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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호흡기 회로의 급격한 폐쇄는 심각한 상황을 초

래할 수 있으며, 특히 여과기/열 수분 교환기(airway filter/heat

and moisture exchanger, HME) 폐쇄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발견이 쉽지 않다. 저자들은 수술 중 급격히 발생한 HME

폐쇄를 경험하 기에 보고한다.

증 례

키 162 cm, 몸무게 57 kg의 45세 남자 환자가 급격한 호

흡 곤란으로 타 병원을 거쳐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감염

성 심 내막 염, 대동맥 판막 부전으로 진단되었다. 내원 시

활력 징후는 혈압 99/52 mmHg, 맥박 88회/분, 호흡수 19회/

분, 체온 37
o
C 다. 심한 폐 부종으로 20일 전 타 병원에서

기도 삽관을 시행 받고 7일 전 발관 후 다시 호흡 곤란이

악화되어 본원 내원 4일 전 재삽관이 시행된 상태 다. 심

초음파상 대동맥 판막에 증식증(vegetation)이 발견되어 응급

수술이 계획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 3 L/min를 기도

내 튜브로 투여받은 상태에서 동맥혈 가스 검사상 pH

7.461, PaCO2 30.8 mmHg, PaO2 118.0 mmHg, HCO3
－
21.5

mM이었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흉막 삼출, 심 비대 소

견이 있었고, 심전도상 좌심방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

다.

Aestiva/5 (Datex-Ohmeda) 마취기와 Anesthesia Breathing Cir-

cuit (Hudson RCI)을 사용하 고, 수술 전 마취기 사용자 지

침에 명시된 대로 작동 전 검사를 시행하 으며 누출 및

폐쇄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호흡 회로 여과기/열 수분 교

환기(airway filter/heat and moisture exchanger, HME)는 Cory

Adult Filter/HME (TFX Medical, Malaysia)를 사용하 으며 제

조 회사의 권고 사항에 따라 새 HME를 기도 내 튜브와 Y

관(Y-piece) 사이에 삽입하 다.

환자는 수술실 입실 후 기도 내 튜브와 호흡 도관을 연결

하고 3 L/min의 100% 산소를 공급하며 pop-off valve를 열어

자발 호흡을 하도록 하 다. 이 때 기도 분비물이 매우 많

아 기도와 구강 내 분비물을 흡인하 다.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계,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거치한 후 좌측 요골

동맥을 22 G 카테터로 천자하여 침습적 혈압 측정기를 거

치하 다.

Midazolam 2 mg 정주 후 remifentanil을 목표혈액농도 주

입기로 6 ng/ml로 지속 투여하고 propofol 역시 목표혈액농

도 4 mcg/ml로 환자의 의식을 소실시킨 후 rocuroni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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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투여하여 자발 호흡이 소실되자 기계환기를 시작하

다. 기도 내 압력이 높아 24 cmH2O로 압력조절 환기를 시

행하 으며 호흡수 10회/분으로 하 고 이때 일 회 호흡량

은 500－600 ml로 유지되었다. 환자의 기도 분비물이 많아

다시 기도 분비물을 흡인하고, 거담제(Bisolvon
Ⓡ
)를 정맥투

여하 다. 심폐 우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계환기의 호흡

셋팅은 변화 없었고, 동맥혈 가스 검사상 pH 7.480, PaCO2

35.9 mmHg, PaO2 325.6 mmHg, HCO3
－
는 22.0 mM이었다.

심폐 우회술을 시작하고 판막 증식증의 제거와 대동맥 판

막 치환술을 시행하 으며 1시간 51분의 대동맥 교차 겸자

후, 심폐우회기 이탈을 위해 우회로의 유량을 70%로 줄이

면서 마취기를 작동시켰다.

이때 마취기의 Bellows가 소리를 내면서 하방으로 거의

압축되지 못하고 20－30 ml의 용량만 주입되었다. 마취기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손으로 환기시키려 했으나 50 cmH2O

이상의 흡기 압력에도 거의 용량 주입이 안되었다. 산소 포

화도가 100%에서 95%로 감소되어 다시 심폐우회기의 유량

을 100%로 올렸다. 원인을 찾기 위해 기도 내를 흡인하

으나 분비물은 없었고 마취기 수동 모드에서 가스 주입이

안되어 폐 청진이 불가능하 다. 이동용 호흡 낭(AMBU
TM
)

을 환자의 기도 튜브에 바로 연결하고 환기를 한 결과 폐

쇄 소견 없이 환기가 잘 되어 호흡 회로의 이상이 의심되

었다. 호흡 회로에서 HME를 제거하고 기계 환기를 시켜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며 새 HME로 교체한 후

에도 마취기가 별 이상 소견 없이 작동되었다. 탈착한 HME

내부에서는 분비물이 굳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소견이 관찰

되었는데(Fig. 1), 이 HME를 이동용 호흡 낭에 따로 연결하

여 검사 한 결과 완전 폐쇄 소견을 보 다(Fig. 2). 이후 수

술은 별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었고 종료되었다.

고 찰

수술 중 마취 회로의 폐쇄는 치명적인 상황이며 환자측

요인을 제외한 원인으로는 삽관 튜브, 호흡 도관, 흡기 및

호기 밸브 등의 이물 및 장비 자체의 결함 등이다. HME의

폐쇄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쉽게 인지하지 못한

다. 수술 전 마취기의 점검 시 이상이 없었을 경우 술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마취 회로 이상은 간과하기 쉬우며

폐쇄 상황 발생 시 기도 경련, 분비물 과다, 긴장성 기흉

등의 환자측 요인만을 찾고 처치를 시도한다. Aarhus 등은
1)

기도 삽관 후 장비 결함에 의한 환기 부전 환자에서 재삽

관 시도 및 기도 경련을 의심하고 스테로이드 및 아드레날

린성 약물, aminophylline 등의 약물들을 시도하 다. Smith

등
2)
역시 장비 결함에 의한 술 중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정지를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 환자에게 심장 수술을 위한 충분한 근 이완

제가 주입되었고 BIS가 45 이하로 유지되는 깊은 마취 깊

이에서, 특별한 자극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전혀 안 되는 점으로 갑작스런 기도 경련보다는 외부적 요

인에 의한 물리적 폐쇄가 의심되었었다. 처음에 저자들은

기도 경련을 제외한 환자 측 요인을 먼저 의심하 다. 그러

나 폐쇄 당시 기도 내 튜브 흡인에서 소량의 분비물 외에

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술 시야상에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특히 마취기를 우회하여 이동용 호흡 낭

을 사용하자 정상적으로 환기가 되어 마취기측 원인을 생

각하게 되었다.

호기 및 흡기 호흡 도관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 보 고

다행스럽게도 HME를 빠른 시간 내에 의심하게 되어 이를

제거하자 정상 작동되었으며 새 HME를 사용 시에는 순조

Fig. 1. Obstructed HME. Arrows indicate the accumulated secretion.

Fig. 2. Breathing bag is inflated with the new HME (A), breathing

bag is not inflated due to obstructed HM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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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환기가 되었다. HME를 매 환자마다 새 것으로 교체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환자의 많은 분비물이 심폐우회

기 작동 동안 HME 내에 저류되어 호흡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굳어져 폐쇄가 야기되었고, 심폐 우회술 중이어

서 발견이 빨리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새 HME의 무

게가 31 gm인 데 반해 제거한 HME는 37 gm이었다.

HME는 본래 환자에게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여과 및 수

분과 열 보존을 위해 사용하나 이로 인해 환자의 기도 저

항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폐 부종, 혈흉, 폐 좌상 등으로

인해 기관지 분비물이 많은 경우 기도 저항은 급격히 증가

하며 HME 사용 시 분비물로 인한 폐쇄의 상황까지 발생한

다. 소량의 폐 분비물도 filter막과 반응하여 폐쇄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분비물 내의 단백 성분이 HME의 친수성 막

과 반응하여 가스 흐름의 완전한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게다가 HME 장비 자체의 제조적 결함으로 얇

은 막이 있는 경우 기도 저항 증가, 기도 폐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긴장성 기흉 및 이로 인한 심정지 등의 응급 상

황 등이 보고되고 있다.
1,4,5)

본래 제조 회사에서는 기도 내 분비물이 많은 환자의 경

우나 분무 약제를 기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는 HME 사용을

자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6)
그러나 통상적으로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서 HME 사용 여부를 잘 재고하지 않으며, 실

제로 기도 내 튜브로 분무된 약제에 의한 HME 폐쇄도 보

고되었다.
7)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HME 사용 시 병원성 마취기에 의한 폐렴의 빈도가 감소되

었고,
8)
수조형 가습기(Water-bath humidifier)에 비해 호흡 회

로 관리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들고, 열상이나 과도한 수

분 공급 등의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9)
그러나 여러 보고

들에서 HME 사용 환자들에서 수조형 가습기에 비해 기도

내 튜브의 폐쇄가 많이 발생했고, 이 자체로 인하여 오히려

폐렴과 무기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10-12)

American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일률적인 HME의 사용을 권장하

지 않는다.
13)

수술 진행 상황에서 환기 폐쇄가 환자측 원인이 아닐 것

으로 예상될 때 원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저자들도

술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기도 내 튜브 연결부위를 막고

호흡 낭을 짜는 통상적인 누출 검사만을 시행하 으며, 나

중에서야 폐쇄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

실수를 범하 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흔히 오전 첫 수술 시작 전 마취기를 작동시키면서 작동

전 검사를 시행한 후에는 다음 환자부터는 간단한 누출 검

사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 기도 내

튜브 연결부로 호흡 낭을 연결하여 마취기를 작동시켜 보

아야 발견할 수 있는 폐쇄 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폐쇄 또한 누출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 점을 고려하여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증례를 통해 저자들은 술 전 마취기 점검 시, 기도

내 튜브를 제외한 상방의 모든 회로, 특히 HME를 포함하

여 누출 및 폐쇄를 검사 하도록 권장하며, 마취기의 압력

경고음 시스템도 항상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지하

다.
3)
수액 관주(irrigation), 분비물, 피의 존재와 더불어 기도

로 분무하는 약의 사용 등은 HME를 포화시켜 호흡 회로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폐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14)
사용 여부

를 재고해야 하며, 또한 HME 사용 시 기도 내 튜브보다 높

은 위치에 놓이도록 하여 분비물이 HME에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특히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취기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산소

공급처와 이동용 호흡 낭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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