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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viac 카테터 제거 중 발생한 카테터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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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roviac 카테터와 같은 피하 터 를 통한 

심정맥 카테터(Subcutaneously tunneled 

cuffed central venous catheter)의 사용은 

장기간 정맥로 확보가 필요한 환자에서 

요한 치료법으로 카테터 삽입과 련된 합

병증은 잘 알려져 있으나 카테터 제거 시 

발생하는 합병증에 한 보고는 드물다
1,2.

자들은 Broviac 카테터 제거 시 발생한 

카테터 골 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

다.

증 례

제태기간 41주에 2.04 kg으로 태어난 남아

가 출생 후 주산기 가사(perinatal asphyxia) 

 신생아 발작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  

출생 29일째 원되어 신생아 환자실에 입

원하 다. 환자는 정맥로가 필요하여 입원 

이틀째 진정  국소마취 하에 4.2 Fr 

Broviac 카테터를 우측 쇄골 하부의 흉벽을 

통하여 피하 터 을 만든 뒤, 우측 경부에서 

우측 내경정맥에 19 gauge 주사바늘로 

을 천자한 뒤 천자된 구멍을 통해 삽입하

다(그림 1A). 삽입 21일째 환자의 상태가 호

되어 카테터 제거를 시행하 다. 카테터의 

cuff가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박리가 

힘들었으며 카테터를 당기면서 박리를 시행

하던  유착된 조직이 끊어진 순간 카테터

가 갑자기 당겨지며 끊어졌으며 끊어진 원

부는 탄력에 의하여 시야에서 사라져 단

순흉부촬  상 우측 쇄골하정맥과 정맥에 

걸쳐 치하고 있었다(그림 1B). 응 으로 

우측 퇴정맥을 통하여 재   내 시

술을 시행하여 성공 으로 제거하 다(그림 

2, 3).

환자는 제거 후 일주일째 특별한 문제없

었으며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재활의학과에

서 16일간 재활치료 후 퇴원하 다.

고 찰

피하 터 을 통한 심정맥 카테터의 제

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정맥 내 공

기색 증, , 카테터 골 , cuff 잔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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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ctured Broviac catheter, Fr # 4.2.

A B

Fig. 1. Plain chest x-ray of Broviac catheter inserted (A), and the status after catheter 
fracture (B).

Fig. 2. Removal of fractured catheter 
through right femoral vein by interventional
endovascular technique.

의한 합병증, 제거의 어려움, 흉, brachial 

plexus 손상 등과 같은 것이 있는데
2 카테터 

골 은 환자에게 치명 인 향을  수 있

다는 에서 정맥 내 공기색 증과 함께 매

우 요한 합병증 의 하나이다
2.

카테터 골 이 발생하는 명확한 기 은 

불분명하나 정맥에 카테터의 말단부가 유착

되어 카테터의 근 부를 견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쇄골하정맥으로 삽입한 경우 카

테터가 첫 번째 늑골과 쇄골 사이에서 리

는 “pinch-off sign”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

다
3. 한 삽입이나 제거 시 인지하지 못한 

카테터의 손상이 카테터 골 을 유발하기도 

하며 본 에서와 같이 카테터가 갑작스럽

게 과도한 힘으로 당겨지는 상황도 골 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Brov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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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나 Hickman 카테터와 같이 cuff가 있

는 심정맥 카테터의 제거 시에는 cuff의 

박리 시 카테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

하며 cuff가 주변조직으로 박리되었을 때 갑

작스럽게 당겨지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제거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2
.

카테터 골 에 의하여 카테터 색 증이 

발생하면 색 증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

며 재   내 시술(interventional 

endovascular technique)을 통한 제거가 가

장 바람직하나
4,5 실패할 경우 개흉술에 의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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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ter Fracture during Removal of Broviac Cath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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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subcutaneously tunneled, cuffed central venous catheters like 

Broviac’s or Hickman’s has increased and complications related to catheter removal 

has also increased. However, there are only few reports of complications that occur 

at the time of removal. The authors report an unusual case of catheter fracture 

during removal of Broviac catheter.

(J Kor Assoc Pediatr Surg 13(1):72～7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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