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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정맥도자술은 중심정맥압의 측정, 수액의 공

급과 심혈관 작용성 약제의 투여 경로 확보 등의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자를 위한 혈관으로는 내

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이 많이 이용되는데 개두술

을 받는 환자에서는 뇌혈류의 환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내경정맥보다는 쇄골하정맥을 선호하고 있

다. 쇄골하정맥 도자시 카테테르가 상대정맥에 위치

하지 못하고 이상 위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측 내경정맥에 거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

다.1,2) 쇄골하정맥로를 이용할 때 내경정맥에 카테테

르가 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자술을 시행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

다.3,4)

  저자들은 J형 유도선(guidewire) 말단부의 굴곡 방

향에 의해서 유도선이 전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굴곡 방향을 머리로 향하게 

한 후 쇄골하정맥 도자술을 시행하여 카테테르가 내

경정맥에 거치되었고, 다시 굴곡 방향을 심장 방향

으로 하여 유도선을 전진시켰을 때 카테테르가 상대

쇄골하정맥 도자시 J형 유도선 말단부의 삽입 방향에 따라서
내경정맥내로 거치된 카테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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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entral venous catheter is inserted through the subclavian vein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of fluids and drugs, and the monitoring of the central venous pressure.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is associated with complication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sertion of the catheter or owing to the 

aberrant location of its tip.  A malpositioned catheter can result in faulty central venous pressure reading 

or lead to thrombosis of the vein.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rrectly place a central venous 

catheter into the superior vena cava.  We report a case where the cephalad direction of the flexible 

end of a J type guidewire was related to the guidewire advancing into the internal jugular vein.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53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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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에 거치되었기에 그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소뇌혈관모세포종(cerebellar hemangioblastoma)으로 

진단받은 39세의 남자 환자(체중 69 kg, 신장 175 

cm)가 종양제거술을 받게 되었다. 환자는 흉부 및 

경부에 해부학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다. 수술 전 시

행한 자기공명 상에서 소뇌반구에서 4 × 3 cm 종

괴가 관찰되었다.

  Fentanyl 200μg, lidocaine 30 mg, propofol 80 mg, 

vecuronium 8 mg을 정주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고 propofol과 fentanyl의 지속 주입과 O2 1 L/min, 

N2O 1 L/min로 조절호흡을 하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두부를 중립 위치로 하여 우측 쇄골하정맥 도자

를 시행하 다. 정맥 천자 후 유도선의 굴곡 방향을 

머리방향으로 하여 삽입하 는데 진행 도중 약간의 

저항이 느껴졌지만 큰 저항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유도선 삽입 후 Seldinger씨 방법으로 삼중관 중심정

맥 카테테르(성원메디칼, 청주, 대한민국)를 15 cm 

깊이로 거치하 다. 그러나 관찰된 중심정맥압 파형

은 정상적이지 못하 다. Doppler (Medasonics, Fremont, 

USA) 탐침을 심장 부위에 대고 카테테르를 통해 생

리식염수 5 ml를 빠르게 주입하 는데 약간의 시간 

지연 후에 와류음이 들렸다. 다시 탐침을 동측 경부 

중간의 내경정맥 부위에 대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

니 바로 와류음을 들을 수 있었다. 내경정맥내로 카

테테르가 삽입된 것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 촬 을 하 다(Fig. 1). 카

테테르를 쇄골하정맥에 위치할 정도로 뺀 후에 유도

선 말단부의 굴곡 부분을 심장 방향으로 하여 다시 

전진시킨 후 카테테르를 거치하 다. 중심정맥내로 

거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Doppler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를 빠르게 주입하 을 때 심장부위에서 

바로 와류음을 들을 수 있었다. 중심정맥압의 파형

도 정상적인 파형을 나타내었다.

고      찰

  중심정맥 도자술시 쇄골하정맥로의 이용시 부적절

한 위치에 거치되는 경우가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위치의 빈도가 많은 혈관은 내경정맥으로 

4.6%에서 23.5%까지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카

테테르가 내경정맥에 위치하게 되면 중심정맥압을 

잘못 측정하게 되어 수액 공급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5) 또한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 동맥압이 40 

mmHg 이하로 감소하면 심장으로의 혈류가 약하여 

두개내 정맥동이나 뇌정맥 등으로 약제나 수액이 역

류할 수 있다.6)

  Muhm 등은
7)
 카테테르가 잘못 거치되는 요인으로 

시술자의 경험보다는 해부학적인 접근 방법과 카테

테르의 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다. 보고에 의하

면 좌측 내경정맥(4.12%)과 우측 쇄골하접근 방법에 

의한 쇄골하정맥 도자(1.10%)가 우측 내경정맥(1.10%)

과 우측 쇄골상 접근 방법(1.01%)에 의한 도자보다 

잘못 거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부드러운 실

리콘 카테테르를 사용하 을 때가 반경성(semi-rigid)

카테테르를 사용하 을 때보다 카테테르가 잘못 거

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카테테르가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정맥혈의 원활한 흡인 여부, 각성하 도자시 환

자가 호소하는 감각 이상 여부를 관찰하여 간접적으

로 카테테르가 제대로 위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Fig. 1. Radiopaque catheter in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following insertion via the right subclavian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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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흉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

거나 중심정맥압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관찰하

여 상대정맥에 거치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되

었다. 본 증례에서는 Doppler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의 빠른 주입 후 들리는 와류음으로 카테테르의 위

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중심 정맥압 파

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정맥혈이 잘 흡인되지 

않을 때 카테테르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카테테르를 적절한 위치에 거치하기 위한 방법으

로 중심정맥 카테테르를 통해 우심방 심전도를 관측

하는 방법,
8)
 초음파를 이용하여 카테테르를 삽입하

는 방법 등이9) 시도되었는데 장비와 비용 등의 문제

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쇄골하정맥 도자시 동측 내경정맥에 잘못 거치되

는 경우가 가장 흔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부

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자술을 시행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Jessiph 등은
3)
 경부를 도자하는 반대측으

로 돌리면 쇄골하정맥과 내경정맥이 이루는 각이 커

져서 이상 위치의 가능성이 크므로 중립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이 카테테르가 동측 내경정맥에 잘못 거치

될 확률이 적다고 보고하 다. 정철우 등은4) 경부를 

동측과 반대측으로 돌리거나 기울인 네 군을 비교하

여 동측으로 기울인 군이 쇄골하정맥과 내경정맥이 

이루는 각이 작고 쇄골하정맥과 무명정맥이 이루는 

각이 커서 상대정맥 거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

고하 다. Waxman 등은
10)
 경부를 도자하는 쪽으로 

돌리고 쇄골상압박(supraclavicular compression)을 가

하면 내경정맥에 거치되는 경우는 적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

는 경부 회전에 의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부

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도자술을 시행하 다.

  J형 유도선 말단부의 굴곡 방향에 의해 카테테르

의 전진 방향이 향받을 수 있다는 보고는 없어 J

형 유도선의 삽입시 방향에 주의하지 않고 유도선을 

전진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J형 유도선은 삽입시 혈

관내벽에 부딛히면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굴전하게 

된다. 저자들은 실험적으로 X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J형 유도선의 방향을 머리 쪽으로 하 을 때 유도선

이 동측의 내경정맥으로 향하는 것을 관찰하 다

(Fig. 2).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J형 유도

선의 굴곡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가에 따라 전진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쇄골하정맥로를 

이용한 중심정맥 카테테르 삽입술시에는 주의를 해

야 한다. 저자들은 추후에 더 많은 증례를 통해서 

유도선 말단부의 굴곡 방향이 카테테르의 전진 방향

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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