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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eakage of Epidural Catheter during Continuous Epidural Analgesia for Cancer Pain - A case report -

Jong-Ik Kim, M.D., Deok-Kyu Kim, M.D., Jeong-Woo Lee, M.D., and Ji-Seon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During pain control by continuous epidural analgesia, the breakage of epidural catheter is a very rare complication.  We 

experienced breakage of epidural catheter in patient of cancer pain during continuous epidural analgesia.  We performed epidural 

catheterization between T12 and L1 level for pain control.  After 6 weeks of epidural catheterization, abruptly patient complained 

severe pain.  When we applied negative pressure to catheter by syringe before epidural injection of bolus dose, a few airs were 

aspirated.  We strongly suspected breakage of catheter, and the breakage in 16－17 cm from epidural catheter tip was confirmed 

by normal saline administration via epidural catheter.  After new epidural catheter inserted again, patient's pain was controlled 

by VAS 2－4 and another complications were not appeared.  We must carefully manage the catheter because of complications 

of epidural catheter.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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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막외 카테터 거치는 마취뿐만 아니라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통상 인 약물 치

료로 통증이 하게 조 되지 않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경막외 공간에 카테터를 거치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효과 인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안 하

게 사용하고 있는 술기이다.1)
 하지만 경막외 공간에 카테터

를 거치하게 됨에 따라 카테터의 이동, 꼬임, 막힘, 매듭형

성, 는 열과 같이 카테터 자체에 생기는 문제와 비록 

드물지만 경막외 농양처럼 치명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카테터 거치  유지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

으로 되어있다.2-7)

  자는 암성 통증 조 을 하여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

했던 환자에서 추  찰 에 경막외 카테터가 열되는 

경험을 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72세 남자 환자가 2달 에 폐 이가 동반된 췌장암을 

진단 받은 후에 개인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외래 방문 몇 일 부터 통증 조 이 잘 되지 않아 본원 

통증치료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와 경구용 모르핀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시각통

증등 (visual analogue scale, VAS) 7－8 정도의 강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경막외 공간으로 약물을 투여하기 해 첫번째와 두번째 

요추 사이로 경막외 카테터(FlexTip PlusⓇ, ARROW, USA)가 

머리 방향으로 3 cm 깊이 들어가도록 삽입하 다. 이때 피

부에서 경막외 공간까지 깊이는 약 5 cm이었다. 카테터는 

견사(silk)로 피부에 고정한 후 똬리 모양으로 두 바퀴 반을 

돌려 반창고(TegadermTM, 3M Health Care, Germany)로  

하 다. 경막외 공간에 morphine 5 mg과 1% lidocaine 5 ml 

일회 주입으로 통증 정도가 VAS 8에서 VAS 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시간당 0.5 ml의 속도로 지속 주입되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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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reakage is confirmed by 0.8% indigo carmine leakage. 

Methylene blue dyes are drained through the tip of epidural catheter 

and leaked at 16－17 cm from catheter tip.

분 마다 0.5 ml씩 추가 투여 할 수 있는 지속  약물 주입

기(Accufusor plusⓇ, 우 메디칼, 한국)를 0.225% ropivacaine 

100 ml에 morphine sulfate 75 mg 혼합하여 연결해 주었다. 

이후 환자는 VAS 3 정도로 하게 통증이 조  되었다. 

국소 염증 소견은 3－4일 간격으로 외래를 방문할 때마다 

거치부 의 국소 발 이나 압통  발열감 그리고 약물 주

입시 통증 발생 여부로 확인 하 다.

  시술 1주일 경 환자 부주의로 인하여 경막외 카테터가 

빠짐에 따라 열두번째 흉추와 첫번째 요추 사이로 경막외 

카테터를 재거치 하 다. 환자의 통증이 VAS 2－5 사이로 

유지되도록 외래 방문시 약물의 용량을 정하여 차 으

로 증량하 다. 카테터 삽입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고 통증은 하게 조 되었다.

  카테터를 재거치한 후 5주 경에 환자의 통증이 VAS 6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하여 C-자형 투시법  주사기 흡인

을 통한 카테터의 이동, 막힘, 열 등을 확인하 으나 문

제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약물을 일회 주입하여 환자의 

통증이 VAS 2－4 정도로 조 되는 것을 확인하고 모르핀

의 용량을 증량하 다.

  경막외 카테터를 재거치한 후 약 6주 경에 환자는 이틀 

부터 발생한 VAS 7－8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 다. 우선 카테터 거치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기 

해 주사기에 1% lidocaine 5 ml를 충 하여 카테터 어 터

에서 흡인을 시도하 으며 이때 공기가 흡인되는 양상이 

찰되었다. 이에 자들은 신체 외부로 노출된 카테터의 

열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었고 생리 식염수를 시험 으

로 주입하 다. 카테터 첨부로부터 16－17 cm 부 에서 생

리 식염수가 외부로 출되었고 카테터가 열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문진상에서 카테터가 손상 될 만한 당겨지

거나 꺾이는 등의 사건은 없었으며, 카테터가 열된 부

는 똬리 모양으로 돌려 반창고로 된 부 다(Fig. 1). 

열된 경막외 카테터를 제거한 후 새 카테터로 아홉번째 

흉추와 열번째 흉추 사이에 재거치 하 다. 카테터를 재거

치한 후에 환자의 통증은 VAS 2－4로 조 되었다.

고      찰

  암 환자에서 경막외 카테터의 거치는 통증 조 에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 하지만 마취  수술 후 통증 조 을 

해 사용될 경우보다 장기간의 카테터 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테터 거치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험이 더욱 높

다. 장기간 거치에 따라 비록 드물기는 하나 경막외 농양이

나 종 같은 치명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카테터의 

이동, 꼬임, 막힘, 매듭형성, 는 열과 같이 카테터와 연

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7) 

  본 증례에서 카테터를 삽입한지 6주 경에 통증이 갑자기 

조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기 질환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경막외 카테터 거치에 따른 

문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 동안 통증 조 이 

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  카테터와 연 된 문제인지

를 살펴 보기로 하 다. 약물 주입  실시한 공기 흡인으

로 카테터 열을 의심하여 생리 식염수를 이용해 카테터 

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거한 카테터에 0.8% indigo 

carmine (carmineⓇ, 한국유나이티드, 한국) 1 ml를 일회 주입 

시와 유사하게 주입 했을 때 경막외 공간에 카테터가 거치

된 상황과는 차이가 있지만 indigo carmine이 카테터 첨부와 

카테터 열 부 로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경막외 통증 조 에 사용되는 경막외 카테터의 열에 

해서는 매우 드물게 증례보고 되고 있을 뿐 그 발생 빈

도나 원인에 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Crawford는8)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한 27,000명 질식 분만 

환자  12명(0.04%)에서 카테터의 열이 있었다고 보고하

고, Collier는9) 경막외 카테터의 열 원인에 하여 골 

표면과 Tuohy 바늘의 첨부 사이를 카테터가 통과할 때 마

찰에 의해 카테터가 열 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본 증

례의 경우는 의 경우와 다르게 카테터가 환자의 신체에 

심어진 부 가 아닌 밖으로 노출된 부 에서 열된 것임

을 고려한다면 해당부 의 기계  자극이나 화학 인 원인

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정확한 원

인  기 에 하여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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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에서 카테터를 6주 동안 장기간 거치하게 된 이유는 

경막외 진통에 의해 환자의 통증이 VAS 2－3 정도로 조

이 잘되고 있었으며, 추  찰하는 동안 거치 부 의 발

이나 압통 등의 소견이 없었고, 약물의 일회 주입(1% 

lidocaine 2 ml) 시 통증 유발이 없었기 때문에 카테터에 의

한 염증 발생이 없는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테터의 교체 시기에 하여 아직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카테터를 거치하여 통증 조 이 잘되던 환자

에서 갑자기 통증 조 이 되지 않을 경우 자는 약물의 용

량을 올리기에 앞서 카테터의 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카테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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