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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카테터(CCOmbo Swan-Ganz catheter)거치중
발생한 희귀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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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mon Complications Related to Pulmonary Artery Catheterization (CCOmbo Swan-Ganz catheter)
-Two case reportJong Yeon Park, M.D., Suk Jin Lee, M.D.*, and In Cheol Choi,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Seoul; *Gangneung Asan Medical Center,
Gangneung, Korea

Case 1: A 30-year-old woman was scheduled for mitral valvuloplasty. A pulmonary artery (PA) catheter (Swan-Ganz CCOmbo
model: 744HF75, EdwardsⓇ, USA) was inserted via an introducer (8.5 Fr) placed in the right external jugular vein. The tip
of the catheter could not be passed from the external jugular vein to the subclavian vein. When we attempted to advance the
PA catheter again 30 minutes later, it could not be advanced or withdrawn. The PA catheter was removed with an introducer.
The tip of the introducer had curled up into the intralummial space and the PA catheter had impacted in the narrowed lumen.
Case 2: A 48-year-old woman was scheduled for tricuspid annuloplasty. A PA catheter was inserted via an introducer placed
in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without problem. After opening the right atrium and withdrawing the PA catheter, a vinyl strip
was found to have torn away from the distal part of the PA catheter.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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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의 마취관리에서 동맥압,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1970년 Swan

등 압력의 측정과 심박출량의 측정은 심기능과 혈관저항

등에1) 의해 폐동맥 카테터가 개발된 이후 지속적인 심박출

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비침습적으로 심박출량을 측

량의 측정(continuous cardiac output measurement)에 대한 요

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전신혈관저항이나 폐

구가 계속 증대되어 도플러를 이용한 방법, 식도심초음파를

혈관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폐동맥 카테터를 삽입하여

이용한 방법, 동맥압 파형분석법, 대동맥 혈류의 전기자장

폐동맥압과 심박출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폐동맥 카테터를

측정법 등이 개발되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은 열희석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이유로 성공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2) 최근 임상에서

왔으나 각종 압력의 측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

는

여 열희석법에 의한 심박출량 측정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warm thermodilution)을 이용한 폐동맥 카테터가 많이 사용

수밖에 없고 일회 측정을 위하여 10 ml의 차가운 용액을 2

되고 있다. 이 폐동맥 카테터는 우심실 위치에(15-25 cm)

-3회 주입하게 되므로 체온감소, 수액과다, 감염 등의 문

열선을 장치하여 44oC 이하의 열을 혈액으로 전달하여 폐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호흡, 용액을 주입하는 속도 등

동맥 카테터 끝에 위치한 온도계로 온도차를 측정하여 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정확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측정

동으로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감시 장치이다. 최근에는 심박

1990년

Yelderman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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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카테터가 개발되어 자동적으로 모든 심장 지
표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폐동맥 카테터의 거치는 심
장 수술 등의 마취관리 시 심기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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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 본 저자들은 심장 수술을 위해 지속적 심박출

삽입 한 채로 30분 경과 후 재 삽입하기 위해 후진시키고

량을 감시할 수 있는 폐동맥 카테터(Swan-Ganz CCOmbo 모

자 하였으나 1 cm 정도 후진된 후에는 더 이상 후진도 전

델명: 744HF75, Edwards

Ⓡ

진도 되지 않았다. 유도자와 함께 카테터를 제거하였으며

USA)를 거치하는 도중 희귀한 합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후 특별한 문제없

병증 2례를 경험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이 수술을 마치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증

례

제거된 유도자와 카테터를 관찰한 결과 유도자의 말단부
가 내강속으로 말려들어가 내강이 좁아져 있었고 그 속에

증 례 1

카테터가 끼어 있었다(Fig. 1).

30세 여자환자(체중 52 kg, 신장 162 cm)가 승모판 역류

증 례 2

의 진단하에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마취 전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좌측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48세 여자환자(체중 59 kg, 신장 158 cm)가 승모판 역류,

거치하여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Midazolam 10 mg,

삼천판 역류, 심실세동의 진단을 받고 승모판막 및 삼천판

vecuronium 0.15 mg/kg을 정주하여 마취 유도를 하였으며

막 성형술, 부정맥 수술을 받기위해 내원하였다. 마취 전

혈압을 감시하면서 fentanyl 500μg을 점적한 후 기관내 삽관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좌측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거치하여

을 시행하였다. 마취유지를 위해 isoflurane 1-2 vol%를 사용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하였으며 midazolam, fentanyl, vecuronium을 간헐적으로 투여

Midazolam 10 mg, vecuronium 0.15 mg/kg을 정주하여 마

하였다.

취 유도를 하였으며 혈압을 감시하면서 fentanyl 500μg을

마취유도 후 두부하강 체위를 취하고 우측 내경정맥에

점적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마취유지를 위해

폐동맥 카테터를 거치하고자 하였으나 내경동맥이 천자되

isoflurane 1-2 vol%를 사용하였으며 midazolam, fentanyl,

어 실패하였고 다시 우측 외경정맥에 폐동맥 카테터를 거

vecuronium을 간헐적으로 투여하였다.

치하였다. 카테터 유도자(introducer)는 문제없이 잘 삽입되

마취유도 후 우측 내경정맥에 폐동맥 카테터를 거치하였

었다. 폐동맥 카테터를 거치하면서 처음에 별 문제없이 진

으며 거치 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수술 중 삼천판막 성

행되었으나 우측 외경정맥과 쇄골하정맥의 연접부위에 이

형술을 하기위해 우심방을 절개하고 외과의사가 카테터를

르러서 전진 시 저항이 느껴지며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

후진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카테터를 후진시키는 도중 카

다. 전진 시 진행 방향이 잘못되어 혈관벽에 접촉하고 있는

테터의 말단부에 피복이 벗겨져서 수술 시야에 노출되어

것으로 판단하고 수 차례 반복시행 하였으나 심장 내에 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벗겨진 피복과 함께 폐동맥 카테터

테터를 거치하는데 실패하였다. 약 20 cm 지점에 카테터를

Fig. 1. (A) upper; the tip of the
introducer was curled up into the
intralummial space where was impacted in the narrowed lumen. lower;
normal inserted via an introducer.
(B) The tip of the introducer is
changed and still curled up after the
Swan-Ganz CCOmbo catheter was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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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8)

삼첨판 역류9) 등에서 부정확할 수 있다. 물론 카테터

의 위치가 적절치 않거나 우심실이나 폐동맥벽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심박출량이 잘 측정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다.
Lichtenthal과 Gordan은10) 양에서 열선이 있는 폐동맥 카테
터를 장시간 사용하여 안전성을 점검하였는데 혈역학적 지
표, 체온, 각 장기의 기능, 혈액응고 등에 문제가 없었으나
현미경적으로 열선이 닿은 심내막하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1달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임상적 위험성은 기존의 폐동맥
카테터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폐동맥 카테터의 거치는

Fig. 2. The Swan-Ganz CCOmbo catheter with the vinyl strip torn
from thermal filament.

침습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폐동맥 카테터의 삽입 경로는 우측 내경정맥과 쇄골
하 정맥이 주로 사용되는데 우측 내경정맥로를 통한 거치

(Fig. 2)를 제거하였으며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변화가 없었

가 용이하고 고정이 쉬우나 내경동맥의 천자위험이 있고

다. 그 후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치고 환자는 중환자실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쇄골하 정맥

로 이송되었다.

의 경우 오랫동안 거치가 가능하나 거치가 어렵고 기흉 및

고

혈흉의 빈도가 높다.11) 증례 1의 경우 처음에는 우측 내경

찰

정맥을 선택하였으나 동맥천자가 일어나 우측 내경동맥을
압박하고 재시도 하지 않았다. 내경 동맥을 천자한 경우 압

폐동맥 카테터는 1970년 Swan 등에1) 의해 원위부의 기낭

박을 통한 지혈이 중요하며 특히 심장 수술의 경우에는

을 1.5-2 ml의 공기로 팽창시켜서 혈류를 따라 우심실에서

heparin을 사용하므로 확실한 지혈이 필수적이다. 쇄골하 정

폐동맥으로 카테터가 이동하면 말단부의 압력 파형을 감시

맥은 수액 주입을 위한 3중관 카테터를 삽입하여 우측 외

함으로써 쉽게 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폐동맥 카테터를 통

경정맥을 선택하여 재시도 하였다. 외경정맥은 내경정맥으

해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폐동맥폐쇄압을 측정함으로써 환

로의 연결 주행이 바르지 않고 판막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의 혈역학적 변화를 알 수 있고, 열 희석법을 통하여 심

심장내로 카테터 삽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자 등은

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심박출량을 이용하여 전

외경정맥이 카테터 삽입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

신혈관 및 폐혈관의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심장수

우 심장내로 삽입이 가능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하지

술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못 하였으므로 외경정맥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증례 1은 외

다. 기존의 열희석법은 차가운 식염수를 주입하여 심박출량

경정맥을 폐동맥 카테터 삽입 부위로 선택한 것이 합병증

을 측정하는데 비하여 최근에는 폐동맥 카테터에 열선을

을 유발한 일차 원인으로 사료된다.

장치하여 간헐온열희석법을 이용한 자동적으로 심박출량을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시 나타날 수 있는 경동맥의 천자,

측정하는 폐동맥 카테터가 개발되었다. 물론 완전 지속적

기흉, 혈흉 및 부정맥 이외에도 폐동맥 파열, 폐동맥 경색,

심박출량 감시가 아니라 약 3분마다 결과를 나타내 주기는

감염, 꼬임, 혈전 및 색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12-15) 또한 성

하지만 30초에서 1분마다 심박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상신경절 및 상완신경총 등의 신경손상도 보고된 바 있으

평균값을 모니터(Vigillance, EdwardsⓇ, USA)에 보여준다. 기

며,16) 거치 도중 우심실의 천공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7)

존의 열희석법을 이용한 간헐적 심박출량과 지속적 심박출

Slung 등은12) 합병증의 빈도가 약 15% 정도이며 그 중 심

량의 비교는 많은 연구가 있다.4-6) 대부분의 연구가 환자가

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빈도는 약 3-4% 정도라고 보고하였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평균 심박출량 차이가 0.1

다. 카테터 제거 시 카테터의 꼬임이나 주위조직의 손상이

L/min 이하로 오차가 거의 없지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카테터가 이동되지 않는 경우 카테

중환자의 경우는 2 L/min 이상의 유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터의 꼬임이나 심장봉합 시 같이 봉합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재생성(reproducibility)의 경우는 지속적

있다. 증례 1의 경우에는 심장내로 카테터가 삽입되지 않았

인 방법이 간헐적인 방법에 비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

으므로 꼬임이나 봉합 등의 원인을 생각할 수 없었다. 카테

내었다.6) 그러나 Vigillance를 이용한 지속적 심박출량 측정

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법은 심장내 단락(intracardiac shunt)이 있거나7) 간이식 수

안되며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서 신체 내에서 카테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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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상태를 파악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증례 1
의 경우에는 신체내로 삽입된 길이가 짧아 카테터 유도자
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여 유도자와 같이 카테터를 제거하
였다. CCOmbo 카테터는 말단부 14-25 cm 사이에 열선이
감겨져 있고 심박출량의 자동측정을 위해서 열선에서 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폐동맥 카테터에 비해서 내
경이 커서(7.5 Fr) 유도자와 카테터 사이의 공간이 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카테터의 열선의 열에 의해 부드
러워진 유도자가 카테터를 후진시킬 때 유도자의 말단부가
함께 내강 속으로 말려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열선은 니
켈 합금으로 44oC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카테터 유도
자는 폴리우레탄 재질로 Edwards 본사에 문의한 결과 열에
의하여 유도자가 부드러워지는 지는 시험해 본 적이 없다
고 하였다. 특히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테터를 제
거한 후에도 유도자의 끝이 변형되어 있음은 열에 의한 변
형으로 보인다.
증례 2의 경우는 CCOmbo 폐동맥 카테터 말단부에 열선
이 감겨있고 그 위에 얇은 비닐로 피복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비닐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중으로 접착되어 있으
며 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로 제작된 카테터와 연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작 중에 접착제의 불량으로 인해
피복된 비닐이 카테터를 전진시킬 때 일부가 벗겨진 것으
로 생각된다. 카테터와 열선이 있는 부위가 연속성을 유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열선이 있는 부위가 약간 두꺼운 것
이 사실이며 열선부위가 유도자를 통과할 때 약간의 저항
이 느껴질 수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유도자는 8.5 Fr로
카테터와의 지름의 차이는 0.3 mm에 불과 하므로 열선의
두께가 0.1 mm를 넘는다면 충분히 삽입 및 제거 과정에서
유도자와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두 증례 모두
CCOmbo 폐동맥 카테터의 열선으로 인한 합병증인 것으로
사료된다.
폐동맥 카테터는 심장기능과 호흡에 관련되는 여러 인자
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나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합병증 등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거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금번
증례에서 보듯이 제품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제품과
는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르는 예기
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동맥 카테터
거치 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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