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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head rotation on the anatomical relationship of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RIJV) and the carotid artery (CA) with using ultrasound images in Korean patients.

  Methods:  We investigated 117 patients (age range: 16−87 years old) who were placed in the supine position, but not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An ultrasound probe was placed on the right neck at the apex of the triangle formed by the head 

of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and the clavicle, and it was directed toward the ipsilateral nipple at a 30 degree angle to the 

coronal plane.  For each head rotation (0, 30, 60 degrees), we measured the horizontal diameter of the RIJV and CA, and the 

percentage of overlap of the CA and the RIJV with using an ultrasound system.

  Results:  The mean RIJV diameter was 18.4 ± 4.3 mm and the mean CA diameter was 7.5 ± 1.2 mm at the neutral head 

position. Following head rotation, the percentage overlap of the CA and RIJV increased significantly (0
o
: 32.7%, 30

o
: 45.4%, 

60
o
: 57.0%) (P ＜ 0.05).  The percentage overlap of the CA and RIJV in the neutral head position increased more in the patients 

with a BMI over 25.  However, age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percentage of overlap.

  Conclusions:  Head rotation toward the contralateral side increases the percentage of overlap of the CA and RIJV.  To decrease 

the risk of CA puncture, rotate the head from the neutral position as little as possible when performing RIJV catheteriz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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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량 수액 투여  심 정맥압 측정 목 으로 

내경정맥을 이용한 심정맥 도  삽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측 내경정맥은 우심방으로 직선주행하기 때문

에 도 의 진입이 용이하고, 시술 성공률이 높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이 낮으며, 합병증이 발생하여도 쉽게 처치를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마취과 의사가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다.1) 

  그러나 동맥 천자, 종, 흉,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가장 흔한 합병증은 경동맥 천자로서 발생률은 2

−17%로 알려져 있고,2-4) 드물지만 이로 인해 뇌졸   사

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5) 

  English 등이6) 해부학  지표를 이용한 내경정맥 도  삽

입 방법을 기술한 이래로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었으나 

이  심 근법이 임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2) 

이는 도 을 거치할 부 의 반  방향으로 머리를 외회  

시키고 목빗근의 두 머리와 빗장 가 이루는 삼각형의 꼭

짓  부 에서 환자의 장축에서 약 30도 정도로 바늘을 기

울인 후 동측의 유두방향으로 천자 하는 방법으로 합병증

이 비교  낮으면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Sulek 등은7) 음 를 통한 연구에서, 내경정맥을 

천자할 때 시술의 편리성을 해 머리를 반 쪽으로 외회

 시키면 내경정맥이 경동맥과 겹쳐지는 정도가 증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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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Gender (M/F) 

Age (yr)

Weight (kg)

Height (cm)

BMI (kg/m
2
)

RIJV horizontal diameter (mm)

CA horizontal diameter (mm)

55/62

44.8 ± 17.5   

63.3 ± 12.3

163.9 ± 9.1

23.4 ± 3.5

18.4 ± 4.3

7.5 ± 1.2

Values are number of patient or mean ± SD. M/F: male/female, 

BMI: body mass index. RIJV: right internal jugular vein. CA: 

right carotid artery. 

Fig. 1. Simplified cross-sectional diagram of the right internal jug-

ular vein and carotid artery by ultrasound at the apex of the tri-

angle formed by the head of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and 

clavicle. RIJV: right internal jugular vein. CA: right carotid artery. 

A: horizontal diameter of the RIJV. B: horizontal diameter of the 

right CA. C: overlap distance RIJV and CA. Percentage overlap 

expressed as C/B × 100.

경동맥을 천자할 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아

직까지 두부 외회 의 이상  각도에 한 정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며 특히 한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상으로 우측 내경정맥 

도  삽입 시 심 근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음 를 이

용하여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치 계를 확인하고, 두부 외

회 이 두 의 해부학  치 계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본원의 임상시험 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쳤으

며 정규수술이 계획된 16−87세의 성인 환자 117명을 상

으로 연구를 계획하 다. 신마취를 시행하기 에 비침습

인 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음  검

사를 시행하 다. 목 부 에 반흔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경

우 는 외 상 해부학  이상이 찰되는 경우, 이 에 

심정맥 도  삽입을 시술받은 경우, 목이 60도까지 외회

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환자의 성

별, 나이, 키, 몸무게,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기록한 후(Table 1) 수술침 에 환자를 눕히고 정확한 두

부 외회 의 각도를 유지하기 해 도넛모양의 베개를 이

용하 다. 우측 목부 에서 심 근법을 이용한 심정맥 

도  삽입과 같은 방법으로 목빗근의 두 머리가 만나는 꼭

짓 에서 환자의 장축과 30도를 유지하고 동측 유두를 향

하게 음 의 탐색자(probe)를 치하 다. 음  장치

(LOGIQ e, GE Healthcare, USA)에 부착되어 있는 선형 탐색

자(12L-RS transducer)를 사용하여 내경정맥이 리지 않도록 

압력을 최소화하여 피부에 살짝 착시켜 검사하 으며 

한 치를 결정한 후 음 의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른 

한명의 연구자가 두 의 치 계,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횡측 지름과 두 의 첩된 길이를 측정하 으며, 첩

도는 다음과 같이 “ 첩도(%) = [ 첩 길이(mm)/경동맥 지

름(mm)] × 100” 계산하 다(Fig. 1). 

  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두부의 

외회 에 따른 치 계만을 확인하기 해 수술침 는 수

평으로 하 고 발살바 법(Vasalva maneuver)은 사용하지 않

았다. 두부를 립 치(0o)에서 좌측으로 30도, 60도로 외회  

시켰고 각 치에서 첩도를 측정하 다. 첩도는 0−4까

지 5단계로 등 을 다음과 같이 나 었다. 

  0 = 내경정맥이 경동맥의 완  바깥쪽에 치한 경우

  1 = 경동맥이 내경정맥에 의한 첩도가 25% 미만인 경우

  2 = 경동맥이 내경정맥에 의한 첩도가 25% 이상에서 

50% 미만인 경우

  3 = 경동맥이 내경정맥에 의한 첩도가 50% 이상에서 

75% 미만인 경우

  4 = 경동맥이 내경정맥에 의한 첩도가 75% 이상인 경우

  성별과 첩도 등 에 해당하는 환자수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 혹은 백분 수로 표시하 고 통

계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

다. 두부 외회 의 각도에 따른 첩도 평균값의 비교는 

repeated measured ANOVA with a post-hoc Bonferroni correc-

tion으로 시행하고, 두부 외회  각도에 따른 내경정맥과 경

동맥이 첩된 등 은 chi-square test로, BMI와 연령에 따른 

첩도 비교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 다. P 값이 0.05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 상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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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lap Score of Carotid Artery and Right Internal Jugular Vein at Three Different Degree of Head Rotation

Head rotation Score 0 Score 1 Score 2 Score 3 Score 4

 0
o
 

30
o
 

60
o
 

32 (27%)

17 (15%)

12 (10%)

12 (10%)

12 (10%)

9 (8%)

45 (38%)

38 (32%)

27 (23%)

21 (18%)

28 (24%)

35 (30%)

7 (6%)

 22 (19%)*

   34 (29%)*
†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score 0: complete lateral, score 1: overlap ＜ 25%, score 2: 25% ≤ overlap ＜ 50%, score 3: 50% ≤

overlap ＜ 75%, score 4: 75% ≤ overlap, *: P value ＜ 0.05 vs 0
o
, 

†
: P value ＜ 0.05 vs 30°.

Table 3. Percentage Overlap of Carotid Artery and Right Internal 

Jugular Vein at Three Different Degree of Head Rotation

Head rotation Percentage overlap

 0
o

30
o

60
o

32.7 ± 27

45.4 ± 31*

  57.0 ± 32*
†

Values are mean ± SD. *: P value ＜ 0.05 vs 0
o
, 

†
: P value ＜

0.05 vs 30
o

Table 4.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verlap at Neutral Head 

Position(0
o
) in Different BMI and Age Groups

Percentage overlap

BMI (kg/m
2
)

Age (yr)

＜ 25 (n = 81)

≥ 25 (n = 36)

＜ 60 (n = 87)

≥ 60 (n = 30)

29.1 ± 24.6

40.8 ± 30.9*

30.5 ± 23.6

39.2 ± 35.1

Values are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 P value ＜

0.05 vs less than 25 of BMI. 

결      과 

  머리가 립 치에서 내경정맥의 횡측 지름은 18.4 ± 4.3 

mm, 경동맥 횡측 지름은 7.5 ± 1.2 mm이었으며, 내경정맥

의 지름이 5 mm 이하인 경우는 없었다(Table 1). 

  두부 외회  각도에 따라 내경정맥과 경동맥이 첩된 

등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Table 2), 첩도

는 두부 외회 의 각도가 0도, 30도, 60도 일 때 각각 

32.7%, 45.4%, 57.0%로 외회 의 각도가 커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Table 3).

  아시아인을 한 비만분류인 신체질량지수 25 (kg/m
2)를 

기 으로 두 군으로 나 어 두부의 립 치(0o)에서 첩

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P ＜ 0.05), 60세를 기 으로 한 연령에 따른 첩도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117명의 환자  한명에서 립 치에서 내경정맥이 경

동맥의 내측에 치해 있었으며 두부 외회 을 30도, 60도 

시켰을 때에도 변화가 없었다. 한 5명의 환자에서 경동맥

에 죽종(Atheroma)이 찰되었으며 이는 모두 60세 이상으

로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117명의 환자를 상으로 심 근법에 의

한 우측 내경정맥 천자와 같은 방법으로 음 를 이용하

여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치 계를 확인한 결과 두부가 

립일 때 내경정맥과 경동맥이 50% 이상 첩된 환자가 

24% 으나 두부를 왼쪽으로 30도  60도로 외회  시켰을 

때 각 각 43%  59%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부를 

반 쪽으로 외회  시킬수록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첩도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의 첩도는 내경정맥 도  삽입 시에 요한 의

미를 가진다. 내경정맥 천자 시 임상 으로 주사기로 천천

히 액을 흡인하면서 정맥 이 주사기로 유입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경정맥은 바늘에 의

해 압박되어 쉽게 허탈 되기 때문에 내경정맥이 천자가 되

어도 액이 흡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경정맥 후면까

지 천자가 된 후 바늘을 빼내는 과정에서 액이 흡인되어 

천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내경정맥의 후면까

지 천자 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내경정맥 후면에 치하

여 있다면 이차 으로 경동맥이 천자 되기가 쉽다. 즉 두 

의 첩도가 높다고 해서 실제 으로 경동맥이 천자 

되는 것은 아니나, 경동맥이 내경정맥에 의해 겹쳐진 부분

이 증가하게 되면 경동맥 천자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

게 된다.9,10) 따라서 첩도는 이러한 경동맥 천자의 험성

의 정도를 간 으로 반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Troianos 등은11) 1,136명의 마취하지 않은 환자를 상으

로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 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게 한 후 음 로 들을 찰한 결과, 부분의 환

자들은 내경정맥이 경동맥의 완  외측에 치해 있지 않

고 경동맥과 내경정맥이 75% 이상 첩된 환자가 54% 음

을 확인하고, 두부 외회 이 두 의 치에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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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 다. Sulek 등은7) 12명의 환자에서 음 를 이

용하여 두부를 립상태에서 40도, 80도로 외회  시키면서 

내경정맥과 경동맥의 치를 찰하 는데 각도가 증가할

수록 두 의 첩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  두부를 

립으로 치하는 것이 합병증 발생을 인다고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도 0도에서 30도  60도 각도로 두부를 외

회  시켰을 때 경동맥과 내경동맥의 첩도가 32.7%에서 

각 각 45.4%  57.0%로 증가하고, 첩도가 50% 이상인 

환자 수도 24%에서 각 각 43%  59%로 증가하여 두부 

외회 이 커질수록 첩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Troianos 등11)과 Sulek 등7)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두부를 첩도가 가장 낮은 립상태로 치하고 

천자 하는 것이 경동맥 천자를 일 수 있는 이상 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립 치에 두부를 치할 경우 큰 턱 (mandible)

로 인해 시술자의 자세가 힘들어지고 천자 시의 바늘 각도

가 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증 발생을 유발할 수 

있고, 시술도 실패할 수가 있다. 

  이상 인 두부 외회 의 각도에 해서는 연구보고들이 

드물어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Liebermann 등

은9) 음  빛을 통한 시뮬 이션 천자방법으로 내경정맥 

도  삽입 시 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상 인 두부 외회

의 각도에 해 연구를 하 다. 이들은 두부를 외회  할

수록 내경정맥과 경동맥이 천자 되기 쉬우나 심 근법

을 이용할 시에 30도 이하에서는 경동맥이 천자 될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두부 외회 은 30도가 하다고 하 다. 

반면에 Caridi 등은12) 머리를 왼쪽으로 30도 돌린 상태에서 

내경정맥이 경동맥과 완 히 겹쳐있는 환자가 16%나 된다

고 하 다. 한 Sulek 등은7) 립 치에서 천자하는 것이 

가장 안 하다고 하 고. 본 연구에서도 두부를 30도 돌린 

상태에서 50% 이상 첩을 보이는 환자가 43% 이었으나 

립 치에서는 24% 인 을 생각할 때 두부 외회 은 가

 시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각도가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Denys 등은13) 음 를 이용하여 200명 환자에서 두 

의 상  치의 연 성을 살펴본 바 8.5% 환자에서 해부

학  변이가 있다고 하 으며 이  2% 환자에서 내경정맥

이 경동맥의 내측에 치하면서 첩되어 있었고, 5.5% 환

자에서는 상된 해부학  경로 내에 이 치하지 않

았고, 1% 환자에서는 내경정맥이 경동맥의 외측으로 1 cm

이상 벗어났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Caridi 등도12) 머리를 

왼쪽으로 30도 돌린 상태에서 4%의 환자가 내경정맥이 경

동맥의 1 cm 이상 외측에 치해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117명의 환자  한 명이 두부 외회 에 계

없이 내경정맥이 경동맥의 내측에 치하 다. 이러한 해부

학  변이가 시술의 실패와 합병증 발생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13) 한 5명의 환자에서 경동맥 내 죽종(atheroma)을 

발견하 고, 이것은 경동맥이 천자 되면 에 의한 뇌졸

증 발생  사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음 를 이용한 심정맥 도  삽입에 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해부학  지표를 이용

한 심정맥 도  삽입에 비해 높은 천자 성공률을 보이면

서 합병증 발생률은 낮추고 천자 횟수를 이는 많은 정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4-17) 특히 내경정맥과 경동맥이 

많이 첩되어 있거나 해부학  변이가 있는 경우, 는 경

동맥 내에 죽종이 있는 경우에는 음 를 이용하는 것이 

합병증을 이고 특히 경동맥 천자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을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Lee 등은18) 두부 립 치에서 첩도는 BMI와 계가 

없었다고 하 고, Chung 등은8) 첩도는 BMI  나이와 상

성이 없다고 하 으나, Troianos 등은11) 75%이상의 첩

도를 보인 환자가 60세미만의 군에서는 47% 으나 60세 이

상의 군에서는 64%로 첩도가 나이와 연 성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부 립 치에서 BMI 25 이상의 군

이 25 미만의 군에 비해 유의하게 첩도가 높았으나 나이

와는 련성이 없어 상기의 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이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우측 내경정맥 천자 시 두부를 좌측으로 외

회  시킬수록 경동맥과 내경정맥의 첩도는 증가한다. 따

라서 해부학  지표를 이용한 내경정맥 도  삽입 시에 두

부 외회 은 가  시술자의 자세에 향을 주지 않을 정

도의 최소의 각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측 불가

능한 해부학  변이와 기존의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동맥 천자 등의 합병증을 이기 해서는 가능하

면 음 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안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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