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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Sanghyun Ahn, M.D.
Department of Surgery,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PICCs) are inserted percutaneously into peripheral veins (e.g. the basilic or
cephalic vein et al.) and the tip of the catheter is most often placed in the superior vena cava or at the cavo-atrial
junction. Since introduction of PICCs into clinical practice 30 years ago, PICCs have gained increasing popularity. The
relative ease of placement, low complication rate, ability to be introduced at the bedside, and infrequent need for
replacement will make PICCs more useful tools for patients requiring central acces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indications, contraindications, insertion methods, and complications of PICCs. (Surg Metab Nurtr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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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적응증

다수의 환자들은 항생제, 항암제, 또는 총정맥영양법(total

말초정맥내관삽입술(IV cannulation)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

parenteral nutrition)의 투여를 위해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정맥

는 방법이지만, 수액의 침윤(infiltration), 이전(dislodgement)

접근(intravenous access)이 흔히 필요하다. 말초삽입중심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이 어렵고 중심정맥 내에

카테터(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PICCs)는

투여해야 하는 약이나 총정맥영양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

자쪽피부정맥(basilic vein)과 같은 말초 혈관에서 삽입하고 카

절하다. 중심정맥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는 일반적으

테터의 끝은 상대정맥(Superior Vena Cava)과 같은 중심정맥

로 쇄골하정맥(subclavian vein)이나 내경정맥(internal jug-

에 거치하는 카테터이다.

ular vein)을 통해 삽입하는 비터널식이나 터널식 또는 피하조

본 연구는 PICCs의 적응증과 장점, 금기증, 삽입방법, 그리
고 합병증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직에 삽입하는 포트 등이 있다. 이런 중심정맥카테터는 환자에
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 소아의 경우 전신 마취의 필요성과 혈
종과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1,2]
PICCs는 말초혈관에 삽입하는 정맥내관삽입술의 장점과 중
심정맥카테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PICCs는 상대적으
로 쉬운 거치, 낮은 합병증, 병상(bedside) 옆에서도 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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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
심정맥에 카테터의 끝이 거치하기 때문에 pH가 낮거나 삼투압
농도(osmolality)가 높은 부식성(caustic) 용액의 투여도 가능
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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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ICCs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에서 거치된 후 사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시술 시 주의해야 한다. 이들

용할 수 있다.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ICCs는 환자

환자에서는 다른 부위에 삽입을 고려하거나 방사선 투시검사

의 만족도를 높이고 입원 기간을 감소 시켜 비용을 유의하게

(fluoroscopy) 하에 안전하게 거치 되야 한다. 투과검사 하 삽

감소시켰다.[5] 따라서 수 주에서 수 개월 이상의 장기간 투약

입은 혈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와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

이 요구되거나 부식성 약물의 투여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서

조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다.

PICCs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PICCs는 장기간 항생제 투여,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PICCs는 매우 주의 깊게 선택

총정맥영양법, 혈액제제 투여, 항암제 사용에서 가장 흔하게 사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신기능 감소 환자는 향후 투석을

용된다.[6]

위해 동정맥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에서 82%의 환자에서 치료 완료까지 1회의 PICCs삽입
만 필요하였고 외래환자의 경우 치료 완료 비율이 더 높았

방

법

다.[2,7,8] 소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ICCs 사용
기간의 중간값은 87일에서 161일 이었고 일부 환자에서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였다.[6]

대부분의 기관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PICCs의 삽입을 위해
훈련된 전담간호사와 담당의사로 이루어진 팀을 운영한

수술 후 단기간 동안 PICCs를 사용한 연구에서 반복적인 정

다.[15-17] PICCs거치는 입원환자의 경우 침대 옆에서 시행

맥천자(venipuncture)를 감소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을

될 수 있고 외래환자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유의하게 향상하였으며 약과 수액의 투여의 지연을 감소시켰

대부분의 PICCs팀은 변형 셀딩거 테크닉(modified Seldinger

다.[9] 더욱이, 정맥천자를 통해 채혈이 자주 필요한 환자 역시

technique)을 사용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작은 게이지의 바늘

PICCs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10] 대부분의 제조사가 카테

과 마이크로안내도관(microintroducer)을 이용한다.

터의 내경이 3.8-4F보다 작은 경우 카테터의 폐색 가능성 때문

먼저 PICCs가 필요한 환자의 가능한 삽입 부위를 평가한다.

에 혈액 채취를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3F만큼

초음파를 이용하여 PICCs 삽입 혈관을 찾는 방법은 성공률을

작은 카테터로부터 안전하게 채혈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

높이고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18-22] 한 연구에서 초음파를

히 작은 카테터가 소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환

이용하기 전 76.9%의 성공률과 비교하여 초음파를 이용 후 성

자에게 채혈에 대한 불안감과 통증을 줄여 줄 수 있다.[2,11]

공률을 98.9%까지 올렸다.[18] 또한 합병증의 하나인 혈전의

이런 채혈의 장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헤파린이 함유된 생

발생 비율을 9.3%에서 1.9%로 감소시켰다. 소아 환자에서도

리식염수와 같은 용액을 채혈 후 카테터 내로 플러싱(flushing)

초음파를 이용한 PICCs 거치는 98%의 성공률을 보였다.[20]

해야 한다.[4,12]

사용가능한 정맥은 자쪽피부정맥(basilic vein), 팔오금중간

또한 PICCs는 단기간 혹은 중장기간(최고 3개월) 총정맥영

정맥(median cubital vein), 노쪽피부정맥(radial vein), 위팔

양법이 필요한 환자에서 좋은 선택이 된다.[13] PICCs의 사용

정맥(brachial vein)등이 있다. 감염과 혈전 등의 합병증을 줄

으로 카테터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입원 환자와

이기 위해 아래팔 보다는 위팔이 더 적합하다.[18] 자쪽피부정

가정 간호 환자에서 최장 3개월 정도 까지 성공적으로 사용할

맥은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된다. 왜냐하면 큰 직경으로 삽입하

수 있다.[14] 따라서 총정맥영양법을 위해 중심정맥카테터를

기 쉽고 상대정맥까지 직접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팔오금중

삽입하기진 PICCs가 우선 고려 되야 한다.

간정맥은 직접적으로 촉지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자쪽피부
정맥에 비해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특히 목발을 사용하는 환

금기증

자에서는 피해져야 한다. 위팔과 아래팔의 노쪽피부정맥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정맥이다. 특히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에

금기증은 거의 없으나 PICCs를 거치할 환자의 선택에 있어

서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이 정맥의 가장 큰 단점은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금기증

액와정맥과 합류 부위가 90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위쪽으로 올

은 화상, 외상, 피부 감염 등으로 인한 삽입 예상 부위의 피부의

라 갈 수록 정맥이 가늘어져 정맥염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

손상으로 인하여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또한, 패혈증

이다. 위팔정맥은 동맥과 신경과 매우 가깝게 있어 사용 가능성

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액배양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거

이 가장 낮다. 이 정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

치를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삽입 부위 정맥의 혈전이나 방사선

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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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s삽입은 다른 중심정맥관 삽입과 마찬 가지로 카테터
관련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멸균 기술이 필요하
다.[23] 술자는 멸균된 마스크, 가운, 모자, 장갑을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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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교차비, 8.26; 95% 신뢰구간, 5.11-13.43).[33]
정맥 혈전증의 발생 빈도는 1000카테터-일 당 0.58에서 3.85
로 높지 않았고 대부분 무증상이었다.[30,35]

해야 한다. 환자의 시술 될 부위에 알코올이나 클로르헥시딘을

감염은 삽입 부위 피부에 국한되는 경우와 심각한 전신 감염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고 멸균된 포를 전부 덮어야 한다. 이런

증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1000카테터-일 당

완전한 멸균 기술은 PICCs의 거치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카

0.15에서 6.4로 상대적으로 드물었고 외래환자에서 더 낮은 비

테터 관련 감염의 발생을 1.4%에서 0%까지 감소시켰다.[24]

율을 보였다.[31,36,37] 외래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비해 상

소독된 삽입 부위에 작은 게이지의 바늘로 천자 후 피가 나

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카테터의 감염은 환자와 의

오는 것이 확인되면, 가이드와이어를 천천히 전진시킨다. 천자

료진의 교육과 사용 방법의 개선으로 향상 될 수 있다.[24]

바늘을 제거하고 안내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11번 칼날로 삽입

카테터 끝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흔한 현상이다. 팔의 운동은

부위에 작은 틈을 만든다. 그리고 안내도관 내로 사전에 측정된

팁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평균 2.2개의 늑골 사이를 움직

길이만큼 카테터를 삽입한다. 삽입 길이는 일반적으로 삽입부

인다.[38]

위에서 어깨까지 길이와 그곳에서 흉골절흔(sternal notch)까
지 길이를 합한 후 남자는 7 cm, 여자는 5 cm을 추가로 합한

기타 드문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심장눌림증(cardiac
tamponade), 카테터 절단 등이 보고 되어있다.[39,40]

다. 삽입된 PICCs는 세트에 포함 되어 있는 고정 테이프를 이
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한 후 멸균 드레싱을 한다. 사용 전에 방

요

약

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카테터 끝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PICCs는 안전하고 쉽게 거치 될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

이상정인 PICCs의 끝의 위치는 원위부 1/3 상대정맥과 상대

모두에게 치료의 만족감을 준다.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낮고 금

정맥/우심방경계(SVC/RA junction)에 거치되어야 한다. 반드

기증이 거의 없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치료를 위해 PICCs의

시 중심정맥에 거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정맥, 겨드랑

사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정맥, 쇄골하정맥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나 사
용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25,26] 필요 시 중심정맥에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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