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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호흡회로 내 증류수로 인한 열/습도 교환기 폐쇄 일례

—증례보고—
인제 학교 의과 학 일산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정채인ㆍ이상일ㆍ안여 ㆍ김지연ㆍ김경태ㆍ박장수ㆍ김정원

A case of HME obstruction by distilled water from incidentally mounted heated wire circuit kit 

− A case report−
Chae In Jeong, Sang Il Lee, Yeo Hyun Ahn, Ji Yeon Kim, Kyung Tae Kim, Jang Su Park, and Jung Won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Heat-moisture exchanger (HME) is an inexpensive and effective device used to prevent respiratory complications that can be caused 

by endotracheal tube insertion during general anesthesia.  But, HME can increase airway resistance and be occluded by the patient’s 

secretions.  Whether a HME could be occluded by clear fluids such as condensate in the airway circuit is not certain yet.  In vitro, 

a case of HME occlusion by normal saline was reported.  We report a case of HME obstruction by distilled water came from the 

heated wire circuit which was unintentionally connected to the HM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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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습도 교환기(Heat-moisture exchanger, HME)는 신마취

시에 기 내 삽 과 차고 건조한 마취가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방하기 해 쓰이는 렴하고 효과 인 

장치이지만, 때로는 기도의 항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분비

물에 의해서 막히기도 한다. HME가 순수한 맑은 액체(clear 

fluid)에 의해서도 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실

험 으로 가능하다는 보고는 있지만, 임상 으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자들은 마취 유도시에 우연히 HME와 함께 

장착된 가열호흡회로(heated wire circuit)내의 증류수가 HME

로 흘러 들어가 폐쇄를 일으켜 환기 불능 상태를 일으킨 

일례를 보고한다.

증      례

  체  62 kg, 신장 162 cm인 58세 남자 환자가 우측 폐 

엽에 기 지를 침범한 편평상피세포암 진단 하에 정규수술

이 정되었다. 과거력 상 15년  고 압, 당뇨를 진단받

고 약물치료를 해오고 있었고, 35년 정도 지속된 흡연력이 

있었다. 최근 1개월 에는 이형 심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

크로 상동맥 조 술과 동맥내 풍선 펌  시술을 받은 

이 있었다. 술  심 도상 ST분  상승과 우각차단 소견

을, 폐기능검사상 FEV1/FVC 2.11 L (67%)/3.51 L (85%)로 

경증의 폐쇄성 소견을 보 다. 마취  평가에서, 환자의 

활력 징후는 비교  안정 이었고,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동맥  가스 검사에서도 정상 범주안에 있었다. 

  마취  투약은 마취유도 1시간 에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 하 고, 수술실에 도착한 후에는 심 도, 비침습

 압계, 맥박 산소계측기를 부착하고 좌측 요골동맥에 

동맥 을 거치하 다. 마취  활력 징후는 압 140/85 

mmHg, 맥박수 92회, 산소포화도 98%이었다.

  마취 유도 , 술 후 경막외 자가통증조 법을 시행하기 

해 환자를 좌측 측와 와 무릎 가슴 체 로 치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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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6번째와 7번째 사이 정 선에서 공기 항 소실법으

로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 다. 카테터 거치가 고정된 후 

신마취 유도를 해 환자를 다시 앙와  자세로 변경 시

켰고, 마취 유도시까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특이 할만한 활력 징후의 이상 소견도 찰되지 않았다. 

  Aestiva 3000 (Datex-Ohmeda) 마취기와 호흡 회로는 가열

호흡회로(Heated Circuit Kit [ACE MedicalⓇ, Korea])을 사용

하 다. 사용된 여과기/열 수분 교환기(airway filter/heat and 

moisture exchanger, HME)는 Cory Adult Filter/HME (TFX 

Medical, Malaysia)로 열 습기 교환막과 소수성의 박테리아 

필터가 장착된 형태이다. 

  미리 설치한 가열호흡회로를 악하지 못하고, 제조 회사

의 권고 사항에 따라 기도 내 튜 와 Y (Y-piece) 사이에 

HME를 삽입한 이후, 수술  마취기 사용자 지침에 명시

된 로 작동  검사를 시행하 으며 출  폐쇄 소견

은 보이지 않았다. 마취 유도는 remifentanil을 0.5 μg/kg/min

로 지속 정주하면서, 2% lidocaine 80 mg, 1% propofol 100 

mg 정주 투여 후 의식 소실을 확인하 고, rocuronium bro-

mide 50 mg을 정주하 다. 자발 호흡이 소실되자 100% 산

소로 마스크 조 환기를 시도하 으나 환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환자의 흉곽 움직임이 없었으며 호흡낭의 순응도도 

격히 떨어져 삼 기도 확보법과 양수 환기를 했지만 변

화는 없었다.

  기 지경련을 의심하여 epinephrine 0.3 mg을 피하로 주사

하면서 계속 환기를 시도하 으나, 최고 흡기압 40 cmH2O

에서 일회환기량은 100 ml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산소포화

도가 98%에서 85%까지 감소되어 기 내 삽 을 하고 기

내 튜 와 호흡 회로를 연결한 이후 조  환기를 하면서 

산소포화도를 95−98%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 시행

한 동맥  가스 검사는 pH 7.297, PaCO2 62 mmHg, PaO2 89 

mmHg, HCO3
− 26.1 mM이었다.

  순간 최고 흡기압이 50 cmH2O까지 되도록 양압 환기를 

해 보았지만, 환자의 흉곽 움직임은 미약했고 청진상 천명

음은 없었으며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환자쪽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단하고 사강을 이기 해 HME를 제거한 

후 호흡낭의 순응도가 회복되고 일회환기량도 500 ml정도

로 측정되었다.

  가열호흡회로 내로 투여한 60 ml의 증류수가 흘러 들어 

HME를 시게 되었고, 이로 인한 폐쇄 상을 확인하 다. 

HME를 제거한 후 지속  양압 환기를 하 고 산소포화도

도 100%까지 회복되었다. 이 때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

는 pH 7.431, PaCO2 34 mmHg, PaO2 308 mmHg, HCO3
− 

23.5 mM이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된 이후 일측 폐환기를 시행하

기 해 좌측 이  기 지 튜 (35 Fr., Phycon SilbronchoⓇ 

Tube, Krauth medical, Germany)를 후두경하에 기  삽  후 

굴곡성 기 지내시경을 통해 튜  치를 확인하 다. 마취 

유지는 FIO2 1.0 vol%, sevoflurane 2.0 vol%, 일회환기량 

6−8 ml/kg, 호흡수 12−15회/분으로 기계 환기를 시행하면

서 산소포화도 95−100%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수술은 환자의 안정된 활력 징후 하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종료되었다. 수술 종료 후 근이완 효과를 역 시키고 

충분한 자발 호흡을 확인한 후에 발  상태로 산소를 투여

하면서 환자실로 환자를 이송 하 다. 그 후 환자는 특별

한 호흡기계의 합병증 없이 화학치료  방사선치료를 받

고 퇴원 하 다.

고      찰

  신마취를 해 기 내 삽 을 하게 되면, 차갑고 건조

한 마취가스가 가온과 가습의 역할을 하는 상기도를 거치

지 않고, 직  하기도와 폐포로 달되어 호흡기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1]. 이것을 막기 해서 열 

수분 교환기(heat-moisture exchanger, HME)같은 수동  가습

장치 는 active heat-moisture exchanger, 연무기(nebulizer), 

cascade humidifier, heated wire circuit 등의 능동  가습장치

를 사용한다[2].  가습장치들 에서 HME는 크기가 작고 

렴하며 원공 이 필요없는 장 이 있으며, 세균을 걸러

주는 기능까지 있어 리 사용되고 있다[3]. 하지만, HME 

사용시 환자의 기도에서 나온 액이나 분비물 내의 단백

질이 HME를 막아 환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은 잘 알려

져 있다[4-6]. 특히, 응축된 물에 의해서도 기도의 항이 

증가할 수 있다[4,7-10].

  Lucato 등은 8종류의 HME를 상으로 각각, 건조상태와 

생리식염수로 신상태에서의 항에 해서 연구하 다. 

실험한 모든 HME는 건조하든 젖어있든 간에 포화된 상태

에서도 항이 5.0 cmH2O/L/s을 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

된 국제 표  규격인 ISO 9360-2의 기 을 충족하 으며, 

이들  소수성막을 지닌 것이 젖은 상태 을 때 항의 

증가가 높았다[9].

  Morgan-Hughes 등이 세가지 종류의 HME와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실험에 의하면 세가지 종류 모두에서 심한 공기흐

름 항(air-flow resistance)의 증가가 나타났다[10]. 이  셀룰

로오스를 사용한 두가지 모델에서는 주입된 생리식염수를 

흡수해 탐폰을 형성하여 호기와 흡기 모두에서 공기흐름

항을 나타내었으며, 병풍모양(pleat)필터를 사용한 모델에서

는 호기에서 공기흐름 항을 보 다. 자의 경우는 생리식

염수가 HME의 표면에 나타나기도 에 심한 항을 보

고, 후자의 경우는 생리식염수가 HME의 표면에 나타난 이

후에 항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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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연구에서 나타난 항의 증가가 다른 이유는 사용

한 액체의 양에 의한 듯 하다. Lucato 등은 통상 으로 24

시간 동안 사용한 후 증가한 HME의 무게가 경험상 6 g 이

라는 데에 착안하여, 6 ml의 생리식염수를 첨가 하 다. 

Morgan-Hughes 등의 실험에서는 각 HME에 약 20−30 ml의 

생리식염수를 투여 하 을 때 심한 공기흐름 항이 나타났

고, 이들에서도 5 ml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흡기와 호기시 

압력의 감소는 2.6−3.9 cmH2O/L/s정도로, Lucato 등의 실험

에서 보인 1.425−3.655 cmH2O/L/s와 유사했다. 

  Schummer 등은 응축된 물에 의해서 심한 공기흐름 항의 

증가가 나타난 증례를 보고하 으나, Morgan-Hughes 등은 

실험을 통해서 응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분비

물에 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11].

  본 증례에서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가열가습 호흡 회로

로 주입한 60 ml의 증류수는 약 30 ml정도가 형 도

(corrugated tube)의 주름진 부분에 고여 있었고, 출검사를 

한 이후에 마취 유도를 시작하기 까지의 약 7분 동안, 튜

의 원 부가 낮게 치하여, 주름진 부분에 고여 있던 증류

수가 우발 으로 미리 장착된 HME로 흘러 들어가, 환자의 

환기가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사용된 HME에는 소

수성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공기흐름 항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9].

  사용된 가열가습 호흡 회로는 처음에 증류수 60 ml를 회

로에 투여하고 이후 추가 으로 증류수를 공 하라고 권고

하고 있었다. 증례 발생 후 같은 회로로 확인한 결과, 약 

30 ml의 증류수가 주어질 때 까지는 호흡  내에 증류수가 

고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주어지는 증류수는 호흡  내

의 주름진 부분에 고여 있었다. 고여있는 증류수가 환자나 

다른 기구로 흘러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

로, 기 투여량을 30 ml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증례 발

생 후 측정한 필터의 무게는 49 g으로 최  33 g과 비교할 

때, 약 16 ml의 증류수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동  가습장치(HME)와 능동  가습장치를 모두 이용하

는 기 에서는, 두 기구가 동시에 장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Warmington 등은 마취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해 호기  쪽에 HME를 장착하고, 가습을 해서 흡기 쪽

에 가습기를 장착해 수술을 하던 , 가습기에서 생성된 수

증기가 호기 에서 응축되어 물이 되고, 이 물이 호기 에 

설치된 HME를 막아 격히 흡기압이 높아진 증례를 보고

하 다. 자는 water trap 장치가 없는 경우, 가습되는 호흡 

회로에서는 HME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 다[8]. 

  수술실에서 HME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도 항의 증가가 

있다면, 기  튜 의 꼬임, 분비물 등에 의한 막힘, 기 지

경련 등의 통상 인 원인 이외에 HME에 의할 가능성도 생

각을 하여야 하겠다. 한 육안으로 보기에 HME가 액이

나 분비물 등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축된 

물에 의해서도 충분히 환기 장애가 올 수 있음을 숙지하여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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