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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심정맥 도관삽입술은 약물의 투여경로, 고농도 양수액 

공급, 대량수혈, 화학요법, 중심정맥압의 측정, 공기색전의 제

거 등이 필요할 경우 흔히 이용되는 수기로서, 속목정맥

(internal jugular vein), 쇄골하정맥, 대퇴정맥 등이 많이 이용되

고 있다. 이 중 속목정맥은 목정맥구멍(jugular foramen)에서 시

작되어 목혈관신경집(carotid sheath)에서 목동맥(carotid artery), 

미주신경(vagus nerve)과 함께 목 아래로 주행하여 쇄골의 흉골

부 뒤에서 쇄골하정맥과 합쳐져서 팔머리정맥(brachiocephalic 

vein)을 형성한다. 

  속목정맥을 이용한 중심정맥 도관삽입시 목동맥의 천자, 혈

종, 기흉, 유미흉증(chylothorax) 등의 합병증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중심 정맥 도관삽입시 합병

증 발생 및 실패의 주요원인은 해부학적 변이(variation)가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 있다.1)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

력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속목정맥의 도관삽입을 시도한 연

구들이 간혹 보고되고 있다.2-10) 초음파를 이용한 속목정맥의 

도관삽입 기술은 해부학적 기준점을 이용한 도관삽입 기술에 

비해 1차 성공률이 높으며 합병증 발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므로 외국에서는 임상에 가끔 이용되고 있다.11) 우리나

라의 경우 초음파를 이용한 속목정맥 도관삽입에 대한 연구가 

발표12) 되었으나 해부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며, 초음파를 이용한 속목정맥 도관삽입술에 관한 외국의 연구

는 체형구조가 한국인과 약간 상이하리라 추측되는 외국인을 

An Ultrasonographic Anatomic Study of the Internal Jugular Vein i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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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atomies of the internal jugular vein (IJV) and of the carotid 

artery (CA) using two-dimensional ultrasound in Koreans. 

  Methods:  Thirty-five healthy people, who had never undergone IJV cannulation, underwent IJV and CA imaging.  Vessels 

in the neck were imaged with a 7.5-MHz transducer, perpendicular to the spinal axis.  The lateral diameter and cross-sectional 

area (CSA) of IJV, and overlap diameter, and neck circumference were measured.  Thereafter, percent (%) overlap and safe zone 

were calculated. 

  Results:  The mean right IJV size was measured as lateral diameter, 1.42 cm, and CSA, 1.0 cm
2
, and was greater than that 

of left IJV (lateral diameter, 16.5% ± 23.2%; CSA, 22.4% ± 36.3%). CSA of IJV increased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MI), but did not for neck circumference and body weight.  As neck circumference and body weight increased, percent overlap 

decreased and the IJV safe zone increased.  However, percent overlap and safe zon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right 

and left vessels.  In a majority of subjects, the IJV was located anterolaterally (42.9%) or laterally (51.4%) to the CA by ultrasound 

imaging.  11.4% of right IJVs and 15.4% of left IJVs observed unusually microvessels (＜ 0.5 cm
2
). 

  Conclusions:  In Koreans, right IJVs were larger than left IJVs, and BMI was best correlated with IJV size.  Koreans have 

a normal anatomical relationship between IJV and CA, however microvessels are relatively frequent.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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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 결과를 한국인에

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

으로 속목정맥과 목동맥을 초음파로 관찰하여 속목정맥의 해

부학적 크기, 속목정맥과 목동맥의 위치관계 및 변이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속목정맥의 도관삽입에 필요한 임상적 기초 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방법과 목적에 대해 동의하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자는 자발적인 지원

자 15명 및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하는 전신

마취 유도 전 환자(17명)들로서, 대상자 중 속목정맥을 통한 중

심정맥 카테터 삽입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지

장이 있는 경우 및 이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 다. 

  모든 대상자에게 전투약은 실시하지 않았다. 피실험자가 수

술실에 입실하면 수술침대에 눕힌 후 환자 감시 장치를 이용하

여 비침습적 자동혈압기, 심전도,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하

다. 머리 뒷부분에 도넛 베개를 받혀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어깨사이 밑 부위에 타월을 대지 않은 채 5분 동안 

편안하게 바로누운 자세(supine)로 누워있게 한 후 심박수, 혈

압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 고, 반지연골(cricoid cartilage) 수

준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목둘레 길이를 측정하 다.

  초음파장치(AlokaⓇ Ultrasound System SSD-1700; ALOKA, 

Tokyo, Japan)에 부착되어 있는 7.5 MHz의 선형 탐촉자(UST- 

5524-7.5)를 사용하여 목 속에 위치한 혈관(속목정맥, 목동맥)

을 관찰하 다. 반지연골수준에서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분열부위에 선형 탐촉자를 신체의 장축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낮은 정맥압을 가진 정맥의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

게, 부드럽게 위치시켜서 B-mode 상을 얻은 다음 색도플러

를 통해 동맥과 정맥을 구별하 다.

  피실험자가 바로누운 자세에서 목의 우측 부위를 초음파로 

먼저 관찰하여 목동맥과 속목정맥의 해부학적인 위치관계를 

살펴본 후, 속목정맥의 외측길이와 단면적, 목동맥의 외측길

이, 목동맥과 속목정맥의 중복길이(overlap diameter)들을 측정

을 하 으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실험자가 바로누운 자세

에서 목의 좌측 부위를 측정하 다. 초음파의 목 혈관 단면상

에서 외측길이는 속목정맥의 혈관 내벽(internal wall)의 가장 

내측(medial side)에 위치한 지점과 가장 외측(lateral side)에 위

치한 지점에 대해 접선을 서로 평행하게 각각 그었을 때 만들

어진 두 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하 고, 중복길이는 초음파상에

서 목동맥의 혈관 내벽의 가장 외측 지점에 대해 접선을 그었

을 때, 접선이 속목정맥을 지나는 경우에 이때의 접선과 속목

정맥 내벽의 가장 내측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로 정하 으며

(Fig. 1), 접선이 속목정맥을 지나지 않는 경우 중복길이를 0으

로 처리하 다.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 중첩도(% overlap)와 안

전역(safe zone) 값을 계산하 는데, 중첩도는 중복길이를 목동

맥의 외측길이로 나누었고, 안전역은 목동맥과 중복되지 않는 

속목정맥의 길이를 속목정맥의 외측길이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

한 측정 방법과 계산법은 Fig. 1에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과 같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는 

SPSS Ver. 10.2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목둘레, 체중, BMI지수

와 속목정맥 크기 비교는 직선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 바로누

운 자세에서 좌측과 우측의 속목정맥 크기 비교는 paired t-test

를 시행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대상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및 반지연골 수준에서 측정한 목둘레 길이에 대해 

Table 1에 요약 정리하 다. 목둘레 길이에 따른 속목정맥의 

외측길이(R = 0.116)와 단면적(R = 0.118)은 직선 회귀분석상 

선형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

Fig. 1. Simplified cross-sectional diagram of the right neck shown by 

ultra-sound at the level of the cricoid cartilage. The percent overlap 

is a overlap diameter (O) of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RIJV) 

divided by the lateral diameter of the carotid artery (CA). The safe 

zone is a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lateral diameter of RIJV and 

O, and the lateral diameter of RIJV. V: lateral diameter of RIJV, O: 

The shortest distance from the lateral wall of CA to the medial wall 

of RIJV, A: lateral diameter of the carotid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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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지만, 목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중첩도는 통계적으

로 의미 있게 감소하 고, 안전역은 증가하 다(P ＜ 0.01). 몸

무게와 속목정맥을 비교한 경우 속목정맥의 외측길이와 단면

적은 몸무게와 서로 관련 없었으며, 중첩도는 몸무게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 고, 안전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BMI는 지수가 커짐에 따라 속목정맥의 단면적이 증가하

고 있었으며(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외측길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중첩도와 안전역

은 BMI 지수의 경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속목정맥의 외측길이 및 단면적, 좌측 속목정맥의 외측

길이 및 단면적은 Table 2에 표기하 으며, 우측이 좌측보다 

상대적으로 외측길이에서 16.5% ± 23.2%, 단면적에서 22.4% 

± 36.3% 더 크게 나타났다(P ＜ 0.05). 우측이 좌측에 비해 속

목정맥의 단면적이 더 큰 경우가 76.9%에서 보 다. 목동맥을 

기준으로 할 때 목동맥에 대한 속목정맥의 해부학적 위치 관계

는 Table 3에 정리하 는데, 중첩도가 50% 이하이면서 전․외

측 또는 외측에 위치했던 경우가 우측이 85.6%, 좌측이 96.1%

에서 보 고, 이중 중첩도가 0%이면서 목동맥의 외측에 위치

했던 경우가 우측 51.4%, 좌측 61.5%로 나타났으며, 단면적이 

0.5 cm2 이하의 미세혈관(Microvessel)은 우측 11.4%, 좌측 

15.4%에서 관찰되었다. 중첩도와 안전역은 좌측과 우측을 비

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해부학적인 변이 여부와 관련하여 속목정맥이 없거나, 속목정

맥이 목동맥의 내측에 위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고      찰

  바로누운 자세의 한국인들에서 좌측과 우측 속목정맥의 해

부학적 크기 및 목동맥과의 위치관계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살

펴보았을 때, BMI와 속목정맥의 크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우측 속목정맥이 좌측보다 외측길이와 단면적

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90.1%에서 전․외측 및 외측

에 속목정맥이 위치했고, 중첩도 및 안전역은 좌측과 우측 목

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 길이와 몸무게가 속목정맥의 크기와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목둘레 길이와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중첩도

와 안전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는 목이 두꺼워지

거나 몸무게가 증가하더라도 속목정맥의 크기 증가에 향을 

주지 않으나, 목둘레 길이 또는 몸무게가 증가하면 속목정맥 

천자술시 목동맥의 천자위험이 비교적 적으면서 안전하게 천

자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신체지수들과 

속목정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BMI의 경우 비교적 

Table 2. Sonographic Data of Right and Left, Internal Jugular Vein and Carotid Arte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D of IJV (cm) CSA of IJV (cm
2
) LD of CA (cm) Percent overlap (%) Safe zon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t 1.42 ± 0.34* 1.01 ± 0.48* 0.65 ± 0.07 18.8 ± 25.7  92.2 ± 10.0

Lt 1.22 ± 0.23 0.86 ± 0.45 0.66 ± 0.06 10.8 ± 17.0  94.7 ± 8.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LD: lateral diameter, IJV: internal jugular vein, CSA: cross sectional area, CA: carotid artery, Rt: right neck vessels 

on supine, Lt: left neck vessels on supine. The percent (%) overlap is a overlap diameter of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RIJV) divided by 

the lateral diameter of the carotid artery. The safe zone is a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lateral diameter of RIJV and overlap diameter, and 

the lateral diameter of RIJV. *: P ＜ 0.05 compared with left neck vessels on supine.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ender (M/F)  18/17

Age (Min : Max) (yr)  33.8 ± 10.5 (20 : 66)

Height (cm) 165.5 ± 8.8

Weight (Min : Max) (kg)  63.4 ± 13.2 (38 : 98)

BMI (kg/㎡)  23.1 ± 3.5

Neck circumference (cm)  37.2 ± 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M/F: male/female, Min: minimum, Max: 

maximum, BMI: body mass index.

Table 3. Anatomic Relationship of Intenal Jugular Vein relative to 
Carotid Arte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ight IJV Left IJV
(n = 35) (n = 2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above 75% overlap)  2 (5.7%)  0 (0)

AL (50-75% overlap)  3 (8.6%)  1 (3.9%)

(25-50% overlap)  6 (17.1%)  4 (15.4%)

(below 25% overlap)  6 (17.1%)  5 (19.2%)

L (no overlap) 18 (51.5%)  16 (61.5%)

Microvessel (≤ 0.5 cm2)  4 (11.4%)  4 (15.4%)

Right IJV ≥ Left IJV       20/26 (76.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IJV: internal jugular vein, CA: 

carotid artery, A: anterior to the carotid artery, AL: anterolateral to the 

carotid artery, L: lateral to the carotid artery.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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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MI가 증가할수록 속목정맥

의 단면적이 증가하 고(P ＜ 0.05), 속목정맥의 외측길이의 경

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P = 

0.12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둘레 길이와 몸무게에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중첩도와 안전역 만큼은 오히려 BMI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에서 속

목정맥의 크기가 목둘레 길이와 몸무게가 아닌 BMI와 관련 있

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BMI가 크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비교적 속목정맥의 도관삽입이 쉽고 목동맥의 천

자 위험이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초음파상의 속목정맥

의 크기와 신체지수들 (목둘레 길이, 나이, 키, 몸무게, 체표면

적 등) 사이의 관련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인의 경우 관련

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3-15) Stickle과 McFarlane 등은15) 

전신마취 하에 50명의 심장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키, 몸무

게, BMI, 목둘레 길이들이 모두 속목정맥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외목정맥(external jugular vein)의 크기

(diameter)와 역비례 관계(R = -0.47, P ＜ 0.001)에 있다고 보

고 하 다. 그러나 Mortensen 등은16) 13개월에서 79세 사이의 

연령분포를 가진 32명의 정상인에서 몸무게에 대한 속목정맥

의 내경을 살펴보았을 때 몸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 하 는

데, 이는 저자들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상자

의 연령분포와 연구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Alderson 등은4) 개심술을 받을 예정에 있던 유․소아(3일-5.5

세)에서 전신마취 중에 타월을 어깨사이 밑 부위에 대고서 머

리를 왼쪽으로 15도 돌린 상태에서 초음파 관찰을 했을 때 나

이, 키, 몸무게, 체표면적과 초음파상의 속목정맥의 크기 사이

에 관련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Nakayama 등은17) 생후 7일에서 

10세 사이의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105명을 대상으로 전신마

취 중에 머리를 중립위치로 고정하고서 어깨사이 밑 부위에 

타월을 댄 채 정맥조 술을 시행한 연구에서 나이, 몸무게, 체

표면적에 따라 우측 속목정맥의 외측길이가 증가한다는 보고

하여 소아에서도 신체지표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측정방법상의 차

이가 신체지수들 사이를 비교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누운 자세 경우 한국인에서 우측 속목정맥의 크기를 

초음파로 관찰했을때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요약하면

(Table 4), 저자들이 관찰한 우측 속목정맥의 단면적 크기는 

Schreiber 등과18) Suarez 등에서19) 20도 정도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측정된 우측 속목정맥의 단면적의 크기와 매우 유사

한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었고, 우측 속목정맥의 외측길이를 

측정한 다른 연구결과와9,13-16) 비교했을 때 역시 저자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인에서 초음파로 관찰

한 속목정맥의 크기는 외국인과 비교해서 외측길이와 단면적

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Lobato 등은20) 초음파로 관찰한 50명의 환자 중 80% (40명)

에서 우측 속목정맥의 단면적이 좌측보다 크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에서 얻은 76.9%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즉, 

좌측 보다 우측 속목정맥의 단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으므로 

중심정맥 도관삽입시 우측이 더 유리하리라고 본다.16) 우측이 

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Size of Internal Jugular Vein by Sonographic Imagin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rthor's name Parameter Size of IJV Head rotate (

o
) Age (yr) et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hreiber et al18) CSA 1.02 cm2 (0.16-2.66) 20-30o left 23-68 alert

    0.84 ± 0.46 cm
2

midline

Suarez et al
19)

CSA      1.3 ± 0.44 cm
2

20
o
 left 30-86 alert

    1.18 ± 0.53 cm
2

maximum left

Verghese et al
24)

    0.37 ± 0.17 cm
2

1 mo-1 yr
CSA midline GETA

    0.58 ± 0.22 cm2 1-6 

from 1.1 ± 0.4 cm
Troianos et al14) diameter left rotate - awake

  to 1.6 ± 0.5 cm

      1.15 cm midline
Armstrong et al

13)
diameter (mean) - -

      1.11 cm left rotate

Gordon et al
9)

diameter  1.62 cm (0.14-4.2) left rotate 16-92 sedation

Stickle et al15) diameter  1.74 cm (0.4-3.0) 10o head down 39-78 GETA

Mortensen et al
16)

diameter  1.13 cm (0.48-1.75) - 13 mo-79 yr aler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mean (range). IJV: internal jugular vein, CSA: cross sectional area, GETA: general endotracheal anesthesia. Dash 

(-) denotes that this item was not discussed in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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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보다 속목정맥이 더 큰 것은 아마도 심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심장압력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일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속목정맥을 통한 중심정맥 도관삽입

은 좌측 속목정맥 보다는 우측 속목정맥을 선호하는데 우측 

속목정맥이 상대정맥(superior vena cava)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으면서 단면적이 더 넓고 외측길이가 클 뿐만 아니라, 경

부늑막(cervical pleura: cupula)이 상대적으로 더 하부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좌측은 도관삽입술 시행시 가슴림프관

(thoracic duct)이 손상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속목정맥과 목동맥의 해부학적 관계 및 변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James 등은7) 중심정맥 도관이 필요한 80명의 성인 

환자를 바로누운 자세에서 30도 머리를 좌측으로 돌린 상태에

서 목빗근의 분열부위에서 초음파로 관찰하 는데 71%에서 

속목정맥이 목동맥의 전․외측에 위치하 고, 16%에서 전측 

또는 내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9%에서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있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Denys와 Uretsky 

등은21) 중심정맥 도관삽입이 필요한 200명의 환자를 위의 연

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초음파로 관찰하 는데, 91.5%가 해부

학적 지표와 정상적으로 일치하여 전측이거나 전․외측이었

고, 8.5%에서 해부학적인 변이가 관찰되어, 변이 중 3%에서 직

경 0.5 cm 이하의 작은 혈관, 2%에서 목동맥의 내측에 있었으

며, 2.5%에서 혈전에 의해 속목정맥을 관찰하지 못하 다. 

Gordon 등은9) 중심정맥 도관삽입을 하려던 869명의 환자를 바

로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좌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초음파로 우

측 목을 관찰한 연구에서 전․외측 49.8%, 외측 22.2%, 전측 

22.5% 그리고 전․내측이 4.5%임을 관찰하 고 1%에서 목동맥

의 바로 내측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고하 다. Bennett 등은22) 

심질환으로 심도자술이 필요한 소아 25명을 초음파로 목을 관

찰하 는데 바로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45도 돌린 상태에서 반

상연골수준에서 전측이 6명이었고 전․외측이 3명, 외측이 16

명이 다. Alderson등은4) 심장수술을 받으려던 6세 이하의 소

아 50명을 대상으로 어깨 밑에 타월을 대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 15도 정도 머리를 내려가도록 침대를 기울인 상태에

서 초음파 관찰을 하 는데, 82%에서 전․외측, 10%에서 내

측, 4%에서 혈관이 매우 작았거나 전측, 2%에서 목동맥에 대

해 정맥이 외측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2%에서는 혈관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하 다. 혈전형성에 의해 속목정맥이 보이

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전에 속목정맥이 천자 

되었던 기왕력과 관련이 있었는데,4,7,21) 속목정맥의 천자 기왕

력이 있는 경우 저자들의 연구에서 처음부터 검사에서 제외되

었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속목정

맥이 내측에 있는 경우 또한 관찰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표본 

수가 작았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머리의 위치를 중립의 위치로 고정하

여 초음파 관찰을 한 것은 해부학적 위치관계 및 혈관의 변이 

면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었

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상과 방법상에서 다른 연구들

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94.3%에서 속목정맥이 전․외측이

거나 외측에 위치하고 있고, 단면적이 0.5 cm2 이하인 작은 속

목정맥이 좌측과 우측이 각각 15.4%와 11.4%에서 보임으로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

된다. 즉 한국인에서 속목정맥과 목동맥의 관계가 바로누운 자

세에서 대부분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전․외측이거나 외측

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작은 속목정맥을 가진 경우

가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중첩도와 안전역은 속목정맥을 통해 중심정맥 도관 삽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중첩도는 

목동맥의 천자위험성을, 안전역은 속목정맥의 천자 성공 가능

성을 반 한다. 저자들은 머리를 중립위치에 고정하고서 초음

파상 목동맥에 대한 속목정맥의 중첩도와 안전역이 목둘레 길

이와 몸무게의 증가에 따라 중첩도는 감소하고 안전역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이들 지수가 증가할수록 목동맥의 

천자 위험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키와 

BMI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좌측과 우측을 비

교했을 때 우리는 통계상 의미 있는 차이를 찾지 못했다. 그러

나 Sulek 등은23) 머리를 좌측으로 회전시켜 가면서 초음파 관

찰을 할 경우에는 머리회전 각도가 증가할수록 중첩도가 증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40도 이상의 머리회전은 가급적 피하라고 

주장하 다. Troianos 등은14) 1,1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각성

상태에서 머리에 베개를 받히지 않고 편안하게 왼쪽으로 돌리

게 한 후 초음파 관찰했을 때 중첩도 75% 이상인 경우가 65세 

이상에서 64%이고, 65세 이하에서 47%라고 보고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속목정맥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중첩도가 

증가한다고 하 으며, 머리를 반대로 돌림에 따라 속목정맥이 

목동맥 앞에 위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MRI 상

을 통해 이를 확인하 다. 이는 혈관의 해부학적 위치 관계가 

연령과 머리의 자세에 따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저자들의 연구에서 중첩도 75% 이상인 경우가 우

측 목에서 5.7%를 보여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중립위치에 머리를 고정을 했다는 점과 비

교적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교적 연령이 젊고 건강한 피검자들이 

참여한 본 연구와 달리,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심혈관 질환

을 가진 피검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사실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속목정맥 도관 시술을 한 연구들은2-9) 해

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중심정맥 도관 시술에 비해 높은 성공률

과 낮은 합병증 발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속목정맥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거나 침대에 바로눕기 어려운 경우,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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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표를 이용한 시도에서 거듭 실패하는 경우 등에서 초음파

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되어있다.1) 

  저자들의 연구는 초음파측정 기법 상에서 기술적인 한계와 

더불어 표본수가 작고 다양하지 못했던 한계를 자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연구자료 중에 결과에 향을 줄 수 있는 통계학

상의 이상점(outlier)이 존재하 는데, 이는 검사 대상자가 각성

된 상태에서 대상자의 목에 초음파 탐촉자를 접촉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긴장이 발생되어, 목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속목정맥의 모양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자료상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 더욱 큰 표본수와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진정상태 또는 전신마취 하에 더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목 혈관에 대한 초음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를 기대하며, 이 연구가 향후 더욱 발전되어 속목정맥의 도관

삽입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서 초음파 유도 하에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속목정맥을 관찰

한 결과 목동맥의 위치와 비교할 때 94.3%가 전․외측 또는 

외측에 위치하 고, 우측 속목정맥이 좌측보다 직경과 단면적

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첩도와 안전역은 좌측과 우측

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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