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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afety of an ultrasound-guided peripherally insertion central catheter (PICC) fo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consecutive patients who received ultrasound-guided
PICC for chemotherapy between Sep. 2016 and Dec. 2017 were reviewed. The diameters of
the basilic and brachial veins were measured in all patients. The procedures were performed
when the diameter was more than 2.5 mm in the basilic vein first. The procedure was performed on the brachial vein when the diameter of the basilic vein was less than 2.5 mm. The
technical success rate,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duration of catheter service day by
veins (basilic vs. brachial) were examined.
Results: A total of 113 procedures were analyzed. The mean age was 61.9 ± 10.5 years
(range 35–83 years). The technical success rate was 100%. The mean diameters of the basilic
and brachial veins were 3.8 ± 0.8 mm and 3.9 ± 1.0 mm, respectively. The mean duration
of the catheter service day was 95.8 ± 77.8. No difference in the diameter of the vessels according to age was noted.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related catheter removals was similar in the two groups (26 in the basilic group and 27 in the brachial group; infection, 15.6%
vs 22.4%, P ＞ 0.05 ; thrombosis, 6.3% vs. 6.1%, P ＞ 0.05; occlusion, 4.7% vs 6.1%, P ＞
0.05).
Conclusion: The ultrasound-guided PICC procedure ensures a successful probability in cancer patients.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s was similar in the two groups (brachial vs. basilic).
Keywords: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ization, Chemotherapy, Ultrasound,
Complication

론

를 위하여 중심 정맥관 삽입술을 진행한다. 항암환자에게
서 중심 정맥관 삽입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항암기간, 환자

일반적으로 암 환자에게서 항암화학요법 및 지지 치료

의 순응도, 시행 후 개인 관리 등의 이유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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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흉부에 외과적 시술을 이용하여 이식하는 포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카터테는 5F Dual-Lumen

트 삽입술이 많이 사용되지만, 외과적 시술의 부담과 비

cathter (Bard Peipheral vascular, INC., AZ, USA)를

용, 미용적 문제 등의 단점들로 인하여 말초 삽입 중심 정

사용하였다. 환자가 앙와위 자세(Supine position)로 팔

맥관 시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3)

의 근위부에 토니켓을 적용 후 상완정맥(brachial vein),

초음파 유도하 중심 정맥도관 삽입이나 흉수천자, 복수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시

천자 등의 술기를 시행하는 것이 해부학적 지표를 사용한

술이 적용되는 팔의 선택은 비 우선 사용 팔(non-domi-

맹목적 삽입 또는 천자에 비하여 기계적 합병증을 줄일 수

nant arm)을 선택하였고, 상완정맥(brachial vein), 척골

있으며 삽입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4)

측피부정맥(basilic vein) 중에서는 척골측피부정맥의 직

초음파 유도 하에 술기를 시행할 경우 표적이 되는 곳까지

경을 우선 측정하여 2.5 mm 미만일 경우 상완정맥을 사용

바늘을 진입시키면서 시술자가 바늘 말단부의 위치를 언

하였다. 방향성을 가지는 유방암의 환자인 경우는 유방절

제나 확인할 수 있고 주요 구조물을 피한 채로 진행 방향을

제 수술받은 쪽의 반대 팔을 사용하였다. 말초 삽입 중심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정맥관 삽입 시에는 선형탐색자(linear probe)를 이용하

초음파 유도하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 삽입술은 흉부의

여 삽입 부를 확인 후 초음파로 보이는 정맥의 가장 넓은

포트 삽입술보다 상대적으로 시술이 간편하며 수술적인

부위의 직선 길이를 직경으로 측정하였다. 말초 삽입 중심

위험은 적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흉부 포트 삽입술보

정맥관 시술은 혈행 감염 예방을 위해 무균적 외과 드레이

다 상지 정맥 혈전 색전증, 카테터 혈류 감염 및 기계적 합

프(aseptic surgical drape)을 시행하였고 2% 클로르헥시

병증과 시술의 실패 위험이 증가하여 항암환자에게 시술

딘(chlorhexidine)을 사용하여 무균적 예방조치를 하여

합병증이 우려된다. 또 외부 챔버가 있어 일부 환자에게서

피부 삽입 부위를 준비한 이후 초음파로 상완정맥(bra-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6-10)

chial vein),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의 체액이 저류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말

된 부분을 확인 후 21 게이지(gauge) 바늘을 사용하여 셀

초 삽입 중심 정맥관 시술을 시행한 환자를 분석하였다.

딩거 기법으로 유도철사 삽입 후 확장기로 확장, 도관 삽

카테터 삽입술이 시행된 상완정맥(brachial vein), 척골

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혈관 조영술 및 투시검사를

측피부정맥(basilic vein)의 선택과 직경의 측정에 초음파

이용하여 카테터의 끝은 기관용골(carina)의 척추체

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시술의 안정성과 그와 관련된 카

(Vertebral body) 2개 아래에 거치하도록 하였다.

테터 관련 합병증의 발생률을 연구하여 연관성을 알아보

환자에 대한 기본 임상정보, 술기의 종류, 합병증 등을

고 초음파를 이용한 술 전 평가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카테터 유지 기간은 카테

였다.

터 삽입 및 제거일로 확인하였으며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
술이 결정된 2.5 mm 이상의 상완정맥, 척골측피부정맥을

방

법

두 집단으로 나눠 비교연구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악성 종양

그램을 이용하였다. 집단별 비교를 위한 분석으로 교차분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 시술을 혈

석은 카이제곱 검정과 우도비 검정을 이용하였고, 평균 비

관외과 의사에 의하여 초음파를 통해 상완정맥(brachial

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데이터

vein),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의 직경을 평가하여

의 수가 30이하로 비모수 검정이 필요하여 맨휘트니

시술이 진행된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P

하였다.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모든 술기는 본원 수술실에서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과
관련된 정맥 직경 측정 및 도관 삽입의 과정을 초음파 유도
하에 진행하였다. 초음파는 Prosound α7 Premier

였다.
본 연구는 본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YUMC 2019-04-026)을 받아 진행되었다.

(Hitachi aloka CO., Ltd., Mure, Mitaka-shi,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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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 수술의 세부사항(Table 2)

1. 환자의 임상적 특징(Table 1)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악성종양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61.9 ± 10.5세였고 남자가 70%를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를 위해 초음파 유도하 말초 삽

차지하였다. 암환자는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65.6%),

입 중심 정맥관 시술은 총 113례 시행되었다. 카테터 유지

당뇨(5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체질량지수(body

기간은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은 평균 90.7일, 상

mass index)는 23.3 ± 3.8로 나타났다.

완정맥(brachial vein)은 평균 102.5일로 나타났으며, 시
술이 진행된 팔의 경우 비 우선 사용 팔(non-dominant
arm)을 선택하여 오른쪽 보다 왼쪽의 시술이 더 많았다.
각각의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 상완정맥(brachial
vein)의 직경과 길이는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의 증가에 따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른 정맥의 직경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n (%)

Values (n = 113)

Age (year)
Gender
Male
Female
2
Body mass index (kg/m )
Cancer
Gastrointestinal
Hematological
Respiratory
Head & neck
Breast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Cerebral vascular accident
Ischemic heart disease

61.9 ± 10.5
70 (61.9)
43 (38.1)
23.3 ± 3.8
44 (38.9)
34 (30.1)
22 (19.5)
10 (8.8)
3 (2.7)

3. 제거사유(Table 3)
항암치료를 종료한 후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을 제거한
사람들의 두 정맥의 집단 비교시 차이가 없었으며 카테터
혈류 감염, 상지 정맥 혈전 색전증, 카테터 막힘으로 인한
두 정맥의 집단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 정맥 혈전 색전증으로 카테터 제거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전을 초음파
로 확인한 후 제거하였다(Fig. 1).

40 (35.4)
31 (27.4)
8 (7.0)
8 (7.0)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presented
number (%).

고

찰

말초 정맥내 주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Table 2. Procedure Details
Variables, n (%)

Basilic vein (n = 64)

Brachial vein (n = 49)

P-value

Technical success
Catheter day
Direction
Left
Right
Length (cm)
Left
Right
Diameter (mm)
Age (year)
–59
60–69
70–

100%
90.7 ± 75.4

100%
102.5 ± 81.1

0.425

56 (87.5)
8 (12.5)

34 (69.4)
15 (30.6)

0.018

43.8 ± 3.3
39.4 ± 2.7
3.8 ± 0.8

42.6 ± 3.3
37.5 ± 2.6
3.9 ± 1.0

0.106
0.09
0.275

3.8 ± 0.9
3.8 ± 0.8
3.7 ± 0.8

3.8 ± 0.7
4.3 ± 1.2
3.6 ± 0.8

0.321
0.439
0.713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presented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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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son for Removal
Variables, n (%)

Basilic vein (n = 64)

Brachial vein (n = 49)

P-value

Complete therapy
Complication
Infection
Thrombus
Occlusion
Malposition
Self-remove

25 (39.1)
26 (40.6)
10 (15.6)
4 (6.3)
3 (4.7)
1 (1.6)
8 (12.5)

12 (24.5)
27 (55.1)
11 (22.4)
3 (6.1)
3 (6.1)
2 (4.1)
8 (16.3)

0.102
0.126
0.355
0.978
0.737
0.410
0.563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presented number (%).

Fig. 1. Ultrasound finding on thrombus in Catheter-related complication: (A) Axial view, (B) Longitudinal view.

Standard blind approach를 통한 중심 정맥관 카테터 시

교적 환자수가 적고 원발암의 분포가 이질적이며 혈전의

술은 동맥 천자, 기흉, 혈종,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

빈도가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후 환자수를 더

다.(11,12)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중심 정맥 카

늘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시술에 사용된 카테터의

테터 삽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초음파를 이용하여

굵기는 고정한 채 시술 정맥의 직경을 2.5 mm 이상으로

시술 혈관의 협착과 혈전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 합병증의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시술 성공률이 100%인 점을 근거

빈도를 낮춰 시술의 성공률을 높였다고 보고되었다.

로 초음파로 직경을 측정 후 시술 정맥을 선택하는 것이

(13,14) 본 연구에서는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없이 높은 성

높은 성공률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률을 보여 Standard blind approach보다 초음파 유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항암환

하 시술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에게서 중심정맥 혈관 카테터의 시술은 유용한 방법이

항암화학요법 환자에서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이 삽입

나 카테터 혈류 감염, 상지 정맥 혈전 색전증 등의 위험이

된 팔의 혈전 발생은 카테터의 제거로 인한 치료 중단, 제

있다.(20,21) 초음파 유도하 시술은 도관을 설치할 정맥

거한 후 재시술의 경비 상승, 정맥염, 정맥 협착, 폐색전증

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시술 중 카테터

을 유발할 수 있다.(10,15,16) 혈전의 생성은 환자의 당뇨,

관련 혈류감염을 최소화시켜 혈전 색전증을 증가시키는

비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전 정맥 혈전 색전증 및 항암

혈관 손상과 시술 시간을 최소화하여 합병증을 줄인다고

환자에게서 발생율이 증가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보고된다.(22) 시술 시간이 조사되지 않아 카테터 혈류 감

(7,17-19) 또 카테터의 직경이 굵을수록 색전 발생율이 높

염, 혈전 색전증이 시술 시간에 따라 발생률에 대해 연구

다고 보고되었다.(10)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의 기저 질환

가 미흡하나 초음파를 사용함에 따라 시술 관련 합병증은

에 따른 혈전 발생의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비

줄이고 시술 성공률이 높였기에 색전증과 감염률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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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초음파 유도하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 시술의 목표가 된 정맥의 직경을 측정하여
2.5 mm 미만인 경우 시술이 시행하지 않아 기준보다 작은
정맥의 시술은 제외되었다는 점과 본 연구 기관에서는 다
양한 직경의 카테터를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은 단일
기관에서의 후향적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어진다. 또, 말
초 삽입 중심 정맥관의 경우 우측이 성공률이 더 높으며
색전증이나 위치 이상등의 발생이 더 높다고 하였으나
(23,24) 본 연구에서는 비 우선 사용 팔(non-dominant
arm)을 선택하여 왼쪽의 사례가 많았으며 좌우 구분에 따
른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항암환자에게 있어서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은 항암치
료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며 비교적 높은 비율로 치
료를 마칠 기회를 제공한다. 시술이 적용될 정맥의 경우
초음파를 이용하여 직경을 측정하여 2.5 mm 이상을 선택
했을 경우 시술의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며 합병증없이 안
전하게 시술을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수
술 후 상지 정맥 혈전 색전증에 의한 카테터 제거를 결정하
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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