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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삽관 시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 비교: 시뮬레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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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iberoptic bronchoscope and video stylet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simul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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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UE Video Stylet VL400-S2 (UE Medical Devices, Newton, MA, USA) and Ambu aScope (Ambu,
Copenhagen, Denmark) were recently introduced rigid video stylets and single-use fiberoptic bronchoscopes, respectively.
To compare the utility of the two sets of equipment, this study conducted a randomized cross-over study using a manikin.
Methods: Twenty-eight novice doctors performed tracheal intubation on an airway trainer manikin (Laerdal, Stavanger,
Norway). The sequence of intubation devices was randomized. The following data were measured and recorded: time to
complete tracheal intubation (primary end point), overall success rate, time to see the glottis, and time to tube passage.
Results: The video stylet (24 seconds; interquartile range [IQR] 18-36) showed a significantly shorter completion time of
the tracheal intubation than the fiberoptic bronchoscope (43 seconds; IQR, 32-84) (P<0.001). The overall success rate of
tracheal intubation was 96.4% (27/28) in the video stylet and 82.1% (23/28) in the fiberoptic bronchoscope, and the
cumulative success rate over time to complete intub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video stylet (P<0.001).
Conclusion: The video stylet was superior to the fiberoptic bronchoscope in terms of the time to complete and the cumu-
lative success rate of intubation for novice operators in manikin model.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education required to use fiberoptic bronch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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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분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1차적인 기도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고, 모든 기도관리 술기는 응급의학

과의 중요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기관 내 삽관은

응급기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술기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기관 내 삽관 시 표준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직

접후두경은 구강축, 인두축, 후두축의 각 선이 일자에 가깝

도록 만들어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점 때문에 후두덮개계곡

부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해야만 삽관이 가능하다. 새로이

소개되고 있는 비디오후두경 및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

심과 같은 간접후두경은 축선을 맞추지 않아도 장비 끝에

있는 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접후두경은 직접후두경으로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이차구조 장비로 주목받고 있다.1

비디오후두경은 시야축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공통적으

로 후두경날의 각도가 직접후두경보다 조금 더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두경에 표시모니터 부착 유무, 곁통로 유

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론적으로 비디오

후두경은 직접후두경에 비해 후두덮개나 후두덮개계곡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으나 없앨 수는 없다. 그에 비

해 굴곡기관지경이나 비디오속심의 경우 후두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카메라가 구강 내로 진입해야 하므

로 분비물에 의해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특히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의 경우 후두경

날과 같이 혀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구강 내 공간

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비물에 더욱 취약한 면을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

양한 비디오속심과 굴곡기관지경은 어려운 기도 관리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UE Video Stylet VL400-S2 (UE Medical Devices,

Newton, MA, USA)은 최근 소개된 경직성 비디오속심이

고 Ambu aScope (Ambu, Copenhagen, Denmark)은 기

존과 다르게 1회용으로 만들어진 굴곡기관지경이다(Fig.

1). 이 두 장비는 모두 긴 통로 끝에 카메라 창이 달려있고

장비가 기관내관을 관통한 상태에서 조작하는 형태이지만

하나는 유연하게 움직이며 다른 하나는 딱딱하여 서로 다

른 사용 기술을 요한다. 이 장비들은 아직 응급의학과 역

에서 비디오후두경만큼 흔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차

구조 장비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여러 간접후두경이 매킨토시 후두경과

같은 직접후두경에 비해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3-6 위

의 두 장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의 유용성을 비

교해보고자 이 두 장비의 사용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을

상으로 연구를 계획하 다.

방 법

본 연구는 마네킹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차연구이다.

모든 연구 절차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여 진행하 다. 연

구를 위해 2019년 2월 23, 25일 양일간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의 사용경험이 전혀 없고 실제 환자를 상으로

기관 내 삽관의 경험이 제한적인 신규 수련의 및 의사를 모

집하 다. 연구는 기도 관리 교육의 선택적 확장과정으로

이뤄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모든 참여자는 약 20분간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의 사용법에 한 표준화된 동

상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기관지 모형을 상으로 기구

별로 약 10여분간 기구에 한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

다(Fig. 2).

기본교육을 마친 뒤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을 사용

하여 각각 한번씩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도록 하 으며, 시

행 순서는 카드 추출법을 이용하여 무작위화하 다. 굴곡

기관지경으로 사용된 장비는 aScope이었고, 비디오속심은

UE Video Stylet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마네킨은 Airway

Management Trainer (Laerdal, Stavanger, Norway)

이었다.

본 연구의 일차 목표는 삽관 완료 시간이었고 이차 목표

는 기관 내 삽관 성공률, 기관내관의 성문 통과 시간, 성문

확인 시간이었다. 삽관 완료 시간은 기구의 구강 내 삽입 시

점을 시작으로 기관내관에서 aScope과 UE Video Sty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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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e Summary

What is already known in the previous study

The fiberoptic bronchoscope and video stylet are superi-

or to the Macintosh laryngoscope.

What is new in the current study

This study compared the fiberoptic bronchoscope and

video stylet in novice doctors.

Fig. 1. The UE Video Stylet (A) and the aScope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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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거된 시간을 완료 시간으로 정하 다. 삽관의 성공 여

부는 백밸브 마스크로 확인하 고, 삽관 실패는 식도 내 삽

관 또는 완료 시간이 120초 이상일 경우로 정하 다.

모든 과정은 캠코더와 aScope과 UE Video Stylet의 자

체의 녹화기능을 통해 기록되었고, 한 명의 연구자가 모든

동 상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기록하 다.

본 연구의 샘플 수는 예비연구를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하 다. 예비연구에서 삽관 완료 시간은 UE Video Stylet

으로 했을 때 46.0±9.1초 고 aScope은 이보다 9.2초 정

도 더 걸렸다. 알파 0.05, power를 0.8로 했을 때 t test로

계산하여 얻은 상수는 최소 2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연속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이용하

고 표값은 중앙값 및 사분범위로 표시하 다. 명복변수

는 Pearson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또한 짧은 시간에 식도내삽관이 되어

실패할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기관 내 삽관이 완료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누적성공률을 Kaplan-Meier

analysis를 시행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 ver. 13.1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 다.

결 과

총 28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탈락

자는 없었다. 남자는 18명(64.29%)이었고 평균 나이는

26.5세 다.

각 장비에 따른 주요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기관

내관의 성문 통과 시간의 중앙값은 UE Video Stylet이 24

초(interquartile range [IQR], 18-36), aScope이 43초

(IQR, 32-84)로 UE Video Stylet이 의미 있게 짧았다

(P<0.001). 삽관 완료 시간의 중앙값도 UE Video Stylet

이 28초(IQR, 21-40)로 aScope의 46초(IQR, 36-88)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짧았다(P<0.001). 그러나 성

문을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기관 내 삽관 성공률은 UE Video Stylet이 96.4%

(27/28), aScope이 82.1% (23/28)로 UE Video Stylet

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193). 기

관 내 삽관 실패 중 120초 이내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

지 못한 경우가 5례 있었으며 UE Video Stylet에서 1례,

aScope에서 4례가 발생하 다. 식도 내 삽관으로 확인된

경우는 aScope에서 1례 다.

Fig. 3은 장비별로 삽관 완료 시간에 따른 누적성공률을

비교한 Kaplan-Meier plot이다. Log-rank test로 검정

했을 때 UE Video Stylet이 aScope보다 시간에 따른 삽

관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고 찰

본 연구는 비디오속심과 굴곡기관지경에 한 경험이 전

혀 없는 초보자를 상으로 함으로써 시술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두 기구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초보자에서 비디오속심을 사용한 경우 굴곡기관지경을

사용했을 때보다 기관내관의 성문 통과 시간과 삽관 완료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삽관 성공빈도는 비디오속심을 사용

했을 때가 더 높았다. 그러나 식도내삽관변수를 배제하기

위한 삽관 완료 시간에 한 누적성공률에 한 Kaplan-

Meier 분석에서는 비디오속심이 유의하게 높았다.Fig. 2. Flow diagram.

Table 1. Comparison of the UE Video Stylet and the aScope

UE video stylet aScope P

Time to see the glottis (sec) 9 (6-18) 8 (5-10) <0.312
Time to tube passage, seconds (sec) 24 (18-36) 43 (32-84) <0.001
Time to complete intubation, seconds (sec) 28 (21-40) 46 (36-88) <0.001
Successful intubation 27 (96.4) 23 (82.1) <0.19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



Aikins 등7은 굴곡기관지경의 사용경험이 없는 마취과 전

공의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굴곡 기관지경의 기관 내

삽관 성공률은 0%임을 보여주었다. Cole 등8은 4개월간 마

취과 교육 과정을 거친 전공의들을 상으로 60초 내 굴곡

기관지경의 기관 내 삽관 성공률을 73% (52/71)로 보고하

다. Ovassapian 등9은 주로 마취과 전공의들이 시행한 굴

곡기관지경을 이용한 5년간의 자료를 토 로 98.8%의 삽

관 성공률을 보고하 다. 이는 굴곡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

내 삽관의 성공률이 교육 기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Tseng 등10은 초보자를 상으로 Airway Scope과

Trachway를 비교한 연구에서 비디오속심의 삽관 성공률

을 96.3%로 보고하 다. Cooney 등11은 응급의학과 전문

의와 전공의를 상으로 어려운 기도 마네킨 모델에서 처

음 접한 Clarus Video System을 이용한 삽관성공률이 첫

시도 100%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비디오속심군

은 1명을 제외하고 27명이 성공하여 96%의 성공률을 보

여준 것에 비추어 비디오속심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연구와 비교할 만한 연구 중 마취과 전문의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굴곡기관지경과 비디오속심 두 군 간

성공률의 차이는 없었으나 비디오속심군에서 두 번째 삽관

을 한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 고, 삽관 완료 시간은 비디

오속심군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5,12 본 연구에

서는 초보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성공률의 차이를

보 을 것으로 추정되며, 삽관 완료 시간에서는 이전 연구

와 같이 비디오속심군이 빠른 결과를 보 다. 비디오속심

군에서의 빠른 삽관완료 시간은 이전 연구와 같이 참여자

들은 굴곡기관지경군에서 기관용골(tracheal carina)을

확인하고 기관내관을 삽입하도록 교육받은 점이 삽관 완료

시간에 부분적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연

구결과들과 종합해보면 굴곡기관지경이 숙련되기까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의 누적성공률과 삽관 완료 시간의 차이는

초보자가 굴곡기관지경보다 비디오속심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굴곡기관지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로 마네킹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로 실제 임상상황을 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일개 병원에서 소수의 참여자를 상으로 하 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비디오속심과 굴곡기관지경을 사용한 경험

이 없는 초보자는 기관 내 삽관 시도 시 굴곡기관지경보다

비디오속심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굴곡기관지경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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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aplan-Mei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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