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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 도관술은 중심정맥압의 감시, 심혈관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의 투여, 또는 혈장량 보충을 위한 수액의 정

주 등에 유용한 술기이다. 이를 위해 쇄골하정맥과 내경정

맥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중 오른쪽 내경정맥이 표면 해부

학적 지표만을 사용해서 천자해도 성공률이 높고, 상대정맥

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해부학적 위치관계로 인해 카테터

의 우심방 내 거치율이 높으며, 환자의 머리 쪽에서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선호된다. 내경정맥을 표면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맹목적으로 천자할 경우 가장 흔히 발생

하는 합병증은 인접한 구조물인 경동맥의 천자이다.
1)
이는

동맥혈의 성상과 박동성으로 인해 빨리 식별되고 경부에서

의 압박이 용이해서 대부분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혈종 형성과 경부의 부종만을 일으키나, 기저 질환이 동반

된 일부 예에서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2-6)
특

히 본 증례의 간이식 수혜자의 경우와 같이 출혈성 경향이

동반되고 수술 중 대량 출혈에 대비해 대구경의 카테터 삽

입이 필수적인 경우,
7)
내경정맥 도관술 중 발생한 경동맥

천자는 출혈과 관련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저자들은 간이식 수혜자에서 내경정맥에 폐동맥 카테터

유도자를 도관하는 중 발생한 경동맥 천자로부터 가성동맥

류와 동정맥루로 진행된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54 cm, 체중 51 kg의 49세 여자 환자가 수술 2개월

전부터 전신 무력감, 황달, 간기능 저하가 급속히 진행되어

알코올성 간경변을 진단 받아 생체부분간이식이 계획되었

다. 수술 전 검사 소견상 경도의 혈액 응고 장애(프로트롬

빈시간[PT] 1.69 INR,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

50.6 sec, 혈소판 수 47,000/μl)와 경도의 간기능 장애(GOT-

/GPT = 59/50 IU/L, 알부민 2.8 g/dl, 간접형빌리루빈 6.7

mg/dl, 직접형빌리루빈 3.3 mg/dl)의 소견을 보 고, 크레아

티닌 청소율은 45.5 ml/min로 감소한 소견을 보 다. 식도정

맥류 출혈이나 간성 혼수의 과거력은 없었다.

환자는 마취 전 투약 없이 수술장에 입실하 다. 탈질소

화 후 thiopental sodium 5 mg/kg, fentanyl 100 mcg을 정주하

여 의식소실을 유도하 으며, 안면 마스크를 이용해 산소와

sevoflurane으로 용수 환기를 유지하면서 rocuronium 0.6 mg/kg

을 정주한 후 내경 7.0 mm 기관내관으로 기관내 삽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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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오른쪽 요골동맥에 20 G 동맥관을 삽입하 다.

활력 징후가 안정됨을 확인한 후, 오른쪽 내경정맥을 통한

중심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두부

하향위를 취하 다. 소구경 탐침(21 G)이 붙은 10 ml 주사

기를 이용해서 두 흉쇄유돌근이 만나는 부분에서 동측 유

두 방향으로 시험 천자하여 내경정맥의 위치와 깊이를 확

인한 후, 18 G 천자침이 부착된 주사기를 삽입하 다. 천자

침을 약 3 cm 전진시켰을 때 검붉은 색의 비박동성 혈액이

주사기 내로 흡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사기를 분리한 후

천자침 내로 유도철사를 삽입하 다. 유도철사를 통하여 조

직확장기가 결합된 9 Fr 유도자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폐

동맥 카테터를 삽입하 다. 카테터를 전진시키던 중, 이것

에 연결된 변환기를 통해 모니터에 나타나는 압력 파형의

모양과 그 값이 동맥압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 다. 경동맥

을 천자한 것이라 생각하여 즉시 유도자와 카테터를 제거

하고 천자 부위의 압박하 고, 약 15분간 압박 후 유도자

제거 시 발생했던 경도의 혈종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

을 확인하 다. 다시 중심정맥 확보를 위해 머리를 오른쪽

으로 돌려 왼쪽 내경정맥에 7 Fr 이중관카테터를 삽입하

고, 수술 중 과다출혈에 대비한 급속혈액주입기(Rapid in-

fusion system, Haemonetics corp, USA)의 사용을 위해 양쪽

전완부 정맥에 8.5 Fr 카테터(RIC; Rapid infusion catheter,

Arrow international Inc, USA)를 삽입하 다.

이식된 간의 간문맥의 문합이 완성되어 재관류가 이루어

진 후, 수술자의 요구로 gabexate 20 mg/kg/day와 PGE1 0.01

mcg/kg/min을 지속 정주하기 시작하 다. 마취 시작 9시간

20분, 수술 시작 7시간 30분 후 수술이 종료되었으며, 수술

중 추정 실혈량은 3,000 ml 고, 생리식염수 2,700 ml, 저장

성 식염수 1,000 ml, 5% 알부민 1,000 ml, 20% 알부민 100

ml, 방사선조사 백혈구제거 농축적혈구 6단위, 신선 동결

혈장 6단위가 투여되었다. 수술 종료 시 시행한 혈액 응고

검사에서 혈소판은 59,000/μl, 프로트롬빈시간 2.55 INR, 활성

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81.9 sec, 섬유소원 100 mg/dl 다.

환자는 기관내 삽관 상태를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이송되

었다.

수술 후 3시간째부터 환자의 의식과 자발 호흡이 회복되

었고, 기관내 삽관을 유지하고 인공호흡기의 보조를 받았

다. 우측 경부의 진찰 소견상, 혈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

었으나 촉진상 떨림(thrill)이 느껴졌고, 수축기와 이완기 모

두에서 박동성 잡음이 청진되었다. 도플러 검사상 총경동맥

에서 기시한 가성 동맥류와 이를 통한 총경동맥과 내경정

맥간의 션트를 발견하 다. 환자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계획하 다. 수술 후 1일째, 국소 마취

하에 좌측 대퇴동맥을 통해 혈관조 술을 시행하여, 오른쪽

총경동맥에 2 mm의 파열과 함께 인접한 2 cm 크기의 가성

동맥류와 이것이 동정맥루관을 통해 오른쪽 내경정맥과 연

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Fig. 1). 총 7개의 코일로 가

성 동맥류를 폐쇄하 고, 이어 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

다. 이후 실시한 혈관조 술 및 도플러 검사에서 가성 동맥

류의 폐쇄와 함께 내경정맥과 총경동맥 사이의 혈류가 사

라진 것을 확인하 고 오른쪽 내경정맥 및 총경동맥의 혈

류도 정상임을 확인하 다. 시술 과정 전후에 환자에게서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

자는 수술 후 5일째 발관하 으며, 수술 후부터 병실 전동

전까지 혈액 응고와 관련한 수치는 혈소판 수 23,000－

40,000/μl, 프로트롬빈시간 1.7－2.6 INR로 유지되었다. 수술

후 20일째 환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중심정맥로 확보를 위한 내경정맥 천자 시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 중 많은 부분은 혈관 천자와 관련된 외상에 기

인한다. 이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경동맥 천자로, 발생률은

1.9－15%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1)
이는 드물지만 혈종 형

성에 의한 기도 압박이나
2)
혈전 형성으로 인한 색전증 및

뇌신경계 손상,
3)
동정맥루

4-6)
형성 등의 더욱 심각한 합병증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경정맥 도관술시에는 이

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와 같은 큰

가성동맥류를 동반한 동정맥루의 형성은 다른 상황이 동반

되지 않는 한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이를 중재

Fig. 1. The angiography shows the formation of pseudoaneurysm and

arterio-venous fistula. Radiopaque dye goes from the tear of common

carotid artery to internal jugular vein through pseudo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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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사선 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예가 없었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본 증례에서 동정맥루의 형성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내경정맥과 경동맥 간의

전후 위치 관계이다. 경부 중립위 시에는 14%, 30도 정도의

경미한 좌측 회전 시에는 30%의 환자에서 내경정맥과 경동

맥 간에 전후 관계상 50% 이상의 중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8,9)
우측 경부의 노출 면적을 넓힐 목적으로 경부를

지나치게 좌측으로 회전시킬 경우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중

첩의 정도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4)

따라

서, 우측 내경정맥 천자를 위한 경부의 좌측 회전 상태는

천자침이 내경정맥의 후벽을 천자하는 깊이 이상 들어갈

경우 내경정맥을 관통함과 동시에 경동맥 전벽의 천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해부학적 위치를 제공하게 된다. 본 증례에

서는 시술 전 초음파를 이용한 경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중첩이 발생하 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

경정맥과 경동맥에 동시에 파열이 생긴 것으로 미루어 두

혈관의 중첩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천자침뿐만 아니라 유도철사나 조직확장기도 무리한

삽입에 의해 내경정맥 관통과 경동맥 천자를 일으킬 가능

성이 있으나,
4,15)
본 증례에서는 유도 철사의 제거 후 그 모

양에 변형이 없었으므로 경동맥 파열의 원인이 유도철사나

조직확장기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경정맥

천자 시 발생 가능한 경동맥 천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

부의 지나친 좌측 회전을 피하여 혈관의 중첩을 최소화하

고, 내경정맥의 충분한 확장을 위해 부적응증이 아닌 한 충

분한 두부 하향이나 valsalva maneuver를 취해야 하며,
16)
유

도철사와 조직확장기를 삽입하는 전후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두 번째는 대구경의 유도자에 의한 혈관 천자 시 지혈의

어려움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21 G 탐침이나 18

G 천자침을 사용했을 때는 비박동성의 검붉은 혈액을 확인

하여 내경정맥임을 확인하고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 으나,

폐동맥 카테터를 삽입할 때 동맥압과 유사한 파형을 관찰

함으로써 경동맥 천자를 최초로 인지하 다. 대구경의 조직

확장기나 유도자에 의한 경동맥의 천자는 단순 압박만으로

는 효과적인 지혈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처치로는 천공된 부위의 빠른 발견과 부적절한 지혈의 예

방을 위해 조직확장기나 유도자를 그대로 둔 상태로 혈관

외과팀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하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17)

본 증례에서는 단순 압박으로 지혈이 될 것으로 생각하

여 서둘러 유도자의 제거를 시도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다. 한편 경동맥 천자를 인지한 후에 지혈을 위해 압박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뇌순환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

생 가능성이다. 본 증례에서는 뇌손상의 징후가 없었으나,

뇌 측부 순환이 불량한 경우에는 경동맥을 압박하는 과정

에서 경동맥의 혈행 중단에 의한 뇌경색이나 경동맥의 혈

전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등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18)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요인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문제이다. 간이식을

받는 말기 간질환자에서는 혈액응고인자의 생성 감소 및

기능 부전, 혈소판 수의 감소 및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해 혈

액 응고 장애가 상존하며,
7)
이것이 경동맥의 천자 후 지혈

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지혈과 관련하여 본 증례에

서의 또 다른 문제는, 간이식 수혜자에서는 이식간의 혈관

접합부에서의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응

고 관련 인자를 인위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교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또한, 이식간의 재관류 이후 사용한 PGE1과

gabexate도 혈소판 응집 억제와 혈액응고 억제의 기능이 있

어 지혈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19,20)

이 증례에서 천자

직후에 일차적으로 지혈이 이루어졌고 수술 중 별다른 이

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로 이송 후

동정맥루의 형성이 관찰된 점은 일차적 지혈이 이루었음에

도 불구하고 간이식 전후의 지속된 혈액 응고 장애에 의해

이차적으로 혈전의 융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동정맥루는 내경정맥 카테터 제거 후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6)
중심정맥 천자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가

이전에 중심정맥 도관의 과거력이 있거나 그 천자가 특히

어려웠던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사전 진찰이 필요하다. 또

한, 내경정맥-경동맥루는 발견 당시 증상이 없다고 해도 장

기간 방치할 경우 감염, 색전증, 심부전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4,5)
크기가 클 경우 대개 수술적

치료를 요하나, 본 증례에서는 중재적 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하 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 동정맥루의 형성 원인으로는 적

절하지 못한 경부 좌측 회전으로 인한 내경정맥과 경동맥

의 중첩, 대구경의 도관이 경동맥에 삽입됨으로써 압박에

의한 지혈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기본적으로 혈액응고 장

애를 갖고 있는 간질환 환자 으며 간이식 수술의 특성상

수술 중과 수술 후에 혈액응고 장애가 잔존함으로써 일차

적으로 지혈되었던 경동맥의 천자 부위가 다시 출혈을 할

기회가 증가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증례를 경험 삼아

혈액 응고 장애가 예견되는 환자에서 대구경의 중심정맥

도관 시에는 환자의 자세나 시술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

임과 더불어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Ruesch S, Walder B, Tramer MR: Complications of central venous

catheters: internal jugular versus subclavian access - a systematic

489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2권 제 4호 2007

review. Crit Care Med 2002; 30: 454-60.

2. Goldfarb G, Lebrec D: Percutaneous cannulation of the internal

jugular vein in patients with coagulopathies: an experience based on

1,000 attempts. Anesthesiology 1982; 56: 321-3.

3. Heath KJ, Woulfe J, Lownie S, Pelz D, Munoz DG, Mezon B: A

devastating complication of inadvertent carotid artery puncture.

Anesthesiology 1998; 89: 1273-5.

4. Droll KP, Lossing AG : Carotid-jugular arteriovenous fistula: case

report of an iatrogenic complication following internal jugular vein

catheterization. J Clin Anesth 2004; 16: 127-9.

5. Lopez-Quinones M, Bargallo X, Blasco J, Real MI, Gonzalez S,

Bunesch L, et al: Iatrogenic carotid-jugular arteriovenous fistula:

color Doppler sonographic findings and treatment with covered stent.

J Clin Ultrasound 2006; 34: 301-5.

6. Sharma VK, Pereira AW, Ong BK, Rathakrishnan R, Chan BP, Teoh

HL: Images in cardiovascular medicine. External carotid artery-

internal jugular vein fistula: a complication of internal jugular

cannulation. Circulation 2006; 113: 722-3.

7. James BC, Spencer Y, Claus UN: Organ transplantation. In: Miller's

anesthesia. 6th ed. Edited by Lee AF, Roger AJ, John JS, Jeanine

PW, Willam LY: Philadelphia, Elsevier. 2005, pp 2245-5312.

8. Lee JW, Lee SK : An ultrasonographic anatomic study of the internal

jugular vein in Koreans.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99-504.

9. Chung IS, Kwon MA, Hwang HY, Park JH, Yeo JS, Kim CS, et

al: The examination of internal jugular vein and carotid artery in

Trendelenburg position with head rotation; a prospective, rando-

mized study.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11-6.

10. Sulek CA, Gravenstein N, Blackshear RH, Weiss L : Head rotation

during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and the risk of carotid artery

puncture. Anesth Analg 1996; 82: 125-8.

11. Troianos CA, Kuwik RJ, Pasqual JR, Lim AJ, Odasso DP : Internal

jugular vein and carotid artery anatomic relation as determined by

ultrasonography. Anesthesiology 1996; 85: 43-8.

12. Lieberman JA, Williams KA, Rosenberg AL : Optimal head rotation

for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when relying on external

landmarks. Anesth Analg 2004; 99: 982-8.

13. Wang R, Snoey ER, Clements RC, Hern HG, Price D: Effect of head

rotation on vascular anatomy of the neck: an ultrasound study. J

Emerg Med 2006; 31: 283-6.

14. Cho JE, Kim WO, Lee MJ, Kil HK: External jugular vein: another

landmark for right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using ultrasound

imaging.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605-10.

15. Oropello JM, Leibowitz AB, Manasia A, Del Guidice R, Benjamin

E: Dilator-associated complications of central vein catheter insertion:

possible mechanisms of injury and suggestions for prevention. J

Cardiothorac Vasc Anesth 1996; 10: 634-7.

16. Armstrong PJ, Sutherland R, Scott DH: The effect of position and

different manoeuvres on internal jugular vein diameter size. Acta

Anaesthesiol Scand 1994; 38: 229-31.

17. Lee PJ, Prince W, Ransay JG: Central venous pressure monitoring.

In: Complications in anesthesia. 2nd ed. Edited by Atlee JL:

Philadelphia, Saunders. 2006, p 582.

18. Reuber M, Dunkley LA, Turton EP, Bell MD, Bamford JM: Stroke

after internal jugular venous cannulation. Acta Neurol Scand 2002;

105: 235-9.

19. Morrow JD, Roberts LJ: IIc. Eicosanoids and platelet-activating

factor. In: Goodman and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 Edited by Hardman JD, Limbird LE: New

York, McGraw-Hill Co. 2001, pp 669-85.

20. Taenaka N, Shimada Y, Hirata T, Nishijima MK, Takezawa J,

Yoshiya I, et al : Gabexate mesilate (FOY) therapy of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ue to sepsis. Crit Care Med 1983; 11:

735-8.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