery.
C. The measuring of the posterior plane distance from the origin of the right common carotid artery to the origin of the right vertebral
artery.

Fig. 1. Anatomical landmarks in the femoral artery and veins. 
FA: the points at which a deep femoral artery originate from the
parent artery. 
FV: the points at which a femoral artery and a femoral vein
crosses each other. 
X: the points at which a femoral artery and inguinal ligament meet 



혈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확하게 총 퇴동맥부위에 천자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퇴부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에 한

이해와 함께 표구조물(landmark)과 퇴동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퇴부의 해부학적 변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퇴동맥과 관련된 퇴부의 해부학적 구조는 여러 요인

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chnyder 등(11)이

200예의 퇴동맥 혈관조 술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퇴동맥의 해부구조가 환자의 질환에 의해 향을

받으며, 성별이나 신체지수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총 퇴동맥이 부분 퇴골머리부분에 위치하여 퇴골머

리부분은 유용한 해부학적 표구조물로써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BOFH 주변으로 퇴동맥천자부

위의 경계지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높았으며, 퇴동맥

천자를 시행할 경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FV의 천자

를 피하고, FA와 사이를 천자하는 것이 안전하며, BOFH가

퇴동맥 천자 시행시에 좋은 해부학적 표구조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해부학적 조사 결과 및 고찰

3-1. 동맥궁의 해부학적 변이 관찰 결과

사체 25구 가운데 21구(84%)는 팔머리동맥, 좌측총경동

맥 및 좌측쇄골하동맥이 제 4 흉추부 척추위치에서 동맥궁

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기시하고 있었다. 2구(8%)는 팔

머리동맥과 좌측총경동맥이 동맥궁으로부터 함께 기시하

고 있었으며 다른 2구(8%)는 3개의 주요분지와 좌측추골동

맥이 동맥궁에서 각각 직접 분지하고 있었다(Fig. 3). 

3-2.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외형 계측 결과

동맥궁이 관상면과 이루는 각도는 평균 62.2도(범위, 30

�90도) 으며 3개의 주요분지는 동맥궁의 전반부 1/3지

점에서 기시했다. 팔머리동맥은 중심척추선에서 우측으로 평

균 0.92 mm(범위, -19.2�11.8 mm)에서 기시하 으며, 좌

측총경동맥과 좌측쇄골하동맥은 중심척추선으로부터 좌측

으로 각각 평균 12.3 mm(범위, -9.1 � 28.3 mm)와 평균

22.8 mm(범위, 10.9 � 35.0 mm)에서 기시하고 있었다

(Table 1). 

팔머리동맥 기시부에서 우측총경동맥 기시부까지의 거리

는 평균 32.5 mm(범위, 24.2�46.0 mm) 으며 좌측쇄골하

동맥 기시부에서 좌측추골동맥 기시부까지 거리는 평균 33.8

mm(범위, 6.0�45.5 mm) 다(Table 2). 우측총경동맥 기

시부에서 우측추골동맥 기시부까지의 수평과 전후의 거리는

각각 평균 4.6 mm(범위, 0.0�10.5 mm)와 16.7 mm(범위,

10.9�23.3 mm) 다. 좌우 추골동맥 기시부의 척추위치는

14구에서만 확인 되었는데, 좌측추골동맥의 경우는 제7경추

와 제1흉추사이 6예와 제1흉추와 제2흉추사이가 4예로 많았

고, 우측추골동맥은 제7경추와 제1흉추사이 5예, 제1흉추와

제2흉추사이 4예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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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ance from the Mid-Vertebrae Line to the Origin of
the Major Branches

Distance Average±SD (mm) Range (mm)

A -0.92±7.7 -19.2~11.8
B -12.3±8.5 -9.1~28.3
C -22.8±6.8 10.9~35.0

SD = standard deviation.
A : Distance from the mid-vertebrae line to the origin of the
brachiocephalic trunk.
B : Distance from the mid-vertebrae line to the origin of the left
common carotid artery 
C : Distance from the mid-vertebrae line to the origin of the left
subclavian artery

Fig. 3. Photographs and the schematic
illustration(A-C) show the types of the
major branches from the aortic arch. 



3-3.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내부관찰과 계측 결과

바깥쪽면을 도려낸 후 내부를 관찰하 을 때 3개의 주요분

지 혈관 사이에는 섬유조직으로 구성된 격막(septum)이 존

재하고 있었다. 

팔머리동맥, 좌측총경동맥 그리고 좌측쇄골하동맥의 내경

은 각각 평균 18.3 mm(범위, 11.4�31.5 mm), 9.5 mm(범

위, 6.9�14.1 mm), 그리고 10.6 mm(범위, 5.3�16.0 mm)

다. 팔머리동맥, 좌측총경동맥 그리고 좌측쇄골하동맥이

동맥궁과 이루는 각도는 각각 평균 65.3도(범위, -30�90

도), 46.9도(범위, -5�97도) 그리고 63.8도(범위, 2�102

도) 다. 

3-4.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해부학적 고찰

동맥궁과 그 주요혈관의 분지는 전체 인구의 70%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여러 해부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1, 4, 12). 동맥궁과 그 주요

분지의 이상 소견으로는 팔머리동맥과 좌측총경동맥이 함께

기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이다(4). Yamaki 등(13)은

일본 성인사체 515구에서 추골동맥의 분지 소견을 관찰하

는데 1구에서 우측추골동맥이 팔머리동맥에서 기시하 고,

30구(5.8%)에서는 좌측추골동맥이 좌측총경동맥과 좌측쇄

골하동맥 사이의 동맥궁에서 직접 기시하 다. Best 등(2)

은 혈관조 술 소견으로서 우측추골동맥이 동맥궁에서 직

접 기시한 1예를 보고하 고, Matula 등(14)은 190예 중 4예

(2.5%)에서 좌측추골동맥이 동맥궁으로부터 직접 기시한

다고 보고 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상의 84%에서 정상적으로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구

에서는 팔머리동맥과 좌측총경동맥이 동맥궁으로부터 함

께 기시하고 있었으며 좌측추골동맥이 동맥궁에서 직접 분

지하고 있는 경우도 2구 발견되었다. 따라서, 좌측총경동맥

이나 좌측추골동맥에 카테터를 유치시키는데 어려운 경우에

는 저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변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흉부CT혈관조 술은 카테터혈관조 술에 비하여 동맥

궁과 그 주요분지에 하여 상면(imaging plane)에 직각방

향을 향하는 팔머리동맥과 총경동맥은 잘 보여주나(15, 16),

쇄골하동맥이나 추골동맥의 수평분절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15). 따라서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카테터 조작을 위

한 입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를

직접 관찰하 다.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외형관찰과 외부계측 결과를 보

면 동맥궁으로부터 기시하는 3개의 주요분지는 동맥궁

전반 1/3지점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동맥궁이 관상면과 평

균 62.2도(범위, 30�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 엑스레이

투시 상 전후상에서는 동맥궁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 같이

보인다. 

팔머리동맥은 중심척추선 부근에 위치하며, 좌측총경동맥

과 좌측쇄골하동맥은 중심척추선으로부터 좌측으로 팔머리

동맥보다 더 멀리에서 기시한다. 그러므로, 엑스레이 투시

상에서 팔머리동맥이 중심척추선 부근에서 기시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카테터로 우측추골동맥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저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우측총경동맥 기

시부로부터 우측추골동맥 기시부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예측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뇌혈관내수술에 있어서 주요분지 내에 유도카테터(guiding

catheter)를 위치시킬 때는 혈관의 내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동맥궁과 그 주요분지의 내부관찰과 계측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혈관에 유도카테터의 크기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사

료된다. 

Zamir 등(3)은 동맥궁으로부터 분지에 한 각도를 측

정하여 팔머리동맥, 좌측총경동맥, 좌측쇄골하동맥이 동맥

궁과 이루는 각도는 각각 평균 56.4, 58.4, 그리고 66.5도를

보 고 각각의 혈관이 이루는 각도는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

었다고 보고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팔머리동맥, 좌측

총경동맥 그리고 좌측쇄골하동맥이 동맥궁과 이루는 각도

는 Zamir 등의 보고와 유사하 으나 좌측총경동맥은 좀 더

예각을 보 다. 

혈관내부를 관찰하 을 때 3개의 주요분지 사이에는 섬유

조직으로 구성된 격막(septum)이 존재하고 있었다. 투시

상 아래에서 동맥궁 안에서 카테터를 조작을 하다보면 카

테터가 튀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 격막 때문으로 생

각되었고, 그 사이에서 동맥궁의 주요분지들이 기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들의 연구는 사체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측면을 반

할 수는 있었으나 혈역동학적 측면을 반 하지는 못하 다.

차후에 경부 및 뇌혈관의 혈역동학적 요소를 반 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혈관조 이나 CT혈관조 술을 이용한 연구가 필

요 할 것으로 사료 된다. 

82 Neurointervention 5, August 2010

김범태외

Table 2. Distance from the Origin of the Brachiocephalic Trunk to
the Origin of the Right Common Carotid Artery and the Distance
from the Origin of the Left Subclavian Artery to the Origin of the
Left Vertebral Artery

Distance Average±SD (mm) Range (mm)

A 32.5±5.2 24.2~46.0
B 33.8±8.5 06.0~45.5

SD = standard deviation.
A: Distance from the origin of the brachiocephalic trunk to the
origin of the right common carotid artery. 
B: Distance from the origin of left subclavian artery to the origin of
the left vertebral artery



요약 및 결론

1. 성인 사체연구를 통해서 퇴부와 동맥궁 그리고 그

주요분지에 카테터 유치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해부학적 근

거를 찾을 수 있었고, 뇌혈관내수술의 접근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혈관의 외부와 내부 구조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2. 퇴동맥 천자부위 합병증예방을 위해서는 퇴동맥과

퇴정맥이 만나는 지점(FV)을 천자를 피하고, 퇴동맥으

로부터 심부 퇴동맥이 나뉘는 지점(FA)와 퇴동맥이 서혜

인 를 통과하는 부위(X)사이를 천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저

자들의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엑스레이 투시 상 하에서 퇴

골머리하단(BOFH)이 좋은 해부학적 표구조물로 사용가

능하며, 퇴골머리하단으로부터 상방 20 mm까지가 안전한

지점으로 사료된다. 

3. 동맥궁의 주요 분지부로 접근함에 있어서 동맥궁이

관상면과 이루는 각도를 이해해야 한다. 동맥궁과 급경사

를 이루는 좌측총경동맥 접근에 있어서 합병증예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수기와 함께 적절한 카테터 선택이 요구된다. 또

한 시술중 동맥 박리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직경이 큰 혈관

에 카테터를 유치시키고 조 제 주입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

요하며 이때 저자들의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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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cal Aspect of the Transfemoral 
Neuroendovascular Approach

Bum-Tae Kim, MD, Dong-Seong Shin, MD

1Department of Neuro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To evaluate the safe zone for the use of femoral artery puncture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o under-
stand the anatomic characteristics of the aortic arch (AA) and its major branches to build a foundation
toward performing neuroendovascular surgery safely. The 40 formalin fixed adult Korean cadavers
were investigated for inguinal area and AA respectively. The landmarks were the anatomical points on
inguinal area and the lengths from each point to the bottom of femoral head (BOFH) were measured
using a fluoroscopic view. We investigated several anatomical parameters on the AA, and its major
branches with anatomical variations, curvatures, distances. The average length between BOFH and
inguinal ligament of the right was 38.9±7.2 mm and left was 40.0±7.9 mm. The three major branches
directly originated from AA in 21 (84%) of the cadavers. Average angle of AA curvature to the coronal
plane was 62.2 degrees. Left common carotid artery (LSCA) and left subclavian artery originated from
12.3 mm and 22.8 mm on the left of the mid-vertebrae line. Mean distance from the brachiocephalic
truck to the right common carotid artery was 32.5 mm. Mean distance from the LSCA to the left verte-
bral artery was 33.8 mm. Average angles at which the major branches arise from the AA were 65.3,
46.9 and 63.8 degrees. The safe zone for arterial puncture is considered to 0-20 mm above the BOFH
on a fluoroscopic view. This study may provide comprehensive anatomical information to catheterize
AA and its branches for safely performing transfemoral neuroendovascula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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