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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내경정맥을 이용한 중심정맥내 도관삽입술 이후
발생한 수흉과 재팽창성 폐부종

- 증례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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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thorax after Central Vein Catheterization for Right Internal Jugular Vein and Contralateral Re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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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nulation of a large central vein is the standard clinical method for mornitoring CVP and is also performed for a number 

of additional therapeutic interventions, such as providing secure vascular access for administration of vasoactive drugs or to initiate 

rapid fluid resuscitation in operation or for aspiration of air emboli.  But there are many complications such as vessel injury, 

pneumothorax, nerve injury, arrhythmias, arteriovenus thrombus, pulmonary emboli, infection at insertion site, because there are 

major vessels, nerve and organs around of central veins.  We report a case of Rt.  Hydrothorax after internal jugular vein cannulation 

and a contralateral reexpansion pulmonary edema and pleural effusion after Rt.  chest tube insertion for hydrothorax.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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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맥 도 삽입술은 수술  량출 이 상되어 속한 

수액요법을 실시하거나 공기색 의 흡입  역학  안정성의 

확보를 한 심정맥압 감시의 기본 인 방법으로 마취과에서 

많이 행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심정맥 근처에는 주요한 장기

와 요한 ,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종종 동정맥의 

손상, 기흉, 신경손상, 부정맥, 동정맥 , 폐색 , 삽입 치에

서의 감염, 카테터 감염 등의 합병증들을 래할 수 있다.
1)

 

자들은 우측 내경정맥을 이용한 심 정맥 도 삽입술 이후 발

생한 우측 수흉증과 흉  삽입 후 좌측 폐에 발생한 폐부종  

흉막 유출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3세의 남자환자가(165 cm. 54 kg) 교뇌의 해면상 종 진

단 하에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술  

검사실 검사는 모두 정상 범 으며 환자는 약간의 두통과 좌

측편의 운동 감소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신마취 유도 후 우측 요골동맥에 동맥압 측정을 한 20 

G 카테타를 거치하고, 우측 내경정맥을 이용하여 심정맥 카

테타를 거치하고자 환자의 우측 견갑골 에 방포를 어서 받

친 후 머리를 왼쪽편으로 돌리고 20
o
 Trendelenburg 를 취하

다. 방 근법(anterior approach)를 통해 한번의 시도로 우측 

내경정맥을 천자하 으며, 유도철사와 확장기 삽입을 순조롭게 

진행한 후 7 Fr 도 (Two-lumen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Set with Blue Flex Tip
Ⓡ

, Arrow, USA)을 삽입하고 액이 자유

롭게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 다. 수술 시작 후 kg당 2 G의 man-

nitol 20% 500 ml를 심정맥 을 통해 주입하 으나 소변 배

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정맥 을 통한 액의 역류를 다시 

확인하 다. 이때 수액의 주입은 원활하 으나 역류가 잘되지 

않아 도 의 치 이상이 의심되었지만, 심정맥압이 지속

으로 측정되고 있었고 기타 활력징후  동맥  가스검사 소견

(pH 7.37, PaCO2 36 mmHg, PaO2 257 mmHg, SaO2 99%)이 안정

이었으므로 일단 수술을 진행하고 도 의 치 확인은 수술 

후에 하기로 하 다. 이에 심정맥 을 통한 수액 주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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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haziness of right lung and lateral direction of tip 
of central venous catheter.

Fig. 2. Progression of mediastinal shifting and compression of 
left lung, suggesting infusion into pleural cavity.

Fig. 3. Chest tube insertion with significantly decreased pleural 
fluid, right. Suspicious mild progression of pulmonary edema 
and effusion, left.

단하고 말  정맥로를 통해 수액 요법을 실시하 다. 수술은 7

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수술  활력징후의 특별한 변화 없었으

며 수술 종료시 에서 근이완을 역 시키고 자발호흡을 되살린 

후 삽 된 상태로 환자실로 이동하 다. 수술  압과 맥

박은 120/80 mmHg, 80회 정도를 유지했고 심정맥압은 10－

13 mmHg를 유지했으며 실 양은 약 900 ml, 소변양은 1,600 

ml, 주입된 수액은 모두 3,500 ml정도 으며 심정맥도 을 

통한 수액 주입은 20% mannitol 500 ml이었다.

  수술 후 환자 이송 시 신경외과 측에 도  치 확인을 당부

하 고, 이를 해 환자실 이송 후 흉부 방사선 촬 을 하

으나(Fig. 1) 신경외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생리식염수 2 L를 

심정맥도 을 통해 주입하 다. 다음날 아침 환자는 삽 된 상

태로 T-자 (T-piece)을 통해 O2 10 L/min을 공 받으면서(FiO2 

0.6) 자발호흡 하 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 고, 이때 동맥  

가스 검사 소견은 pH 7.31, PaCO2 32 mmHg, PaO2 113 mmHg, 

SaO2 97% 다. 이에 추가 으로 흉부 방사선 촬 을 하고(Fig. 

2), 수술 직후 촬 한 흉부 사진(Fig. 1)과 함께 확인하 다. 

날 촬 한 흉부 사진에서는  외측으로 향해있는 심정맥 

카테타 끝부분과 mannitol 주입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측 폐야의 흐림(haziness)이 찰되었고(Fig. 1), 아침에 촬

한 사진에서는 우측 폐야에 수흉증과 폐허탈, 그에 따른 기

과 종격동의 좌측 이가 찰되었다(Fig. 2). 즉시 심정맥 

카테터를 제거하고, 흉부외과 의사와 상의하여 28 Fr 흉 을 

우측 흉막강에 삽입하 다. 흉  삽입 후 약간의 액이 섞인 

3,300 ml의 흉막 유출액이 연속 으로 배액 되었다. 흉  삽입 

30분 후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 소견은 동일한 산소 공   

환기 방식에서 pH 7.35, PaCO2 35 mmHg, PaO2 126 mmHg, O2 

saturation 98% 다. 그날 녁 추  찰하며 실시한 흉부 방

사선 소견상(Fig. 3) 반 측인 좌측 흉막강 내에 삼출액이 찰

되고 폐부종 양상을 보여, 16 G 심정맥도 으로 좌측 흉강천

자를 시행하 고 약 100 ml 가량의 흉막유출액이 배액되었다.

환자는 그날 녁 발 하 고 더 이상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 추  찰한 흉부 방사선 사진(Fig. 4)에

서 흉막 유출액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우측과 좌측의 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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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rain catheter insertion in left lung with significantly 
decreased left effusion.

모두 제거하 다. 이때 동맥  가스 검사 소견은 호흡낭이 있

는 마스크로 O2 2L/min 공 하면서 pH 7.45, PaCO2 38 mmHg, 

PaO2 111 mmHg, O2 saturation 98% 으며, 환자는 하루 뒤 일

반 병실로 이송되었다.

고      찰

  심정맥 도 삽입술 도  수흉이나 기흉이 발생하는 기 으

로는 심정맥도 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 천공되어 도

이  외에 거치되는 경우와, 도 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도

의 이동, 벽의 손상 등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로 나  

수가 있다.
2)

 

  Kwon 등은
3)

 천자할 때부터 잘못하여 이미 도 이 내경정맥 

외에 거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수흉을 보

고하 고, Oropello 등과
4)

 Oh 등은
5)

 천자바늘로 심정맥을 천

자하고 유도 철사 삽입 후 확장기로 피부를 늘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으로 어 넣어 유도 철사의 주행 방향과는 무 하게 

확장기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주변 을 손상시켜 수흉

과 흉을 발생시킨 경우를 보고하 다. 이들은 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Rolando 등이
6)

 좌측 쇄골하 정맥을 

이용한 심도  삽입 후 딱딱한 도  끝이 정맥과 지정맥의 

합류지 에 거치되어 벽을 마모시켜서 발생한 수흉을 보고

하 고, Maisniemi 등과
7)

 Madhavi 등은
8)

 심정맥도  삽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 이 려나와 상방으로 이동해서 도  

끝 내 의 일부는 정맥내에 걸쳐 있고 일부는 흉막강 내에 

치하게 되어 도 이 부분 으로 과 흉막강 내에 동시에 거

치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흉을 보고하 다. Mohammed 등이2) 

보고한 와 같이 좌측 내경정맥을 통한 심정맥 도  삽입 

후 도 의 이동으로 도 이  외에 거치되어 발생한 수흉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흉  수흉, 흉의 발생을 방하기 해서는 다

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심정맥도  삽입술 시 한쪽 방

향에서만 시도하고, 폐기능이 좋은 쪽에서의 시도를 피하도록 

한다. 시술 시 내경동맥과 경동맥동(carotid sinus)이 압박되지 않

도록 하고, 천자 후 류의 자유로운 역류를 확인해야 한다. 우

측 내경정맥에서 시도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실시간 음

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부를 늘이기 해 확장기

를 사용할 때에도 되도록 짧은 확장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힘

을 가하지 말고 확장기 체의 1/3 이상 깊게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그리고 유연한 도 을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며, 심정맥도 을 통한 수액주입과 승압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설명이 어려운 압 발생시 도 의 치 이상

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속 으로 심정맥압을 찰하고, 

심정맥 도  삽입 후에는 환자의 두경부의 과도한 움직을 피하

도록 해야한다.2,6,7,9)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직후 촬 한 흉부 방사선 소견에서 우

측 흉곽 내에 도 과 수흉이 찰되었으므로(Fig. 1) 시술 과정

에서부터 도 이  외에 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  

거치 후 류의 자유로운 역류가 있었고 정상 인 심정맥압 

형 변화가 찰되었으므로 이는 도 이 정맥 내에 치하

음을 나타내주는 소견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도  삽입 

시 도 이 을 통하여 끝부분의 일부는 에 걸쳐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에 꼬여있다가 머리카락 제모와 두부 고

정을 해 경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경부의 좌회 과 신  시 

 안에 꼬여있던 도 이 당겨지고, 굴곡 시 다시 려들어

가면서 흉막강 아래로 더 들어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도 이  외에 거치된 기 은 확실치 않으나, mannitol이 주

입될 당시 도 이 흉막강 내에 치하 던 것은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심정맥압이라 여겼던 측정값은 양압호흡을 하

는 상황에서 흉강압이나 기도압을 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 우측 수흉을 배액하기 한 흉  삽입 후 발생

한 반 측 폐부종은 재팽창성 폐부종이라고 생각되며, 재팽창

성 폐부종의 발생 기 에 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 진 

바가 없으나, 일반 으로 폐 계의 증가된 투과성으로 인한 

모세 벽에서의 수액 출과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재산소화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10) Sherman은11) 

재팽창성 폐부종이 발생하는 기 으로 재팽창에 연 된 이차

인 폐포-모세  막의 기계 인 손상과 재산소화 손상을 제시

하 고, 이에 많은 염증성 매개인자들이 여하며 이 인자들이 

동측 뿐만 아니라 반 측 폐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Heller 등은
12)

 간성 수흉의 반복된 흉막천자 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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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측 재팽창성 폐부종의 발생을 보고하 는데, 그 기 으로 

증가된 세포내막의 투과성과 이와 연 된 폐포-모세  막의 

연결성 괴, 재산소화에 의한 손상, 만성 으로 허탈된 폐의 

surfactant 부족을 제시하 고, 폐내 션트가 많은 환자에서 반

편 폐부종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 다. Dubose 등도
13)

 기흉의 

치료를 한 흉  삽입 후 발생한 양측의 재팽창성 폐부종 발

생을 보고하 으며, 과도한 기흉이나 수흉 등으로 종격동이 반

측으로 편 될 때 반 측 폐에 압력을 가하여 부분 으로 폐

허탈이 생기면서 산소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Interleukin-8

과 다른 많은 cytokine에 의한 신 인 염증 반응이 반 측 폐

에 손상을 주어 폐부종과 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재팽창성 폐부종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인자

로는 은 연령, 폐허탈의 기간과 등도, 재팽창의 속도, 1 L 

이상의 배액, 폐동맥 고 압이나 산소증의 기  질환을 들 

수 있다.
11-13)

 이 밖에도 Tan 등이
14)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재팽

창성 폐부종이 발생했던 기흉 환자들에서 흉  삽입 후 심박출

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심박출량의 증가 한 재팽창

성 폐부종과 연 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증례에서 

반 편 폐부종이 발생한 기 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겠

다. 우측에 발생한 다량의 수흉으로 인해 좌측으로 편 된 종

격동이 좌측 폐에 압력을 가하여 좌측 폐의 부분  허탈  

산소성 손상이 일어났고, 우측 흉  삽입 후 짧은 시간에 다량

의 수액이 배액되면서 재팽창  재산소화 손상이 유발되어 염

증성 매개인자들이 작용하고 폐 계 투과성이 증가되어 폐부

종이 진행되었다. 이 때 우측 폐의 션트 등으로 좌측 폐에 상

으로 많은 류량이 공 되면서 좌측 폐에 재팽창성 폐부

종이 발생하 다고 생각된다. 한 반 편에 발생한 흉막삼출

은 우측 흉강내에 축 된 수액이 압력에 의해 종격 흉막을 

열시키고 좌측 흉강으로 배액되거나, 선천성 는 후천성으로 

후측 종격 흉막의 우측과 좌측 층 사이에 연결통로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한쪽에서 반 쪽 흉강으로 수액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5)

  내경정맥을 이용한 심정맥도  삽입술은 마취과 역에서 

수술  속한 수액의 주입, 역학  안정성을 유지하기 

한 기본 인 감시 방법이지만 항상 시술에 따르는 험한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 해부학  구조를 잘 이해

하고 있어야 하며, 시술 후 도 의 치를 항상 확인하고, 도

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수흉이

나 기흉이 발생하 다면 배액 시에 재팽창성 폐부종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재팽창 속도를 조 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 

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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