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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 

 

복강경수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다양한 수술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수술들이 내시

경수술을 대신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기복술에 따른 CO2 

압력과 체위의 변동이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와 기관의 길이 

변화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는 기관지 삽관

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일측폐환기를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

다.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에는 기복술에 이은 높은 CO2 압

력과 그 동안의 연구보다 극단적인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가 필요하지만, 이때 기관내튜브의 위치와 기관의 길이 변

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우리는 로봇보조전립

선수술에서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와 기관의 길이 변화를 연

구하여 기관내튜브의 기관지 삽관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을 받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전신마

취를 시행한 후, 체위변경 전, 체위변경 10분 후, 체위 변경 2

시간 후에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여 성대, 기관내튜브 끝, 기

관분기부의 위치와 각각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성대와 기관내튜브 끝과의 거리는 변화가 없었으나, 체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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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0분 후 기관내튜브 끝과 기관분기부의 거리 및 성대와 기

관분기부와의 거리가 줄어들었으며 체위변경 2시간 후까지 길

이가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수술 시작 10분 

이내에 기관내튜브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시간

에 따른 기관내튜브의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과 기관내튜

브 끝과 기관분기부 사이의 기관 길이의 감소가 기관지 삽관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기관내튜브, 기복술,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트렌

델렌버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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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 

 

<지도교수    남남남남    순순순순    호호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현현현현    규규규규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작은 절개, 수술 후 통증의 감소, 미용적

인 이득, 재원 기간의 감소, 빠른 업무 복귀 등 여러 장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기존의 복강

경 수술에서 발전하여 3차원 입체영상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로봇 팔을 가진  다빈치 수술로봇(Intuitive Surgical Inc, Mountain 

View, CA, USA)을 이용한 여러 수술이 시도되고 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은 근치적전립선절제술과 복강경전립선절

제술이 있으나 복강경전립선절제술의 경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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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2  최근에 로봇

보조전립선절제술이 시도 되어 점차 그 시행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

며, 이는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이 근치적전립선절제술과 비교하여 

병리학적, 임상적 결과에 뒤지지 않으며 재원기간 및 출혈량의 감소 

외에도 수술 후 경과에 있어 최소 침습적 수술의 이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2,3 또한, 근치적전립선절제술 시의 과장된 lithotomy 

체위는 폐순응도를 줄이고, 동맥혈 산소분압을 떨어뜨리며, 폐동맥

쐐기압과 중심정맥압의 증가를 가져 온다는 단점이 있다.4,5 그러나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복술과 

CO2 주입은 혈역학적 상태나 산-염기 상태에는 큰 영향을 일으키

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6 

수술 중 기관내튜브의 위치가 변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기관내튜브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기관내튜브의 우

발적인 발관 이나 기관지 삽관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기관지 삽관의 

경우 저산소증, 무기폐, 기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7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주로 목의 신전이나 굴곡에 의해 기관내튜브

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고 하고,8 Trendelenburg 체위에 의하여 기

관내튜브 끝부분이 기관분기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다.9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에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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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술과 체위 변동에 의하여 기관내튜브가 기관분기부 쪽으로 이동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다.10,11 또한 산부인과의 

복강경수술 시 심한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기

관의 길이 및 기관내튜브에서 기관분기부까지의 거리가 감소하고,12 

이런 기관내튜브의 이동은 자세보다는 CO2를 이용한 기복술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13 또한, lithotomy-

Trendelenburg 자세에서 CO2를 주입한 경우 상절치에서 기관분기

부까지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14 복강경수술 시에는 

CO2를 이용한 기복술과 체위 변동을 필요로 하지만, 로봇보조전립

선절제술 시에는 복강경수술 시보다 더 높은 CO2 압력에 의한 기복

과 극단적인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를 필요로 하여 기관내

튜브의 위치변화가 커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

와 기관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여 수술 중 기관내튜브의 기관지 삽

관과 발관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ⅡⅡⅡⅡ. . . .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대상 

이 연구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군에 해당되는 환자

로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는 30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수술 전 대상 환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마취 전 환자 평가에서 기관내 삽관의 어

려움이 예상되는 환자, 기도, 기관지, 폐에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

는 환자, 해부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기관구조를 가진 환자는 제외하

였다. 

 

2. 방법 

마취 전 처치로 glycopyrrolate 0.004 mg/kg를 정주하고, 수술실 

도착 후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 비침습적 자동혈압계를 부착한 뒤 

마취유도를 시작하였다. 마취 유도는 100% O2 (6 L/min)를 3분에 

걸쳐 공급하면서 remifentanil (0.25 μg/kg/min)을 2분간 정주하였

다. 이후 propofol (1.5 mg/kg)을 30초간 정주하고 안검반사가 소실

된 다음 rocuronium bromide (0.9 mg/kg)을 정주하였다.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 기관내튜브를 삽관하였다. 이때 기관내튜

브(Mallinckrodt, Athlone, Ireland)는 내경이 8.0 mm인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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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삽관 후 환자의 앞니에서 기관내튜브 끝까지의 거리가 22 

cm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내튜브를 고정하였다. 이후 마취유지

는 O2 (1 L/min), air (1 L/min), sevoflurane (1.5-2.5 vol%), 

remifentanil (0.1-0.3 ㎍/kg/min)로 유지하였다. 

마취 유도가 끝나면 로봇이 위치할 공간을 위해 lithotomy 자세

를 취하고,15 환자의 머리를 중립상태로 유지하면서 modified right 

angle connector (Mallinckrodt, Athlone, Ireland)를 통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기관내튜브로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기관지내시경을 조금

씩 전진하며 성대가 보이는 깊이, 기관내튜브의 끝부분이 보이는 깊

이, 기관분기부에 닿는 깊이의 기관지내시경 위치를 표시하여 기관

분기부와 성대, 기관분기부와 기관내튜브의 끝부분의 거리를 각각 

기록하였다. 16,17 

 인위적 기복술이 시행되면 복강 내 CO2 압력을 15 mmHg로 유지

하고,15 Trendelenburg 체위 (30°)를 취하였다. 체위를 변경하는 시

점에서 10분 후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여 앞서 표시한 세 부분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거리를 기록하였다. 

체위변경 후 두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방법으로 세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여 그 거리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세 부분의 위치를 계산하여 기관분기부와 성대까지의 거



 8 

리, 기관분기부와 기관내튜브 끝까지의 거리를 구하였다. 체위변경 

전 결과, 체위변경 10분 후 결과, 체위변경 2시간 후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기관내튜브의 위치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유추된 α값 0.05, β값 0.2, 표준편차 1.15

로 가정할 때, 시점에 따른 기관내튜브의 길이 1 cm의 유의한 차이

를 알아낼 수 있는 최소 표본의 수는 27이었으며, 표본의 수는 

Sigma stat 3.5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고, 각각의 시점에서 

기관분기부와 성대까지의 거리, 기관분기부와 기관내튜브 끝까지의 

거리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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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본 연구는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신장과 체중

은 각각 168.9 cm, 68.3 kg이었으며, 환자의 평균 나이는 65.6 세

였다(Table 1).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and range. 

 

체위변경 전 성대와 기관내튜브 끝과의 거리는 8.31 ± 1.67 cm

로, 이는 체위변경 10분 후(8.34 ± 1.62 cm)와 2시간 후(8.51 ± 

1.74 cm)에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Figure 1A) (Table 2). 

기관내튜브 끝과 기관분기부와의 거리는 체위변경 전 3.71 ± 

1.37 cm였으나 체위변경 10분 후에 3.03 ± 1.59 c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체위변경 2시간 후에는 3.11 ± 1.46 cm로 체위변경 

10분 후와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Figure 1B) (Table 2). 

 Mean ±  SD Range 

Age (years) 65.6 ±  8.4 51 - 81 

Height (cm) 168.9 ±  5.3 160 - 179 

Weight (kg) 68.3 ±  5.5 56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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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와 기관분기부와의 거리는 체위변경 전 12.02 ± 2.32 cm였

으나 체위변경 10분 후에는 11.38 ± 2.48 cm로 줄어들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체위변경 2시간 후에는 11.61 ± 2.27 cm로 체위변

경 10분 후와 비교 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C)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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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irway distance measurement 

VC; vocal cord. TB; endotracheal tube tip. CA; carina. *; P < 0.05 compared 

with data before positioning.  

Before positioning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2 hours after positioning 

 TB-VC 

(cm) 

CA-TB 

(cm) 

CA-VC 

(cm) 

TB-VC 

(cm) 

CA-TB 

(cm) 

CA-VC 

(cm) 

TB-VC 

(cm) 

CA-TB 

(cm) 

CA-VC 

(cm) 

1  9.3  1.5  10.8  9.3  0.8  10.1  10.0  0.6  10.6  

2  8.8  4.3  13.1  8.0  4.4  12.4  8.3  3.4  11.7  

3  9.7  3.3  13.0  9.7  1.5  11.2  9.6  3.2  12.8  

4  10.1  3.0  13.1  11.3  2.2  13.5  10.8  3.0  13.8  

5  8.7  5.0  13.7  8.9  2.9  11.8  10.9  2.2  13.1  

6  5.0  4.5  9.5  6.4  2.3  8.7  8.6  3.0  11.6  

7  9.8  3.1  12.9  9.6  2.8  12.4  9.8  2.9  12.7  

8  5.4  1.9  7.3  5.2  1.4  6.6  5.1  1.6  6.7  

9  6.7  3.7  10.4  6.2  1.8  8.0  6.5  3.0  9.5  

10  8.8  4.8  13.6  9.0  4.3  13.3  8.7  4.3  13.0  

11  6.4  2.2  8.6  6.5  1.0  7.5  6.1  2.0  8.1  

12  5.6  4.4  10.0  6.1  3.9  10.0  4.9  3.9  8.8  

13  5.3  1.6  6.9  5.3  0.8  6.1  5.3  1.1  6.4  

14  8.6  4.1  12.7  8.5  2.2  10.7  9.9  0.7  10.6  

15  8.0  4.4  12.4  7.6  4.5  12.1  7.9  4.5  12.4  

16  8.8  4.8  13.6  8.9  4.6  13.5  8.5  4.7  13.2  

17  8.7  6.1  14.8  8.2  6.2  14.4  7.0  5.5  12.5  

18  9.8  3.7  13.5  9.5  4.1  13.6  9.6  3.6  13.2  

19  7.8  1.5  9.3  7.5  0.8  8.3  7.3  1.1  8.4  

20  7.5  3.6  11.1  6.9  3.0  9.9  7.9  3.1  11.0  

21 8.1 5.8 13.9 8.3 4.5 12.8 7.9 4.7 12.6 

22 9.4 4.1 13.5 9.4 3.8 13.2 9.2 4.2 13.4 

23 9.7 2.3 12.0 9.9 1.9 11.8 10.1 1.9 12.0 

24 10.2 3.2 13.4 10.4 2.9 13.3 10.3 2.8 13.1 

25 7.6 5.5 13.1 8.7 5.4 14.1 9.4 4.3 13.7 

26 6.2 1.3 7.5 7.2 0.9 8.1 7.7 0.8 8.5 

27 11.0 2.7 13.7 10.8 2.2 13.0 10.8 2.4 13.2 

28 8.8 4.7 13.5 8.3 3.7 12.0 8.2 4.2 12.4 

29 8.5 5.5 14.0 8.0 6.1 14.1 8.1 6.3 14.4 

30 11.0 4.6 15.6 10.7 4.1 14.8 10.8 4.2 15.0 

Mean 

± SD 

8.31 

± 1.67 

3.71 

± 1.37 

12.02 ± 

2.32 

8.34 

± 1.62 

3.03 

±1.59* 

11.38 ± 

2.48* 

8.51 

± 1.74 

3.11 

± 1.46* 

11.61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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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of the airway distance. A. Changes of the distance between 

endotracheal tube tip and vocal cord.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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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bars indicate SD. B. Changes of the distance between carina and 

endotracheal tube tip and vocal cord.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square. 

Error bars indicate SD. C. Changes of the distance between carina and vocal 

cord.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triangle. Error bars indicate SD. Control; 

data before positioning. 10 min; data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2 hr; data 2 

hours after positioning.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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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수술 중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는 기관내튜브의 발관이나 기관

지 삽관을 유발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기관내튜브가 발관된 경

우 기관 재삽관 등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되며, 기관지 삽관

이 된 경우에는 저산소증, 무기폐, 기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다.7 이러한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일어날 수 있는데, 목의 신전이나 굴곡, 체위 변경, 복강경수술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8-11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로봇보조

전립선절제술은 높은 CO2 압력에 의한 기복과 극단적인 lithotomy-

Trendelenburg 체위를 필요로 하여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와 기

관의 길이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성대와 기관내튜브 끝부분 그리고 기관분기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관지내시경 사용시 

환자의 환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를 위해 modified 

right angle connector을 사용하였고, 거리 측정에 걸리는 시간은 

30초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

지내시경의 끝부분이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관지내시경 사용

시, 수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의 환기에 따른 수증기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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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튜브 바깥쪽의 분비물로 인해 기관내튜브를 통하여 성대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

다.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에게 유의

할 생리징후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로 인

해 우발적인 기관지 삽관이 생겼거나, 기관내튜브가 발관된 경우는 

없었고, 호흡기계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도 없었다.  

이 연구에서 기관내튜브의 위치가 기관분기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관의 길이를 성대와 기관분기부 

사이의 거리로 유추할 때, 기관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기복술과 체위 변동에 의

하여 기관내튜브의 위치가 기관분기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

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0,11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시 기복술과 심

한 Trendelenburg 체위로 인해 기관의 길이 및 기관내튜브에서 기

관분기부까지의 거리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였다.12 

연구 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기관내튜브 끝과 기관분기부와의 거

리가 줄어들었지만 성대와 기관내튜브 끝의 거리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내튜브 끝과 성대 사이의 기관 

길이 변화보다는 기관내튜브 끝과 기관분기부 사이의 거리가 줄어

드는 것이 기관내튜브의 위치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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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관 길이의 변화는 기관, 후두 그리고 기도의 유동성 차

이와 기관내튜브의 기낭에 의한 고정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기관 중 

특히 기관분기부는 폐의 연부조직 및 식도와 결합을 이루고 있어 

로봇수술에서의 기복과 자세이동에 따른 수축과 이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후두와 기도는 근육, 연골조직 그리고 뼈와 같은 단단한 

조직과 결합되어 수축과 이완이 어렵다.12 또한, 기관내튜브 끝과 성

대 사이의 기관은 기관내튜브의 기낭에 의해 고정되어 유의한 거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 시 기관지 삽관의 위험

이 높아지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반대로 기관내튜브가 발관될 가능

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관내튜브의 올바른 고정 여부를 확인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기관내튜브의 이동이 생기고 기관의 길이

가 줄어드는 시점이 기복술을 시행하고 Trendelenburg 체위를 유

지한 후 10분 이내라는 점이다. 체위를 변동하고 10분이 지난 시점

과 수술 시작 두 시간이 지난 후의 기관내튜브의 위치는 유의할만

한 이동이 없었으며, 기관 길이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복술을 시행하고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한 후 10분 후 기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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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기관지 삽관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

으며, 이러한 확인 후에 환자에게 저산소증이나 최대흡기압력의 증

가가 보인다면 우선적으로 기관지 삽관을 의심하기보다 튜브의 꼬

임이나 기흉 등의 다른 원인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lithotomy-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였는데, 

이때 사용한lithotomy 체위는 환자의 무릎을 굽혀 다리의 위치를 

높이기 보다는 무릎을 거의 편 상태로 다리 사이로 로봇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 기존의 

lithotomy 체위와 비교할 때,4 기관내튜브의 이동에서 끼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다양한 분야의 수술에서 로봇보조수술이 적용되어 가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로봇보조수술을 이용한 다양한 체위에서 

기관내튜브의 이동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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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중 기관지 삽관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기복술과 Trendelenburg 체위

를 시행한 후 10분 후 기관지내시경 등을 통하여 기관내튜브의 위

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지 삽관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은 

기관내튜브 끝과 기관분기부 사이의 기관 길이의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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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gration of the endotracheal tube during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Hyun Kyu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 Ho Nam) 
 

Background: Laparoscopic surgery has been developed due to its 
advantages. Recently, robot-assisted laparosopic surgery is adopted in 
many surgical fields. During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high 
pressure pneumoperitonium with carbon dioxide and extreme 
Trendelenburg position are needed. These conditions can lead 
migration of endotracheal tube and tracheal shorten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evaluating the risk of endobroncheal intubation by migration 
of endotracheal tube and tracheal shortening in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Methods: Twenty patients scheduled for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were enrolled. After induction, we measured the distance 
from vocal cord to endotracheal tube tip and carina using a fiberoptic 
bronchoscope. Measurement was done before positioning,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and 2 hours after positioning.  
Results: The distance between endotracheal tube tip and carina 
decreased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The distance between vocal 
cord and carina also decreased. Two hours after surgery, the distan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Distance between vocal cord and endotracheal tube tip was 
not changed during the surger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ndobroncheal intubation may 
occur within 10 minutes after positioning and tracheal shortening can 
be the cause of endobroncheal intubation during robot-assisted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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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atectomy. 
                                                                        
Key words: endotracheal tube, pneumoperitonium, robot-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 trendelenbur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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