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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은 뇌척수액을 저류하는 뇌실(ventricle)이 급격히 커
져, 이로 인해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거나 혹은 뇌압을 낮추고자 할 때 시술하는 신경
외과적 응급시술
○ EVD는 뇌종양이나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등으로 뇌척수액 통로
가 막혀 급격한 뇌압상승을 일으킬 때, 뇌실내출혈이 있어 혈종을 배액하기 위해, 또
한 급작스런 수두증으로 인해 의식저하가 있을 때에, 국소마취 하에 응급으로 시술하
는 매우 중요한 신경외과 수련과정의 기본 시술이며, 가장 많이 하는 중요한 수술로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본 발명은 뇌실 카테터를 용이하게 삽입하는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용 기기에 관한 것
으로, 본체, 상기 본체에 나사 결합되는 방향지시기 및 상기 방향지시기에 결합되는
팔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본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또는 뇌척수액 뇌실-복강간 단락 시술(션트수술)시 정확하게 측뇌실의 전두부에 EVD
카테터를 위치시킬 수 있음

○ EVD를 시행할 때는 카테터 끝이 측뇌실(lateral ventricle)의 전두부(frontal horn)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최근에는 위치추적장치(navigation)가 있어 이러한 기계
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위치추적장치는 기계값이 매우 비싸서, 뇌종양 수술을 많이 하는 일부 대학병
원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응급으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장치
에 불편이 있고 또한 그 사용비가 매우 높아 주로 응급상황에서 시행하는 EVD를 위
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함
○ 최근 EVD시행시 카테터 끝(tip)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조사한 논문에서 나온 결과
는 의외로 약 40% 내외에서 만 비교적 정확한 부위에 위치했으며, 10% 내외에서
는 뇌실 밖의 뇌조직에 위치하기도 했음

○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뇌
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시에 정확하게 측뇌실의 전두부에 EVD 카테터 끝을
놓이게 할 수 있는 뇌실 카테터 삽입을 위한 기기를 제공
○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 또는 뇌척수액 뇌실-복강간
단락 시술(션트수술)시 오차를 줄이고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뇌실 카
테터 삽입을 위한 기기를 제공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뇌실 카테터 삽입을 위한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용
기기에 의하면,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시 정확하게 측뇌실의 전두부에 EVD
카테터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짐
○ 또, 본 발명에 따른 뇌실 카테터 삽입을 위한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용 기기에 의하면,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 또는 뇌척수액 뇌실-복강간 단락 시술(션트수술)시
사용자(의사)가 카테터를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효과도 얻어짐
○ 신경외과 응급수술시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뇌척수액 뇌실-북강간 단락술(션트수술)
에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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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EVD) 시술과 관련된 질환인 뇌종양 및 뇌실질내출혈에 관련된
환자를 독립적으로 가산하면 연간 약 7만명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뇌종양은 인체에 발생하는 전체 종양 중 세 번째로 많은 약 10%를 차지하며 소아에
서는 20%~40%에 이름. 국제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데, 국내에서는 매년 2,500~4,500명이 발생하여, 현
재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약 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 뇌종
양센터)
○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2011년 이후 매년 5만건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뚜
렷한 경향은 없으나 평균 2014년 이후 평균 5만건 이상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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