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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중 탄산가스파형으로 발견된 파손된 흡기밸브

—증례보고—
구 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미 ㆍ김은주ㆍ이지향ㆍ이상곤ㆍ반종석ㆍ민병우

Broken inspiratory valve detected by capnographic waveforms during general anesthesia 

− A case report−
Mi Young Kim, Eun Joo Kim, Ji Hyang Lee, Sang Kon Lee, Jong Suk Ban, and Byung Woo Mi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Unidirectional valve malfunction causes re-breathing of expired gas during anesthesia.  Capnography is a useful method for monitoring 

the integrity of anesthetic equipment such as the unidirectional valves in a circular system.  We report, here a case in which the 

capnography did not sound any rebreathing alarm, but the capnogram showed a prolonged plateau, an apparently short inspiratory 

period and a gradually sloping descending limb that stopped just short of baseline.  As a result, capnography helped to identify an 

inspiratory unidirectional valve malfunction during the course of anesthesia.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analyze the capnogram 

during every procedure involving anesthesia, in addition to preoperative checking of the Unidirectional valv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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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폐쇄식 순환회로에서는 가스의 방향을 일정하게 흐르

게 하는 일방통행 밸 가 있는데, 이러한 일방통행 밸 가 

하게 작동하지 못할 때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환기 장애를 래할 수 있다. 환기장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흡기시에 완 히 닫히지 

않을 경우 호기 가스의 재호흡이 발생하여 과탄산 증 등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압상승, 빈맥 뇌압상승 등의 합병

증을 래할 수 있다. 반 로 호기시에 열리지 않을 경우 

흡기 가스가 유입되기만 하고 호기 가스는 빠져 나가지 않

아 폐의 과팽창, 기도내압의 상승  이로 인한 압력손상, 

기흉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일방통행 밸 의 오작동으로 인해 탄산가스의 축

이 일어날 경우 과탄산 증으로 인한 압상승과 빈맥과 

같은 증상은 특징 이지 못하기 때문에 탄산가스 분압을 

지속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술

(Capnography)로 일방통행밸 의 오작동을 조기발견 할 수 

있으나 흡기 밸 의 손상의 경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

정도(Capnogram) 상의 재호흡의 정도가 작아 경보음을 울리

지 못하기 때문에 흡기 밸 의 오작동은 간과될 수도 있다. 

본 증례에서는 시마취 에 갑작스런 일회호흡량의 감소

를 보여 그 원인을 찾던 ,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

의 분석을 통해 흡기밸 의 부분손상을 발견, 교정한 경우

를 경험하 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5세 여자 환자(신장 160 cm, 체  60 kg)로 갑상선암 진

단 하에 갑상선 제술을 받기로 하 다. 과거력 상 특이

한 소견은 없었고 환자의 활력징후  술  검사소견은 정

상범  내에 있었다. 마취  처치는 수술 시작 30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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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Normal capnogram. Tidal volume 600 ml, frequency 12 breath/min. (B) Abnormal capnogram during malfunction of the 

inspiratory unidirectional valve. The exhaled tidal volume measured by the volume monitor shows considerable reduction from 600 ml to 

290 ml. The capnogram shows a prolonged plateau, an apparently short inspiratory period and gradually sloping decending limb.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2.0 mg을 근주하 다. 수

술실로 이송 후 심 도, 비침습  압, 맥박산소포화도를 

측정하 고 활력징후는 안정 이었다. 마취기의 배기밸 를 

잠그고 환자에게 연결되는 Y 의 입구를 손으로 막은 다음 

산소분출밸 (oxygen flush valve)를 작동하여 호흡회로 내로 

30 cmH2O의 압력을 가하는 순환식 호흡회로 출검사에서

는 기도압력계의 수치가 10  이상 감소하지 않아 호흡회

로의 출이 없다고 정했다. 마취유도는 100% O2로 1분

간 심호흡을 격려한 뒤 remifentanil 40 μg, profopol 120 mg 

을 정주하고 의식소실 뒤 근이완제로는 rocuronium bromide 

50 mg을 정주하 으며 remifentnil을 0.2 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하 다. 마스크를 통해 산소 5 L/min로 용수조 호흡을 

실시하 다. 기도사정 검사에서 Mallampati class I으로 내경 

7.0 mm의 튜 로 기 내 삽 을 별다른 항없이 하 으며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1−1.5 Vol%, N2O와 O2를 분당 2 L

씩 투여 하 다. 삽  튜 와 Y-piece사이에 미리 보정한 

side-stream 연결 을 연결하여 호기말 탄산가스분압을 감시

하 다. 환자의 호흡은 마취기(CatoⓇ edition, Dräger Medical 

AG, Germany)로 일회 호흡량 10 ml/kg, 호흡수를 분당 12회

로 하여 조 하 다.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일회

호흡량은 600 ml,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은 34 mmHg로 측

정되었다(Fig. 1A). 마취시작 15분경 환자의 일회 호흡량이 

600 ml에서 270−350 ml로 갑자기 감소하 다. 최 기도압

(Peak airway pressure)과 평탄기도내압(Plateau airway pressure)

의 변화는 없었으며 청진상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양압압력 순환식 호흡회로 출검사를 재실시 하여 정상임

을 확인하고 기낭손상 유무의 확인을 해 기낭 압력을 측

정하 으나 22 mmHg로 정상 범 임을 확인하 다. 폐활량

측정계(Spirometer)의 오작동으로 추측하고 경과 찰  활

력 징후의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5분이 지나 호기말 탄산

가스분압이 45−46 mmHg까지 증가 하 다(Fig. 1B). 환자

의 활력징후는 안정 이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장치의 소

다석회(soda lime)의 소모를 확인하 으나 이상이 없었다. 

호흡수를 12회 일회호흡량을 700 ml로 증가시켰으나 실측 

일회호흡량은 360−430 ml로 측정되었다. 밸  이상을 의심

하여 밸 의 투명 덮개가 닫힌 상태로 흡기밸 와 호기밸

의 열리고 닫히는 움직임을 각각 찰하 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10분 뒤 환자의 호기말 탄산

가스분압은 34−36 mmHg로 다시 감소하 으며 이때의 동

맥 가스소견은 pH 7.412, PaCO2 41.5 mmHg, PaO2 280 

mmHg, HCO3
− 27.7 mEq/L로 측정되었다.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과 활력징후도 정삼범 로 유지되어 수술을 진행시키

고 모니터를 찰하던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에

서 재호흡을 알리는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지만 하강부

(decending limb)의 완만한 경사도와 연장된 고평부(Plateau, 

Phase III), 흡기구간(Phase I)의 감소를 보 다. 이에 흡기 밸

의 이상을 의심하고 투명덮개로 밸 를 육안으로 확인하

는데 그치지 않고 흡기밸  덮개를 완 히 열어 조사한 결

과 운모(mica)의 가장자리 부분의 결손을 발견하 다(Fig. 2). 

곧바로 새 밸 로 교체한 뒤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

는 정상 형으로 돌아왔다. 일회 호흡량도 설정된 량과 일

치하게 측정되었다. 수술은 마취시작 2시간 뒤에 끝이 났고 

환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각성이 되어 발 하 다. 회복실에

서 환자의 의식  활력징후, 근이완의 회복정도에 있어서 

정상 인 경과를 보여 병실로 이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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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Normal Capnogram, β angle between expiratory plateau 

and inspiratory limb approximately equals 90
o
. The line marking in 

the end of phase III in the normal capnogram is then extrapolated 

onto the abnormal capnogram represents a part of inspiration. (B) 

Abnormal capnogram during malfunction of the inspiratory unidir-

ectional valve, β angle between expiratory plateau and inspiratory 

limb approximately equals 180°. The capnogram shows a prolonged 

plateau, an apparently short inspiratory period and gradually sloping 

decending limb, shaded area represents rebreathing.

Fig. 2. Broken inspiratory valve.

고      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술은 신마취  환자의 이산

화탄소생산, 폐순환, 폐포호흡, 호흡의 형태,  마취회로와 

마취기계로부터 이산화탄소 제거에 한 정보는 물론 호흡

회로의 이상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1].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는 환기동안 환자의 

기도에서 추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연속 으로 농도-시

간의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1],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경우는 과환기, 이산화탄소 생성 하, 심박출량 감소, 

생리  사강의 증가를 의미하고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높

은 경우는 환기부족, 이산화탄소 생성과다(악성고열증) 등을 

의미한다.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도의 형태에 한 분석

을 통해 기계  혹은 병태 생리학 (폐쇄성질환, 성기

지경련) 기도폐쇄, 기계  호기동안에 자발호흡의 출 , 호

흡회로의 오류로 인한 재호흡 등을 알 수 있고, 반폐쇄식 

순환회로에서 일방통행 밸 의 오작동을 발견하는데 유용

하다는 보고가 있으며[2-4], 흡기 구간의 모양에 한 분석

이 밸 의 오작동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재호흡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3].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는 재호흡이 있을 때 특징

인 모양을 나타낸다. 정상에서 흡기는 고평부의 미시부에

서 시작하고 하강곡선은 흡기를 반 한다. 고평부와 하강곡

선사이의 각(Fig. 3A에서 β로 명시됨)은 략 90도 이다[5]. 

흡기밸 의 오작동으로 인한 재호흡이 있을 때 호기가스는 

다음 흡기 동안에 호흡회로의 흡기구간으로 들어가서 호기

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의 고평부가 연장되어 결국 흡기

구간은 짧아지고, 흡기구간의 하강곡선이 완만한 경사도로 

내려와 기 선(baseline)에 매우 근 하게 되는 특징 인 호

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를 나타내게 된다[3,5]. 이를 좀 

더 면 히 분석하기 해 1：2 흡기와 호기비를 사용한 용

조 인공호흡(volume-controlled ventilation)에서의 흡기밸

의 오작동으로 인한 재호흡이 있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를 정상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와 비교시 연

장된 고평부와 흡기구간이 짧아진 것과 흡기 구간의 하강

곡선의 완만한 경사도를 쉽게 찰할 수 있게 된다. 한 

흡기밸 의 오작동으로 인한 재호흡이 있을 때 호기말이산

화탄소분압 측정도에서의 지정된 흡기와 호기 비(I：E ratio 

= 1：2)를 나 는 구간 즉 호기에서 흡기가 시작되는 기

의 각은 연장된 고평부로 인해 180도가 된다(β in Fig. 3B). 

그리고 흡기구간의 완만한 하강곡선의 아래부분의 색칠한 

부분은 재호흡되는 정도를 나타낸다(Fig. 3B).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는 호기말이산화탄소의 농

도가 설정된 최  농도를 넘게 되거나 흡기시 재호흡이 있

을 때 경보음을 울리게 한다. 호기말이산화탄소의 농도 증

가는 경보음을 울리는 최  농도를 조 함으로서 민감도를 

조 할 수 있으나 흡기시 이산화탄소가 검출될 때의 경보

음을 울리는 설정은 마취기 마다 다르다. 최신의 마취기의 

경우 흡기시 이산화탄소가 검출될 때 울리는 경보음을 0.1 

mmHg부터 설정할 수는 있으나, 본 증례에서 사용한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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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idirectional valve of CatoⓇ edition. Notice the Oxygen 

sensor is situated in the inspiratory unidirectional valve, so we 

have a difficulty in inspecting the valve defect. 

기(CatoⓇ edition, Dräger Medical AG, Germany)의 경우는 흡

기시 이산화탄소농도가 5 mmHg를 넘게 될 때 경보음을 울

리게 고정되어 있다. 재호흡을 알리는 경보음은 호흡회로에

서 역류되는 흐름(reverse flow)을 유속계(flowmeter)나 폐활

량계(spirometer)에서 감지할 때 울리게 되나, 재호흡을 알리

는 경보음의 민감도와 특이성은 알려진 바 없다. 호기밸  

오작동이 있을 때는 마취기 내의 호흡회로가 커다란 호흡

사강으로 변하여 호기 에 남아있던 많은 양의 호기가스가 

흡기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결과 으로 흡기가스에는 감시 

장치에 감지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탄산가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흡기밸 의 오작동 시는 호기시 탄산가스가 없는 

흡기  쪽으로 호기가스의 일부가 들어갔다가 흡기시 다시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흡기 시작 시에만 탄

산가스가 감시장치에 감지되며 밸 의 오작동이 심하지 않

으면 거의 무시될 수 있다[4].

  따라서 주의 깊은 찰이 없을 때 흡기밸 손상은 간과 

될 수도 있지만 밸 손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수술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심한 과산탄 증을 래할 수도 있다. 

Baxter 등은 신 마취된 말(horses)에 있어서 흡기밸  고장

으로 인한 심한 과탄산 증을 보고하 는데 마취유도 40분

경 말의 pH 7.126, PaCO2는 102 mmHg가 측정되었으며[6], 

Berman 등은 10마리의 개를 이용하여 밸  고장을 실험하

는데 흡기 밸 를 제거하고 마취한 군에서 15분 뒤에 

PaCO2는 50.9 ± 6.1 mmHg로 측정되었다[7]. 일방통행 밸

의 오작동으로 인해 탄산가스의 축 이 일어난 경우 과산

탄 증으로 인한 압상승과 빈맥과 같은 증상은 특징 이

지 못하기 때문에[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와 같은 

감시 장치가 없다면 밸 의 오작동은 간과될 수도 있다.

  본 증례의 경우 호기밸 보다 재호흡의 정도가 은 흡

기밸  이상이었으며 더욱이 흡기 밸  결손이 아닌 부

분결손이었기 때문에 재호흡의 정도가 경미하 고 역류되

는 흐름(reverse flow)이 작았으며 흡기시 이산화탄소 수치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에서 흡기밸  손상시 거의 

기 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정된 최  농도 5 mmHg이하

에 있게 되어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다. 일회호흡량의 갑작

스런 감소를 보인 이유는 흡기시에는 실제 설정된 일회호

흡량 600 ml가 모두 달되나 호기시에 흡기 쪽으로 역류

가 발생하여 호기된 가스 일부분이 호기밸 쪽에 있는 폐

활량유량계를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회호흡량

이 반 정도로 감소한 것에 비해 과탄산 증이 심하지 않

은 것을 설명하며 본 증례의 경우 일회호흡량을 700 ml, 분

당호흡수를 12회로 증가시켰을 때 실제로 측정되는 일회호

흡량은 400 ml 정도 지만 호기밸 가 온 하고 흡기시에 

압력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설정된 700 ml 모두 흡기시 

달되어 과호흡으로 재호흡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보상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회 호흡량의 감소의 원인을 찾기

해 순환식 호흡회로 출검사  기낭압력검사에서 정상

임을 확인, 밸  이상을 의심하 으나 투명덮개의 측면을 

통해 밸 의 정상 인 움직임만 보고 밸 에는 문제가 없

다고 단하여 폐활량측정계(spirometer)의 단순 고장으로 생

각하 으나 호기말 탄소분압이 진 으로 증가하던  호

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를 찰한 결과 흡기구간의 하

강곡선의 완만한 경사도, 흡기구간의 감소를 발견, 흡기밸

의 이상을 의심하고 흡기밸 를 완 히 열어 조사한 뒤 

흡기 밸  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밸 는 투명덮

개로 덮 져 있는데 호기밸 의 경우 부분 투명덮개 에 

다른 장치들이 덮 져 있지 않아 찰이 쉬우나 흡기 밸

의 경우 본 증례에서 사용한 마취기의 경우 투명덮개 에 

O2감지기가 있으며 덮개를 열지 않고 흡기밸 의 체 모

양을 찰하기가 힘들다(Fig. 4). 결국 밸 일부의 손유무

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밸 오류를 조사

하기 해서는 반드시 밸 덮개를 완 히 열고 밸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하는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술의 결  하나는 흡

기의 시작을 구분해 내는 기 이 없어 흡기 기의 높은 이

산화탄소분압을 호기의 고평부의 일부로 인식한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술에서 만약 우리가 흡기의 시작을 구

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

도의 분석을 통해 재호흡의 정도와 재호흡을 알리는 알람

을 울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an Genderingen 등[8]에 의

하면 흡기 밸 의 손상과 같이 재호흡의 정도가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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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컴퓨터를 통해 미리 입력된 정상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와 비정상 인 상황에서의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

정술를 비교, 분석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

인 CO2 감시에서는 컴퓨터와 소 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비 실 이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Bhavani-Shankar와 Philip은 용 조 인공호흡에서 

main stream 연결 을 사용하는 경우, 호흡 유속(respiratory 

flow rate)의 형과 time capnogram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서

도 호기와 흡기의 시작의 구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흡기

밸 가 손상된 경우 연장된 고평부를 인식해서 재호흡을 

알 수 있다고 했다[5].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side stream 

연결 을 사용하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에서는 분

당 200 ml의 속도로 가스채취가 이 지는 3 m 정도의 긴 

연결 의 끝에 감지장치가 있고 main stream 연결 에 비해 

느린 반응속도로 인해 호흡유속 형과 호기말이산화탄소분

압 측정도의 실시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느린 반응속도를 

보정해서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로그램의 활용으

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실에서의 활용은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흡기 밸 의 출(leakage)이 미세한 경우에는 호기말이산

화탄소분압측정도의 고평부 연장으로 흡기밸 출을 감별

하는 것이 어렵다. Breen과 Jacobsen의 연구에서도 호기말이

산화탄소분압 측정도가 아닌 CO2 spirography를 사용하여 흡

기된 이산화탄소량의 양을 구하는 것이 흡기밸 의 출을 

감지하는 민감도 있는 검사라 했다[9]. 실제로 본 증례의 경

우에서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에서 연장된 고평부

를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하강곡선의 경사도가 완

만해진 것과 흡기구간이 짧아진 것을 찰해서 흡기밸 의 

손상으로 인한 출을 발견한 경우라 하겠다. 

  일방밸 의 오작동은 밸  청소 후 밸  없이 마취하거

나 손된 밸 의 사용, 크기가 다른 밸 로 체하여 사용

했을 때나, 호기 가스내 수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물기[10,11]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경

우 흡기밸 보다 호기밸 에서 빈번하게 오작동을 일으키

는데 이는 호기 밸 는 흡기밸 와 달리 호기 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되어 밸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본 증례의 경우 운모(mica) 밸 를 사

용하 으며 청소 후 운모의 가장자리 손 유무를 확인하

지 못하고 조립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삽 직후 환자의 

일회 호흡량이 마취 시작 5분 뒤에 감소한 것은 밸 의 

손된 부분이 어 흡기밸 가 흡기구를 완 히 덮고 있다

가 밸 의 움직임에 의해 가장자리로 려나면서 밸 가 

흡기구를 완 히 덮지 못하게 손된 밸 와 흡기구 사이

에 틈이 발생되어 갑작스런 일회호흡량의 감소를 보 을 

것으로 사료된다. 밸 의 재질도 밸 의 오작동의 발생빈도

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무로 만들어진 밸 가 운모

(mica)로 만들어진 밸 보다 오작동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한다. 이는 고무로 만들어진 밸 는 쉽게 휘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부 하게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4]. 물성의 운모(mica)밸 의 경우 휘어지지는 않으

나 물기에 취약하며 밸 가 오래된 경우 마취도 에도 밸

의 움직임에 의해 밸 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 검

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취도  밸 손상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와 같은 밸 의 오작동 빈도는 불완 한 폐쇄의 경우 3−
16% 정도로[12] 보고되고 있으며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기 인 밸 의 청소와 마취 에 검함은 

물론 마취 에도 밸 가 하게 움직이는지 찰함으로

써 방함이 요하겠다. 1993년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제시한 마취장비 검지침은 마취

장비 검을 체계 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일방밸

의 검에 있어서는 단지 ‘마취기를 검하는 동안에 육안

으로 밸 의 상태를 조사한다’고 나와 있어 이것만으로 충

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13]. 일방밸 의 오작동을 검사하

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검사자가 직  형도 을 통

해 호흡할 때 일방밸 의 움직임을 보는 것, 마취기 용 

일방밸  검사기(anesthesia machine valve tester, AMVT)를 

사용하는 방법[12], 마취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를 

찰하는 방법, 그리고 흡기밸 의 오작동을 검사하기 해 

흡기 쪽 출구에 압력계와 호흡낭을 연결하고 호흡낭을 채

운 후 손으로 호흡낭을 압박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압

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Pressure decline method) [12]

등이 있다. 

  의 마취기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 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마취과 의사는 마취 에 

일어날 수 있는 마취장비와 회로들의 오류를 이기 해 

마취  사  검이 필수 이며 마취 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해 감시 장치들에 한 

상세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본 증례는 

마취도 에 발생한 흡기밸  오작동을 재호흡의 정도가 

어 경보음을 울리지는 않았지만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

정도의 찰을 통해 밸 이상을 발견, 교정한 경우로 신

마취 도 에 일어날 수 있는 회로오류에 한 사정에 있어

서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도의 가치를 재확인 시켜  

좋은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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