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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다빈치로봇을이용한복강경근치적전립선절제술시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가뇌산소포화도에미치는영향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절제술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25°의 Trendelenburg 체위와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을 통한 인위적인 기복증을 유발해야 한다 . 따라서 , 

이 기간동안 심혈관계 , 호흡계 , 대사성 변화뿐 아니라 뇌혈역
학적변화가야기될수있다 . 또한근치적전립선절제술을시
행받는 환자들은 비교적 고령으로써 전신마취 시행 후 인지
기능의변화가초래될수있다는문헌적보고가많다 .

본 연구는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이 뇌산소포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근적외선 뇌산소포화도 측정기 (cerebral 

oximeter : near 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수
술 전후의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이용하여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
립선 절제술후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미
국마취과학회신체등급 1, 2에해당하는환자중뇌신경계질
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MMSE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와 수술
전 MMSE점수가 23점 이하인 환자 ,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환
자는 제외하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예정된환자 32명을대상으로하였다 . Sevoflurane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으며 뇌산소포화
도는뇌산소포화도측정기 (INVOS 5100TM, Somanetics, USA)

를 이용하여 마취 전 기간 동안 측정하였다 . 뇌산소포화도의
기준치는 마취 후 앙와위에서 측정 하였으며 좌측 67.4 ± 

5.8%, 우측 67.1 ± 6.6% 였다 . 뇌산소포화도는 Trendelenburg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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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분 후와 기복증 5분 후 변화하지 않았으나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좌측
70.7 ± 6.2%, 우측 70.1 ± 7.3%) 수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
다 . 3 명의환자에서뇌산소포화도가기준치의 15% 이상감소
하였으나수술 후 MMSE는감소하지 않았다 . 수술전 MMSE 

점수는 27.6 ± 1.7 (23-30) 이었고수술후 MMSE 점수는 28.4 ± 

1.4 (25-30)였으며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 다빈치 로봇을 이용
한복강경근치적전립선절제술시뇌산소포화도는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술
후까지 지속되었으며 수술 후 MMSE의 감소도 보이지 않았
다 . 그러나 , 본 연구 결과에서는 뇌산소포화도의 측정으로 수
술후인지기능의저하를조기에예측할수있는지확인할수
없었으므로이에대한연구는추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

핵심되는말 : 기복증 ,  Trendelenburg 체위 , 뇌산소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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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시 기

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가 뇌산소포화도에 미치는 영

향

<지도교수 남 남 남 남 순 순 순 순 호호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박 박 박 은 은 은 은 영영영영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최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외과 분야 뿐 아니라, 심장, 흉부, 신경외

과, 비뇨기과, 부인과, 정형외과 수술 등에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수술 술기

의 용이성과 정확성 뿐 아니라, 술 후 환자 회복 등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개복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비하여 수술 부위의 접근이 용이하여 술기가 용이할 뿐 아

니라, 출혈량과 수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1 또한,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

증이 적고 요실금의 평균 기간과 성생활로의 회복기간이 짧게 나타났다.2 

그러나,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시야 확보

를 위해 장시간 동안 25°의 심한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해야 하며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기복증을 유발하여 높은 복압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것은 

심혈관계, 호흡기계, 대사성 변화뿐 아니라 뇌혈역학적 변화가 야기된다. 

Trendelenburg 체위로 인한 심혈관계 변화로는 중심정맥압, 평균동맥압, 

심박출량, 폐동맥쐐기압, 평균폐동맥압이 증가하고
3,4

  호흡기계 변화로

는 총폐용량과 기능적 잔기량, 폐유순도를 감소시키며
4
  뇌혈역학적 변

화로는 두개내압과
5,6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7
 뇌의 대사성변화

3 
를 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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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기복증을 유발하는 복강경 수술 

또한 대사성 변화8 를 포함한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내는데 중심정맥

압,평균동맥압,폐동맥쐐기압이 증가하고9 최고흡기압과 평균기도압

이 증가하고10 폐유순도가 감소하고 기능적 잔기량이 감소한다.11 또

한,두개내압을 증가시키고12 뇌혈류 속도를 증가시킨다.13,14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으로 인한 변화 뿐 

아니라  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들이 주로 고령이 많은데,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를 보일 수 있으므로
15-17  

술 후 인지기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근적외선 뇌산소포화도 측정기(cerebral oximeter,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는 두 센서를 양쪽 이마에 부착하여 두 가지 (730과 803 

nm) 근적외선 파형이 머리덮개와 머리뼈를 통과해 대뇌 전두엽 피질의 조

직 산소포화도(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rSO2)를 비침습적으로 지

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뇌 헤모글로빈 탈산소화를 정확하게 인

식하여 산소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18 주로 심

장수술
19
이나 뇌수술

20, 뇌 손상 환자
21
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노인 환자

의 복부 수술
15,16 

이나 간이식 수술
22
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뇌산소포화도가 기준치의 15% - 2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절대적인 수치가 50% 이하인 경우 뇌허혈의 발생 등 수술 후 인지

기능 장애와 연관이 있고
15,19 

회복실에서의 재원시간과 입원기간을 연장시

킨다고 한다.15,17

이에 본 연구는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을 필요로 하는 다빈치 로봇

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시 수술 중 뇌산소포화도의 변화

를 분석하고 수술 후 MMSE검사를 통하여 인지 기능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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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 대 대 대 상상상상

 본 연구는 임상연구 위원회 승인 후 환자에게서 마취와 연구방법을 설

명하고 동의서를 얻은 후 시행하였다.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

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1등급 

또는 2에 해당하는 성인 남성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신경계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 간이 정

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시행할 수 없는 환

자, 수술 전 MMSE가 23점 이하인 환자,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들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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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모든 환자는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환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술 전 준비실에서 환

자의 과거력, 술전 검사결과, 현재 투여받고 있는 약물, 성별, 나이, 키 및 

몸무게 등을 확인 후 기록하였다. 마취 전처치로  glycopyrrolate 0.1mg을 

정맥주사 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입실하면 비침습적인 혈압계, 심전도, 맥박 산소 계측

기를 부착하였다. 마취 유도전 뇌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 cerebral 

oximetry (INVOS 5100TM, Somanetics, USA)를 사용하여 탐식자(probe)

를 양쪽 눈썹에서 5 mm 상방에 좌우에 각각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하여 기록하였다. 마취 방법은 모두 표준화시켜, 마취 유도는 propofol 

(1-1.5 mg/kg)과 remifentanil (0.3-0.5 ㎍/kg)을 정주하여 의식 소실 후 

rocuronium bromide (0.6 mg/kg)을 정주하여 최대 근이완 상태에 이르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이후 요골동맥을 천자하여 동맥압을 감시하

고 오른쪽 속목정맥에 중심정맥 도관을 삽관하여 중심정맥압을 측정하

기 시작하였다. 체온측정을 위해 비인두 체온계를 거치하였다.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1-1.5 vol.%)과 remifentanil (0.1-0.2 ㎍

/kg/hr)을 사용하여 산소와 공기를 2L/min의 유량으로 혼합하여 흡입 산

소분압을 0.5로 하고 모든 환자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2-37 

mmHg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마취 유도 후 미리 수술시처럼 수술침대의 머리쪽을 최대한 아래로 기

울여 바닥에 닿을 정도의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해보았는데 이때 바닥

과 침대가 이루는 각도가  25°가 되었다. 다시 앙와위를 취한 후 다빈

치 로봇의 팔의 위치를 정하고 피부 절개 후 로봇팔이 들어간 후 기복증

을 유도하며, 그 후에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였다. 집도의는 수술침대

에서 떨어진 위치의 작업대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는 수술이 끝나면 

정상체위로 복귀한 후 근이완을 가역 시킨 후  환자의 자발호흡이 충분

하고 의식이 돌아온 후 발관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뇌산소포화도를 마취 유도 후, Trendelenburg 체위 5분 

후, 기복증 5분 후,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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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위시 각각 측정하여 기록하며 각 측정 기간 동안 뇌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기간 또는 마취 유도 후 측정치의 15%이상 감소한 수술 

시기를 측정하였다. 혈역학적 지수는 요골동맥압, 맥박, 중심정맥압, 맥

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폐역학적 지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최

고흡기압, 고평부압, 폐유순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동맥혈 가스 분

석은 마취 유도 후, 기복증 5분 후,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 정상체위시 측정하여 동맥혈 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기록하였다. 기복증 총 시간, Trendelenburg 체위 총 시간, 총 수술 시간 

및 마취 시간, 총 투입된 수액량, 출혈량을 기록하였다.

 인지기능의 평가는 MMS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남력(10점), 기억

등록(3점), 주의 집중 및 계산(5점), 회상(3점), 언어(9점)의 5가지 영

역으로 총 30점을 만점으로 측정하며 수술 전, 수술 1일 후 환자를 방문

하여 MMSE 서식지에 작성하였으며, 수술 후 측정치가 23점 이하이거나 

수술 전 측정치보다 20% 이상 나빠지는 경우를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하

였다.
23

 모든 통계분석은 SPSS(11.5, USA)를 사용하여 연속변수들의 시간별 비

교는 repeated measured ANOVA를 사용하였고 수술 전후 MMSE변화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P〈 0.05를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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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 . . .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32명의 남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이, 체중, 키 등의 기초적인 측정 자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Values are mean ± SD, (range).

 

Age (yr)      63.4  ±  8.6 (38-78)

Weight (kg)      68.7  ±  6.7 (53.5-79)

Height (cm)    167.8  ±  5.4 (159-179)

Operation time (min)    234.0  ±  49.4 (169-360)

Anesthesia time (min)    298.8  ±  48.2 (197-420)

Trendelenburg position time (min)    174.9  ±  30 (131-260)

Pneumoperitoneum time (min)    189.5  ±  30.5 (140-275)

Intake (ml)  2506.3  ±  541 (1600-4300)

Output (ml)    901.6  ±  392.6 ( 200-1700)

Blood loss (ml)    529.7  ±  312.6 (5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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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수는 마취유도 후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동

맥압은 Trendelenburg 체위를 미리 취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으나 기복증 

후,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중심정맥압은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후부터 계속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평균동맥압과 중심정맥압은 정상체위 후에 기준 수치로 돌아왔

다. 뇌혈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온과 헤모글로빈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Table 2).

Table 2. Hemodynamic changes during study periods

Values are mean ± SD, *  p < 0.05 vs. T0.

T0 :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baseline), T1 : 5 min after Trendelenburg    

    positioning,  T2 : 5 min after the creation of pneumoperitoneum, T3 : 30 min  

    after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ing, T4 : after                  

    completion of surgery (supine position), HR = heart rate, MAP = mean           

    arterial pressure,  CVP = central venous pressure. 

   T0     T1    T2   T3 T4

HR

(beats/min) 62.7 ± 11 57.5 ± 7.7 62.1 ± 7.2 59.3 ± 6.8  61.9 ± 10.2

MAP

(mmHg) 82.9 ± 9.1 85.8 ± 9.5   98.5 ± 5.1*   87.3 ± 7.7*  83.8 ± 11.8

CVP

(mmHg)   7.1 ± 3.2   13.1 ± 5.1*   14.4 ± 4.2*   16.3 ± 6.9*  7.6 ± 2.7

Temperature

(℃) 35.9 ± 0.4 35.9 ± 0.4 35.9 ± 0.4 35.9 ± 0.5 35.8 ± 0.6

Hemoglobin

(g/dL) 12.3 ± 1.0 12.1 ± 0.9 12.3 ± 0.9 1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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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증을 취한 5분 후 평균복압은 19 mmHg였으며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취한 30분후에는 16 mmHg였다 .

 최고흡기압 , 고평부압은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면서 증가하기 시작
하여 기복증 후 계속 증가 하였으며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후최고 수치를보였으며정상체위로 취한 후감소하였으나기준치만
큼 감소하진 않았다 . 폐유순도는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복증 후 계속 감소하였으며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
한 30분 후 최저 수치를 보였으며 정상체위로 취한 후 증가하였으나 기준
치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 동맥혈 산소분압은 기복증 후부터 다소 감소하
기시작하여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 30분후가장감소하였으며동맥
혈이산화탄소분압은기복증후부터증가하는수치를보였다 (Table 3).

Table 3. Respiratory parameters

T0 T1 T2 T3 T4

PIP

(cmH2O) 15.0 ± 2.4  20.6 ± 4.0* 29.1 ± 5.3* 31.8 ± 3.9* 19.3 ± 2.9*

Ppla

(cmH2O) 14.7 ± 2.5  19.6 ± 4.0* 28.3 ± 5.0* 30.8 ± 4.0* 18.2 ± 2.7*

Com(mL/cm

H2O)  54.7 ± 4.0 39.3 ± 13* 24.7 ± 7.5* 21.7 ± 4.0*   44.5 ± 10.7*

PaO2

(mmHg)  211.4 ± 54.8 188.3 ± 36.6* 178.4 ± 46.6* 182.7 ± 32.9*

PaCO2

(mmHg)  32.5 ± 5.0 35.5 ± 5.5* 37.3 ± 4.8* 37.9 ± 7.9*

EtCO2

(mmHg)
32.0 ± 1.9  32.3 ± 1.8   32.6 ± 2.2 34.6 ± 3.3* 37.1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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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mean ± SD, *  p < 0.05 vs. T0.

T0 :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baseline), T1 : 5 min after Trendelenburg    

    positioning,  T2 : 5 min after the creation of pneumoperitoneum, T3 : 30 min  

    after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ing, T4 : after                  

    completion of surgery (supine position), PIP = peak inspiratory pressure,         

    Ppla = plateau pressure, Com = compliance, PaO2 = arterial partial pressure    

    of oxygen,  PaCO2 = arterial partial pressure of carbon dioxide, EtCO2 =         

    end tidal carbon dioxide tension.

좌우 각각 뇌산소포화도 기준치는 67.4 ± 5.8%, 67.1 ± 6.6% 였다.                

Trendelenburg 체위를 단독으로 취했을 때(좌측 66.6 ± 6.3%, 우측 66.4 ± 

6.4%)와 기복증을 동시에 유발시켰을 때 (좌측 67.6 ± 5.3%, 우측 67.4 ± 

5.6%)는 기준치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 취한 30분 후 측정한 뇌산소포화도는 양쪽에서 동일하

게 증가(좌측 70.7 ±  6.2%, 우측 70.1 ± 7.3%)하였으며 정상체위를 취한 후

(좌측 69.9 ± 6.5%, 우측 70.0 ± 6.2%)까지 증가가 지속되었다 (Figure 1). 

Figure 1.  The sequential changes of  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Baseline rSO2 was left 67.4 ± 5.8%, right 67.1 ± 6.6%. rSO2 was no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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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at moment of Trendelenburg position after 5 min and the creation of         

    pneumoperitoneum after 5 min, however,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30 min  

    pneumoperitoneum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left 70.7 ± 6.2%, right        

    70.1 ± 7.3% ) until the end of  surgery. Values are mean ± SD, *  p < 0.05 vs.  

    T0,  T0 :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baseline), T1 : 5 min after                     

    Trendelenburg positioning, T2 : 5 min after the creation of                               

    pneumoperitoneum, T3 : 30 min after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ing, T4 : after completion of surgery (supine position), rSO2 :              

    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측정시점  중 한번이라도 뇌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감소한 환자는 없

었으며 3명의 환자에서 기준치의 15% 이하로 감소한 적이 있었는데 첫번

째 환자는 67세로 Trendelenburg 체위 후 감소하였으나 기복증을 취한 후 

회복하였으며, 두번째 환자는 68세로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을 취한 

30분 후 감소하였으나 정상 체위 후 회복 되었다. 세번째 환자는 64세로 기

복증 후 감소 후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을 취한 30분 후 회복 하였다. 

수술 후 측정한 MMSE는 수술 전에 비해 조금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Table 4), 뇌산소포화도가 기준치의 85% 이상 감소한 적이 있는 3명의 환

자에서도 MMSE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alues are mean ± SD, (range).  *  p < 0.05.

  preopoperation  27.6 ± 1.7 (23-30)

postoperation   28.4 ± 1.4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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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이번 연구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고 기복증을 유도 하였을 경우 뇌

산소포화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뇌산소포화도는 기복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30분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술 후까지 지속되

는 양상을 보였다.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는 경우 뇌혈역학적 변화로는 두개내압이 증가

하고 뇌혈액량이 증가한다. 사람에서 6° Trendelenburg 체위를 한 경우 두

개내압이 17 mmHg 증가하였고
5 
신경외과 수술을 위해 마취한 환자에서 

30° Trendelenburg 체위를 한 경우 8.8 mmHg 에서 
 13.3 mmHg 로 두개내압

이 증가하였다.6 마취된 토끼와
24 
깨어있는 토끼를

25 대상으로 45°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연구에서도 두개내압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두

개내압의 증가는 Trendelenburg 체위시 중심정맥압이 증가함으로써 뇌정

맥 환류를 방해하여 뇌정맥혈량이 증가해서 생길 수 있고
6 뇌정수압의 증

가로 뇌조직에 정맥울혈이 되고 뇌척수액이 척수 지주막하 공간에서 뇌내

지주막하 공간으로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24 
또한 18°의 

Trendelenburg 체위에서 전체 헤모글로빈 농도의 변화를 통해 측정한 뇌혈

액량도 증가함을 보였다.7 

두개내압의 증가시 뇌산소포화도의 변화는 다양한데, 뇌줄기 탈출로 인

해 두개내압이 증가한 환자에서의 뇌산소포화도는 정상 자원자에 비해 유

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나
26 

뇌외상으로 인해 두개내압이 증가한 환자

에서는 정상인 환자에 비하여 뇌산소포화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27  두

개내압 증가로 뇌관류압이 떨어진 경우도 뇌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다.21

Trendelenburg 체위시 뇌산소포화도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Harrison28
의 연구에 의하면  Trendelenburg 체위에서 복부 수술을 받는 환

자들을 대상으로  뇌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수술 시작과 끝의 뇌산소

포화도의 변화는 앙와위에서의 뇌산소포화도와 차이가 없었다.

  기복증을 유발하는 복강경 수술로 인한 뇌혈역학적인 변화도 두개내압

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증가된 복압으로 인해 요추부 정맥총의 정맥환류가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12 또한, 중대뇌동맥의 혈류속도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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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뇌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와
29 

과이산화탄소 혈증과는 관계없이 기복

증 자체로 인한 카테콜라민 분비로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

다.14  Tredelenburg 체위와 함께 기복증을 유지하는 복강경 수술에서도 복

강내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중대뇌동맥 뇌혈류속도가 증가하였다.13

기복증을 유발하는 복강경 수술시 뇌산소포화도의 변화로는 이산화탄

소 가스 주입 후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로 인해 뇌산소포화도가 

기준치보다 4.6% 정도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30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으로 인해 두개내

압, 뇌혈류량, 뇌혈류 속도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뇌산소포화도의 변화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Lee등31
의 연구에서는 복강경을 이용한 산부인과 수술에서 뇌산소포화도

를 측정했는데 Trendelenburg 체위에서 뇌산소포화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기복증은 추가적으로 뇌산소포화도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개내압과 뇌혈류량, 뇌혈액량이 증가하고 경동맥 혈류량이 감소하여  

뇌관류압의 감소를 가져와 뇌조직 산소화에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고 보았으며 기복증자체가 정상적인 두개내압을 가진 환자에서는 두개내

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뇌혈류량은 정상적인 이산화혈증 범위에 

있는 한 기복증 자체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을 취한 30분 후부터 정상 체위

시까지 뇌산소포화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첫째, 동맥혈 이산화탄

소 분압이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을 취한 30분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상체위까지 유지 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기복증을 유발한 경우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뇌혈관이 확장되어 뇌혈류량이 증가하거나, 

기복증 자체로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또한, Trendelenburg 체위시 중심정맥

압이 증가하고 뇌정맥혈 환류가 방해받아 뇌정맥혈량이 증가하게 되어 상

대적으로 뇌정맥혈포화도와 더 연관이 있는 뇌산소포화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뇌관류압은 평균동맥압-두개내압으로 구할 수 있는

데 Trendelenburg 체위로 인해 두개내압이 증가하여 뇌관류압은 감소하였

을 것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정확히 본 연구에서 두개내압을 측정하진 않

았지만 평균동맥압이 증가함으로써 뇌관류압의 감소를 줄일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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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Lee등31 
의 연구에서는 평균동맥압과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이 일

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달리 뇌산소포화도의 증가는 

없었다고 본다. 

뇌산소포화도는 혈액산소화, 뇌혈류량, 헤모글로빈, 뇌대사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체중, 키, 성별, 머리 크기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인환

자에서는 뇌산소포화도의 절대적 수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18 또한, 뇌

산소포화도는 뇌산소의 공급과 수요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뇌산소 공급

은 뇌혈류량과 혈액의 산소양에 달려있는데 뇌혈류량은 뇌 관류압과 저항

에 의해 결정된다. 혈압이 자동조절 범위에 있는 한 뇌혈류량은 일정하지

만 고령이나 고혈압이나 죽상경화증이 있는 경우 뇌 자동조절 곡선이 오

른쪽으로 이동해 있으므로 자동조절의 낮은 쪽 제한점은 환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뇌 혈관 저항성은 세포외액의 pH에 의해 조절되는데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이 뇌혈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이 20-60mmHg 범위 안에서는 비례적으로 뇌혈류량이 변한다. 뇌조직과 

동맥, 정맥혈을 포함하는 전 조직의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데 동맥 대 정

맥의 비율이 16:84 로 주로 정맥혈 포화도와 연관이 있다.21 
연구에 따라 조

금씩 차이는 있지만 뇌산소포화도가 기준치의 15% - 20% 이상 감소한 경

우나 절대적인 수치가 50% 이하인 경우 뇌허혈의 발생 등 수술 후 인지기

능 장애와 연관이 있고
15,19 

회복실에서의 재원시간과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다고 한다.15,17

뇌산소포화도는 뇌전두엽쪽의 부분적인 산소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이므

로 본 연구에서 뇌산소포화도가 증가 하였다고 해서 뇌의 전체적인 산소

화가 정상이라고 볼 순 없다.18  또한 뇌질환이 없는 정상 환자에서는 이러

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두개내압을 올릴 수 있는 뇌신경계 질환이나 뇌

허혈을 가진 환자에서는 Trendelenburg 체위와 기복증으로 인한 과도한 두

개내압의 증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수술 중 뇌산소포화도가 감소한 경우 수술 후 측정한 MMSE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낮은 수치와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는데
15,17,19  

본 연

구에서는 수술 중 뇌산소포화도가 증가하였으며 뇌산소포화도가 15%이

상 감소한 3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MMSE상에서 감소나 임상적으로 신경

학적 손상 등 유의한 인지기능 장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MM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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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측정시 MMSE점수의 감소로 인지기능 장애를 추측할 수 있으며  

MMSE측정 하나만으로 인지 기능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평가할 

순 없다. 17

본 연구에서 시도되지는 않았지만 수술 중 혈액소실로 인한 뇌산소포화

도가 감소한 경우 수혈을 함으로써 뇌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
16 100% 산소 투여로 뇌산소포화도 수치가 다시 증가하였다는 연구

도 있다.37 
그러나, 이후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뇌산소포화도의 회복으로 인지기능을 반드시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시 기복

증과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후 뇌산소포화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

고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뇌산소포화도와 인

지기능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뇌산소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인자들을 찾아보

고, 뇌산소포화도를 주로 측정하는 심장수술이나 뇌수술 외에도 노인에서

의 복부수술 등  뇌산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에서 뇌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뇌산소포화도의 감소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연구를 해

봄으로써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고 재원기간 단축 등 의료경제

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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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 있어서 뇌산소

포화도는 기복증과 Trendelenburg체위를 함께 취했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

여 수술 후까지 지속되었으며, 수술 후 MMSE의 감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뇌산소포화도의 측정으로 수술 후 인지 기능의 

저하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는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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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 on regional   

       cerebral O2 saturation in da VinciⓇ 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Eun Young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 Ho Nam)

 da VinciⓇ 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RALP) 

requires a 25° Trendelenburg position and the creation of an artificial 

pneumoperitoneum by carbon oxide insufflation. This entails not only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metabolic changes, but also alteration in 

cerebral physiology. In this prospective study, the effects of 

pneumoperitoneum and Trendelenburg position on regional cerebral 

oxygenation(rSO2)and postoperative cognitive function were examined 

by monitoring the changes in rSO2 and assessing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respectively. Thirty two male patients(ASA I-II; 

age: 63 ± 9 yr; without pre-existing cerebral pathology and baseline 

MMSE score < 23) undergoing planned da VinciⓇ RALP were enrolled.  

Standardized general anesthesia using sevoflurane and remifentanil was 

done and rSO2 (INVOS 5100TM, Somanetics, USA) was continuously 

monitored during the whole period of anesthesia.  Baseline rSO2 was 

left 67.4 ± 5.8%, right 67.1 ± 6.6%. rSO2 was not changed 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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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of Trendelenburg position after 5 min and the creation of 

pneumoperitoneum after 5 min, however,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30 min pneumoperitoneum in the Trendelenburg position (left 70.7 ± 

6.2%, right 70.1 ± 7.3% ) until the end of surgery.  rSO2 fell into 85% 

of baseline values in 3 patients. Their postoperative MMSE score was 

not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baseline, rSO2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neumoperitoneum and 25° Trendelenburg position. Preoperative 

MMSE score was 27.6 ± 1.7 (23-30) and postoperative MMSE score 

was 28.4 ± 1.4 (25-30), in which there were no significances. There was 

no patient with any significant postoperative cognitive dysfunction.

----------------------------------------------------------------------------------

Key Words : pneumoperitoneum, Trendelenburg position, regional

                 cerebral O2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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