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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 삽관 시 발생한 J-유도철사의 매듭
-증례 보고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김

세

영․장

영

호

= Abstract =

J-guide Wire Knotting during the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A case reportSae Young Kim, M.D. and Young Ho J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The purposes of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CVC) are as followings, central venous pressure
monitoring, pulmonary artery catheterization and monitoring, transvenous cardiac pacing, temporary
hemodialysis, drug administration, rapid infusion of fluids, aspiration of air embolism. Various
complications may occur during CVC, such as hematoma, pneumothorax, hemothorax, hydrothorax,
chylothorax, nerve and artery injury, air embolism, thromboembolism, arrhythmia, heart block, cardiac
tamponade, and tracheal puncture. In Korea, several complications have been reported after CVC, such
as pneumothorax, hemothorax, hemomediastinum, cardiac tamponade and tracheal puncture. However,
there has been no report about the knotting of J-guide wire during the CVC. We report a case of J-guide
wire knotting during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7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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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 삽관은 중심정맥압의 측정, 체액량의 빠

수흉, 유미흉, 감염, 주위 동맥과 신경 등의 손상,

른 보충로, 약제 주입로, 말초 정맥로의 확보가 어려

공기 또는 혈전 색전증, 부정맥, 심장 천공, 심장

울 경우의 혈관 확보 이외에도 폐동맥 카테터의 삽

압전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

입과 폐동맥압의 측정, 임시 심박 조율기 설치, 일시

다.1-4)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중심정맥 삽관에

적인 혈액 투석로 및 공기 색전의 빠른 제거로 등을

따른 합병증으로는 기흉,
혈종,

위해 시행된다.

11)

심장 압전,

12,13)

5,6)

수흉,

기관 천자

7-9)

14)

혈흉,

10)

종격동

등이 있다. 그러

나 중심정맥 삽관 도중 J-유도철사에서 매듭이 형

그러나 중심정맥 확보 시에는 혈종, 기흉, 혈흉,

성된 보고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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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례는 신장 158 cm, 체중 75 kg의 64세 여자로서
비만 상태였으며,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하
여 압박 고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고정술을 시행받는
환자였다. 술 전 병력상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시행하고 있었다.
Propofol 140 mg과 rocuronium bromide 70 mg을 이용
하여 마취유도를 하였고, 마취유지는 N2O, O2, isofl-

Fig. 1. There was a knotting at the tip of the J-wire.

urane을 이용하여 전신흡입마취를 시행하였다. 술 중
혈당치와 혈압은 정상치를 유지하였으며, 술 중 특
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은 2시간이 소

후 다시 유도철사의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때에도

요되었으며, 수술 종료 후 pyridostigmine 20 mg, glyco-

역시 J-유도철사의 진입시 약간의 저항이 느껴졌으

pyrrolate 0.2 mg, atropine 0.5 mg을 투여하여 호흡을

나 J-유도철사의 길이 표시상 20 cm 정도 진입된 것

역전시켰으며, 척골신경에서의 50 Hz 강직성 자극

이 확인되어 J-유도철사를 놔둔 상태에서 천자바늘

(Ministem, Life-Yech Inc., USA)을 통하여 근이완 효

을 제거하고 Seldinger 수기를 이용하여 중심정맥 카

과는 완전 역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테터를 J-유도철사를 이용하여 삽입하였다. 중심정맥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호흡이 부적절하여 기관내튜

카테터가 저항없이 15 cm 정도 삽입된 것을 확인한

브를 거치한 상태로 회복실로 이송하였다. 회복실

다음 J-유도철사를 제거하려고 할 때 4-5 cm 제거

이송 직후 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관내튜브를 발

후 심한 저항으로 인하여 J-유도철사의 제거가 더

관한 후 마스크를 이용하여 분당 5리터의 산소를 투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여하면서 혈액가스분석을 시행하였다. 혈액가스분석

중심정맥 카테터와 J-유도철사를 함께 제거하였다.

상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이 130 mEq/L로 증가되

제거된 중심정맥 카테터와 J-유도철사를 확인한 결

어 기관내튜브를 재삽관하여 보조호흡을 시행하였

과 중심정맥 카테터 끝은 손상이 없었으며, J-유도철

다. 방광 카테터로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furose-

사의 끝 부분에 매듭이 형성된 것이 발견되었다(Fig.

mide를 10 mg, 20 mg과 40 mg씩 세 번 정주하였다.

1). 이후 우측 내경정맥 천자 부위를 잠시 압박한

회복실에서 측정된 마취 후 회복 점수는 10점 기준

후 우측 쇄골하정맥을 다시 천자하여 중심정맥 카테

에 3점(활동성 0, 호흡기계 1, 의식 0, 피부색 1, 순

터를 거치하였으며, 우측 경부의 삽관 부위에서 외

환계 1)으로 병실로의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관 상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중환자

었다. 보조환기요법을 시행하면서 수액 균형을 유지

실로 이송되어 기계환기요법을 시행하였으며, 2시간

시켜주기 위하여 중심정맥 삽관을 시행한 후 중환자

후 의식이 회복되었고, 6시간 후 기관내튜브를 발관

실로 이송하여 관찰하기로 하였다.

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소변량을 보여 다음날 중환

중심정맥 삽관은 14 게이지 이중관 카테터(Hydro-

자실을 퇴실할 수 있었다.

TM

cath , Becton-Dickinson, Singapore)를 사용하여 전방
접근법을 시행하였다. 외경 및 길이가 1.4 × 70 mm

고

찰

인 천자바늘을 이용하여 사단 방향을 전하방으로 하
여 내경정맥을 천자 한 다음 혈액의 흡인이 자연스

중심정맥 삽관의 합병증은 발생 시점에 따라 크게

러움을 확인한 후 J-유도철사(0.9 × 700 mm)를 천

중심정맥 천자 시,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시, 중심정

자바늘을 통하여 삽입하였다. J-유도철사의 진입 시

맥 카테터 거치 동안의 합병증 및 잘못된 사용에 의

약간의 저항이 느껴져 천자바늘의 사단 방향을 180

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

도 후하방으로 돌린 다음 혈액의 흡인을 재확인한

심정맥 천자 시 가장 흔히 합병증이 발생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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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 정맥 인접 구조물의 손상이 가장 흔한데 동

걸쳐있지 않은 부위를 통하여 혈관 외로 빠져나감으

맥 천자, 기도 천자, 기흉, 종격동 기종, 유미흉, 상

로 인하여 주위 조직에의 저항에 의해 매듭이 형성

완신경총 또는 성상신경절의 천자 등이 관련된다.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조기에 감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시의 합병증으로는 동맥내 삽

지하지 못한 것은 환자가 비만 상태로 목 부위가 굵

관, 정맥 밸브 손상, 심장 손상, J-유도 철사에 의한

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

부정맥, 전도장애, 공기 색전증 등이 있다. 또한 중

문이었다. 저자들은 중심정맥 삽관용 J-유도철사의

심정맥 카테터 거치 동안의 합병증으로는 동맥-심방

자가매듭이 미리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테터를

루, 가성동맥류와 같은 지연성 혈관 손상, 우심방-우

통하여 J-유도철사를 제거할 때 저항이 느껴져 유도

심실-상대정맥 천공에 의한 심장 압전, 수흉, 종격수

철사의 부분적인 절단이 우려되어 J-유도철사와 카

종, 색전, 그리고 카테터 거치에 의한 부정맥과 카테

테터를 동시에 잡아당겨 매듭된 J-유도 철사를 제거

1-4)

터의 고리 형성이 발생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차후에 중심정맥 삽관용 J-유도철사

체내에 삽입되는 여러 가지 카테터들의 삽입 시

를 제거할 때 저항이 느껴진다면 중심정맥 삽관용

자가매듭이 발생된 여러 보고들이 있다. 이러한 카

J-유도 철사의 자가매듭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15,16)

있겠으며, 이 경우 조직의 손상과 대량 출혈 등의

17)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잡아당기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

테터 자가매듭 형성의 예로는 Bromage, Blass 등의

경막외 카테터의 경막외강 내 매듭, Kikuchi 등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터의 매듭, 그리고 Colbert, Mond,
18-20)

에 흉부 방사선 사진,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매듭의

의한 폐동맥 카테터의 매듭 등이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다음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경험한 중심정맥 카테터 삽

하거나 정맥 절개 방법의 도입 여부도 고려해 보아

관 시 J-유도철사에서 매듭이 형성된 보고는 찾아볼

야 할 것이다.

허인영 등에

수 없었다.
일단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에서 매듭이 발생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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