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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절제술환자에서 일회호흡량의 변화가 동맥혈가스분압과
기도의 정적유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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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of Arterial Blood Gas and Static Compliance Depend upon Variations of Tidal
Volume in Gastrectomy Patients with General Anesthesia
Ho Sun Jang, M.D., Hee Koo Yoo, M.D., Gurn Seung Lee, M.D.,
Mi Ae Cheong, M.D., and Jong Hun Jun, M.D.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We sought to determine the immediate effects of specific tidal volume-PEEP combination upon oxygenation and static compliance in gastrectomy patients with general anesthesia.
Methods: Fifty patients with general anesthesia for gastrectomy were enrolled in this study. Respiratory conditions were classified by variations of tidal volume (VT) and respiratory frequency (Rf) as
A, B, C, D. VT and Rf for each of them were the same as A: 10 ml/kg, 9/min; B: 8 ml/kg, 11/min;
C: 6 ml/kg, 13/min; D: 6 ml/kg, 13/min + 5 cmH2O PEEP. They were treated with respiratory
conditions of A, B, C, D in alphabet order. At 45 minutes after each change of VT and Rf, arterial
blood gas analysis, PaO2/FiO2, and static compliance were recorded.
Results: When 6 ml/kg + 5 cmH2O PEEP compared with 10 ml/kg VT, PaO2 significantly improved
to 242.08 ± 33.60 mmHg (P ＜ 0.05). Decreasing VT from 10 ml/kg to 8 ml/kg, 6 ml/kg, and 6
ml/kg + 5 cmH2O PEEP in this order, resulted in a increase in PaCO2 from 28.19 ± 2.76 to 28.54
± 4.43, 31.52 ± 5.24 (P ＜ 0.05), and 32.84 ± 6.04 mmHg (P ＜ 0.05). Decreasing VT from 10
ml/kg to 8 and 6 ml/kg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peak pressure and at that time, static
compliance was changed significantly decreasing from 49.10 ± 10.83 to 43.42 ± 8.52 (P ＜ 0.05),
37.88 ± 7.43 ml/cmH2O (P ＜ 0.05) and significantly increasing to 52.69 ± 15.48 ml/cmH2O (P ＜
0.05) with 6 ml/kg + 5 cmH2O PEEP.
Conclusions: We suggest that 8 ml/kg for VT during anesthesia for gastrectomy is the best among
4 kinds of respirato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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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흡치료와 마취를 위한 기계환기 시 무기폐가 된
폐포를 많은 일회호흡량에 의하여 다시 팽창시키거
나 예방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 한숨호흡
(sigh breath)이 도입되었다.1,2) 전신마취 중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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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n = 50)
ꠧꠧꠧꠧꠧꠧꠧꠧꠧꠧꠧꠧꠧꠧꠧꠧꠧꠧꠧꠧꠧꠧꠧꠧꠧꠧꠧꠧꠧꠧꠧꠧꠧꠧꠧꠧꠧꠧꠧꠧꠧꠧꠧꠧꠧꠧꠧꠧ
Age (yr)
55.4 ± 12.9
M/F
34/16
Weight (kg)
63.3 ± 9.9
Height (cm)
163.7 ± 9.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폐의 발생이 증가하여 저산소혈증이 초래될 수 있으
3,4)

며

무기폐를 컴퓨터단층촬영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폐포의 허탈과 환기관류불균형(ventilation perfusion
5)

mismatch)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환자 50명
(남：여 = 34：16)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65세 이상인 환자와 체중이 80 kg이

또한 무기폐로부터 펼쳐진 폐포는 호기말양압호흡

상인 환자 그리고 50 kg 이하인 환자, 그 외 호흡기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의 적용으로 폐

계의 질병으로 진단되었거나 어떠한 이유라도 수술

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

전 마취과로 자문이 의뢰된 환자 및 수술 중 수혈이

다.

6)

특히 많은 일회호흡량에 의한 높은 흡기압은

마취 중 무기폐의 발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폐
의 유순도(compliance)와 동맥혈내 산소분압(PaO2)을
6)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을 근거로 기계환

기를 실시하기 위한 일회호흡량 결정시는 전통적으
로 환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10 ml/kg 이상이

실시된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은
실험대상 환자의 특성을 기록하였다.
연구대상 환자는 수술전날 마취전처치를 위한 방문
시 연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대상 환자들은 수술 전 12시간 이상 금식하였으며,
수술 1시간 전 atropine 0.5 mg, midazolam 3 mg를 근

추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10 ml/kg 이상의 용량은 기계환기시

주하여 전처치하였다. 모든 대상 환자의 마취는 한사

일회호흡량의 기준으로 너무 많다는 주장과 함께 높

람의 의사에 의하여 동일한 마취기계(NARKOMED2B,

은 일회호흡량으로 구분하고, 이 용량이 사용되면

North American Drager, USA)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폐포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므로 폐포에 긴

마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자를 수술대로 옮긴 후

7)

현재까지

혈압, 맥박, 심전도와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

도 마취와 호흡치료를 위한 일회호흡량 결정의 근거

및 호기말탄산가스분압의 측정이 가능한 감시장치

장을 유발하여 폐포손상의 원인이 된다.

는 높은 일회호흡량과 낮은 일회호흡량 방법으로 나
6-9)

뉘어 각각의 장단점에 관한 논란이 많다.

(Eagle 3000, Marquette Medical, USA)를 거치하였다.
마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thiopental sodium 4 mg/kg과

그러므로 저자는 수술 중 일회환기량과 호흡수를

vecuronium 0.1 mg/kg를 정주한 후 산소 4 L/ min와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같은 환자에게서 일회환기량

아산화질소 4 L/min, sevoflurane 3.5-4.0 vol%로 3분

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적용하여 동

간 용수환기 후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였으며, 삽관

맥혈가스분압과 폐포의 가스교환 능력 및 기도의 정

후 가스의 유량을 산소 1.5 L/min, 아산화질소 1.5

적유순도(static compliance)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마

L/min, sevoflurane 1-2 vol%로 감소시켜 조절호흡을

취 중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폐의 일회환기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술 중 연구의 전과정에 걸쳐

알아보고자 하였다.

흡입산소농도(FiO2)는 0.5로 하였다. 마취유도 후 환
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일회호흡량

대상 및 방법

10 ml/kg, 호흡수 10회/분을 기준으로 마취기에 부착
된 인공호흡기로 기계환기 하에 조절호흡을 실시하

본 연구는 병원 임상실험연구위원회의 심의 후에

면서 우측 목정맥을 천자하여 카테터(Two Lumen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

Catheter, Arrow, Germany)를 거치하여 수액공급과 중

까지 본원에서 선택수술로 위절제술을 받은 미국마

심정맥압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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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측정과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한 표본채취 시 사
용하기 위하여 modified Allen test 후 좌측요골동맥을
22 G 카테터(BD IV catheter, BD Korea, 한국)로 천
자하여

감시장치(Eagle

3000,

Marquette

Medical,

USA)에 연결하였다.
대상 환자 각각에서 실험의 전 과정은 일회호흡량
과 호흡수를 10 ml/kg, 9회/분(A)을 시작으로 8 ml/kg,
11회/분(B)과 6 ml/kg, 13회/분(C), 그리고 6 ml/kg, 13회/
분에 5 cmH2O PEEP를 적용(D)하는 방법 등 4단계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호흡환경을 설정
한 후 45분에 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요골동맥
에 거치된 카테터를 통하여 동맥혈액을 채취하여 동
맥혈가스분석기(STAT Profile, Nova Biomedical, USA)
를 이용하여 동맥혈 내 가스분압을 측정하였다. 이
9)

결과를 이용하여 PaO2/FiO2를

계산하여 폐포의 가

스교환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마취기계
(NARKOMED2B, North American Drager, USA)에서 측

Fig. 1. Changes in arterial blood pH with each tidal
volume. P: pre-operation, R: PACU,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정된 최고점기도내압(peak pressure) 및 고원점기도내
압(plateau pressure) 등 호흡기계의 지표를 검사하고

결

이를 토대로 기도의 정적유순도(static compliance)를

과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정적유순도(static compliance) = 일회호흡량/(고원점기
9)

도내압 － PEEP) = ml/cmH2O

pH는 호흡환경 A, B, C, D의 4단계에서 7.50 ±
0.04, 7.49 ± 0.05, 7.46 ± 0.06 (P ＜ 0.05) 및 7.44

본 연구에서 일회호흡량과 호흡수를 4단계로 변화

± 0.06 (P ＜ 0.05)로 변화하여 호흡환경 C와 D에

시키는 기준으로는 일회호흡량 10 ml/kg, 호흡수 9

서만 호흡환경 A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회/분을 기준으로 하는 호흡환경 A의 분시환기량과

화를 하였으나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의 변화

동일한 분시환기량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연구를 위

이었다(Fig. 1).

한 호흡환경 설정 후 부정맥이 출현하거나 활력징후

PaO2는 호흡환경 A, B, C, D의 4단계에서 각각

가 갑자기 20% 이상으로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수

227.28 ± 58.53, 224.40 ± 45.68, 237.47 ± 36.79 및

혈이 실시되는 경우는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일회호

242.08 ± 33.60 (P ＜ 0.05) mmHg로 변화하여 호흡

흡량을 10 ml/kg, 호흡수를 10회/분으로 회복하였다.

환경 D에서만 호흡환경 A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모든 대상 환자는 수술 후 24-48시간에 촬영된 흉

유의한 변화를 하였으나 이는 FiO2 0.5에서 고산소

부 X-ray를 이용하여 호흡기계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

혈증을 나타낸 것으로 생리적으로 허용범위 내의 변

였다.

화였다(Fig. 2).

인구학 값(demographic data)은 평균 ± 표준편차로

PaCO2는 호흡환경 A, B, C, D의 4단계에서 각각

표시하였고, 다른 측정값은 평균 ± 표준오차로 요

28.19 ± 2.76, 28.54 ± 4.43, 31.52 ± 5.24 (P ＜

약하였으며 통계분석은 PC 통계프로그램인 Sigma

0.05) 및 32.84 ± 6.04 (P ＜ 0.05) mmHg로 변화하

STAT를 사용하여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실시

여 호흡환경 C와 D에서만 호흡환경 A와 비교하여

하였고 일회환기량 10 ml/kg, 호흡수 9회/분을 대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하였으며 생리적으로 허

군으로 하여 Dunnettg's 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용범위 내의 변화였다(Fig. 3).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
으로 하였다.

호기말 탄산가스분압(ETCO2)은 호흡환경 A, B, C,
D의 4단계에서 각각 30.04 ± 3.40, 30.02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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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partial pressure of oxygen in
arterial blood (PaO2) with each tidal volume. P:
pre-operation, R: PACU,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Fig. 4. Changes in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 expired
gas (ETCO2) with each tidal volume.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Fig. 3. Changes in the partial pressure of carbon dioxide
in arterial blood (PaCO2) with each tidal volume. P:
pre-operation, R: PACU,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Fig. 5. Changes in PaO2/FiO2 according to the respiratory
conditions.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32.68 ± 5.72 (P ＜ 0.05) 및 34.51 ± 6.71 (P ＜

(Fig. 4).

0.05) mmHg로 변화하여 호흡환경 C와 D에서만 호흡

PaO2/FiO2는 호흡환경 A, B, C, D의 4단계에서 각

환경 A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하였으

각을 계산하여 폐포의 가스교환능력의 지표로 알아

나 이는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변화이었다

본 결과 454.56 ± 117.56, 448.80 ± 91.37, 47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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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peak pressure during inspiration with
each tidal volume.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Fig. 7. Changes in static compliance with each tidal
volume. Static compliance (Cst) was calculated with as
follows equation. Cst：tidal volume/plateau pressure PEEP, TV: tidal volume, RF: respiratory frequenc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to group A.

73.59 및 484.16 ± 67.21 (P ＜ 0.05)로 변화하여 호

으로 하는 일회호흡량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

흡환경 D에서만 호흡환경 A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다.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5).

11-14)

아직까지도 기계환기를 실시할 때는 환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10 ml/kg 이상의 일회호흡량이 추

최고점 기도내압(peak pressure)은 호흡환경 A, B,

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C, D의 4단계에 따라 측정한 결과 각각 17.52 ±

와 같은 기준에 의한 일회호흡량은 환자의 폐포에

3.13, 15.72 ± 2.70 (P ＜ 0.05), 13.98 ± 2.51 (P ＜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10,15)

8)

이에

0.05) 및 18.04 ± 2.64 cmH2O로 변화하였으나 호흡

관하여 Amato 등은

환경 B와 C에서만 호흡환경 A와 비교하여 통계적으

은 일회호흡량으로 하고 7 ml/kg 이하를 낮은 일회

로 유의한 변화를 하였다(Fig. 6).

호흡량으로 구분하여 실험한 후 두 군간의 비교에서

정적유순도(static compliance)는 호흡환경 A, B, C,

연구에서 10 ml/kg 이상을 높

낮은 일회호흡량을 사용한 군에서 사망률이 20% 감
16)

D의 4단계에 따라 계산한 결과 각각에서 49.10 ±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tewart 등은

10.83, 43.42 ± 8.52 (P ＜ 0.05), 37.88 ± 7.43 (P ＜

호흡부전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낮은 일회호흡량(8

0.05) 및 52.69 ± 15.48 ml/cmH2O (P ＜ 0.05)로 변화

ml/kg)과 높은 일회호흡량(15 ml/kg)을 사용한 군간

하여 호흡환경 B, C 및 D 모두에서 호흡환경 A와 비

의 비교에서 생존율에 차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하였다(Fig. 7).

급성

전신마취 하에서도 동맥혈 저산소혈증이 쉽게 초
래될 수 있으며1) 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무기폐

고

2)

찰

가 주장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전신마취를 위한 기

계환기 시에도 전통적으로 10 ml/kg의 높은 일회호
인체에서 기계호흡 시 일회호흡량에 따른 폐기능에
10)

흡량이 추천되고 사용되어 왔다. 또 무기폐의 발생

미치는 영향은 모두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것이며

을 컴퓨터단층촬영으로 분석한 결과 마취 중 발생하

전통적으로 일회호흡량의 결정은 환자의 체중을 기

는 무기폐는 대부분 마취유도 후 5분 이내에 발생하

준으로 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며 이 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

와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환자의 체중을 기준

고 이는 폐내 션트율의 증가와 관계가 있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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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폐포허탈과 환기관류불균형이 초래되므로 무

흡성산증이 초래되고 동맥혈산소화를 감소시킬 수

기폐가 증가하고 폐포의 가스교환 능력이 저하된다

있다 하였다.

3,4)

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O2 0.5에

전신마취 하에서는 높은

서 PaO2가 일회호흡량이 10 ml/kg에서는 227.28 ±

FiO2를 사용하므로 PaO2가 증가하고 폐의 기능성잔

58.53 mmHg이었으며, 오히려 6 ml/kg에서는 237.47

기량이 감소하므로 폐포허탈이 쉽게 발생하여 무기

± 36.79 mmHg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하였다.

또 Nunn 등은

15,21,22)

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없었다. 그러나 6 ml/kg에 5 cmH2O PEEP가 첨가된

위하여 높은 일회호흡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우에는 PaO2가 242.08 ± 33.60 mmHg로 증가하였

또한 전신마취 하에서 높은 일회호흡량은 폐포 허탈

으며 통계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으

에 의한 무기폐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허탈

므로 이는 기계호흡 시 동맥혈산소화는 높은 일회호

이 야기되거나 무기폐가 된 폐포를 다시 팽창시키어

흡량에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8) 결과와 반대되는 결

폐포의 가스교환 능력을 개선하고 이로 인하여 동맥

과이며 낮은 일회호흡량에서 동맥혈산소화를 감소시

혈 내 산소화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킬 수 있다는

그러나 최근 다른 주장에 의하면 기계환기 시 높

15,21,22)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낮은 일회호흡량에 의한 환기 시 동맥혈의 호흡성
21)

은 일회호흡량의 사용은 오히려 폐포의 과팽창을 초

산증과 PaCO2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래하고 이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며 그 결과 폐

과는 낮은 일회호흡량에 의한 기도 및 폐의 보호효

포의 상피세포가 파괴되므로 폐의 구조적인 손상이

과를 상쇄한다는 보고가 있다.12) 본 실험에서도 10

10)

그리고 이와 같이 높은

ml/kg의 높은 일회호흡량에서 pH와 PaCO2는 각각

일회호흡량에 의한 과팽창으로 발생하는 폐의 구조

7.50 ± 0.04 및 28.19 ± 2.76 mmHg으로 낮은 일회

적인 파괴는 alveolar type II 세포내의 Na+, K+-

호흡량인 6 ml/kg와 여기에 5 cmH2O의 PEEP을 첨

초래된다는 보고도 있다.

18)

이 결

함께 과팽창

가한 각각의 호흡환경에서 7.46 ± 0.06, 31.52 ±

에 의하여 초래되는 폐의 손상으로 혈액내 염증매개

5.24 mmHg 및 7.44 ± 0.06, 32.84 ± 6.04 mmHg으

체의 증가가 초래되므로 과팽창에 의한 스트레스와

로 변화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의의를 나타내었다.

염증매개체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높

이는 비록 생리적으로 정상범위 내의 변화이었으나

은 일회호흡량은 폐포의 이온통로까지도 파괴할 수

이 결과로 6 ml/kg의 일회호흡량을 장시간 사용한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19) 반면에 이들은 10 ml/kg

다면 10 ml/kg보다 동맥혈의 호흡성산증과 탄산가스

이하의 낮은 일회호흡량을 사용한다면 폐포벽의 팽

의 축적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창에 의한 압력손상은 제한할 수 있으나 무기폐의

결과이었다. 이 결과는 낮은 일회호흡량으로 환기

발생은 예방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산소증을

시는 폐포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제한하여 폐포

ATPase의 기능도 억제한다는 주장과

초래한다고 하였다.

2,20)

및 기도의 압력손상을 제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 할

이와 같이 마취 및 기계환기 시 사용될 수 있는

지라도 동맥혈내 pH와 탄산가스의 분압을 유지하기

높은 일회호흡량과 낮은 일회호흡량에 관하여 각각

위하여 일회호흡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보고와12)

의 경우 많은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어떤 종류

일치하는 결과이며 낮은 일회호흡량에 의한 기계환

의 일회호흡량이 다른 것보다 우수한지 또는 훨씬

기시는 호흡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못한지를 입증할만한 결과가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때 6 ml/kg의 낮은 일회호흡량 적용시 호기말 탄

본 연구에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체

산가스 배출이 의의 있게 증가한 것은 동맥혈 내 탄

중을 기준으로 10 ml/kg, 8 ml/kg, 6 ml/kg와 6 ml/kg

산가스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

에 5 cmH2O PEEP의 첨가하는 방법 등, 일회호흡량

나 본 실험에서 동맥혈 내 탄산가스분압의 증가가

을 4단계로 나누어 동일 환자에게 각각 적용하여 보

무기폐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았으며, 이때 10 ml/kg는 높은 일회호흡량으로 6

수술 후 24시간에 촬영한 흉부 X선 결과를 확인한

ml/kg는 낮은 일회호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결과 호흡기계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높은 일회호흡량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PaO2/FiO2는 저산소혈증의 발생유무를 효과적으로

마취나 호흡치료 시 낮은 일회호흡량을 사용하면 호

나타내는 지표로서, PaO2/FiO2가 300 이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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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혈증을 의미하며,9) 200 이하인 경우는 급성호
11)

이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개선된 것은 PEEP에 의한

이와 같이

무기폐의 재팽창에 의한 결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결

PaO2/FiO2는 마취나 호흡치료 시에 저산소혈증의 발

과이며, 이는 5 cmH2O 이상의 PEEP도 허탈된 폐포

생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는 보고와23) 일치하는 결

본 연구의 전 과정에서 PaO2/FiO2는 일회호흡량이

과이다.

흡부전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0 ml/kg 및 8 ml/kg일 때 각각 454.56 ± 117.56 및

일회호흡량의 변화에 의한 호흡기계의 영향을 평

448.80 ± 91.37에서 6 ml/kg 시 474.95 ± 73.59로

가하기 위한 호흡환경 설정시간에 관하여는 여러 가

변화하여 고산소혈증을 나타내었으나 특히 6 ml/kg

지 보고가 있다. 이들 중 20분이면 동맥혈 내의 가

에 5 cmH2O PEEP가 첨가된 경우, 484.16 ± 67.21로

스분압과 호흡기계의 유순도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증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결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는 생리적인 소량의 PEEP인 5 cmH2O의 첨가도

호흡치료를 위한 환기전략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폐포의 가스교환능력을 개선한다는 것을 알 수

1시간을 설정하고 시행한 연구도 있다.

있는 결과이었다. 이는 낮은 일회호흡량(6 ml/kg)에

본 연구에서 저자는 4단계 각각의 호흡환경을 설정

11)

서 PaO2/FiO2의 비가 낮아진다는 보고와는

일치하

26)

그러므로

하고 45분 후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지 않는 결과이다. 또 본 실험에서 6 ml/kg의 낮은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회호흡량을 10

일회호흡량에 5 cmH2O의 PEEP가 첨가되었을 때

ml/kg이상 사용한 결과가 없으며, 6 ml/kg에서 호흡

PaO2/ FiO2비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증가한 것은 5

수를 13회/분 이상으로 증가시켜 본 결과가 없으며

cmH2O 이상의 PEEP는 허탈된 폐포를 충분히 확장

낮은 일회호흡량을 설정한 후 장시간 사용한 결과가

할 수 있으며 팽창된 폐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없고, 폐의 션트율이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3)

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압력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폐의 조직학적 검

폐와 기도의 정적유순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회호흡
9)

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마취 중 일회호흡량 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하여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정적유순도는 호흡기계의 이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완기탄력반동압(relaxed elastic recoil pressure)을 측정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량/(고원기도압-PEEP)의 공식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지표라 하였다.24) 이 공식으로
25)

저자는 마취 중 분시환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낮

범위에서 일회호흡량과 호흡수를 각각 10 ml/kg와

은 일회호흡량에 낮은 PEEP의 첨가는 유순도를 증

9회/분, 8 ml/kg와 11회/분, 6 ml/kg와 13회/분, 6 ml/

가시키므로 폐손상을 촉진한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

kg에 5 cmH2O의 PEEP를 첨가하고 호흡수를 13회/

는 일회호흡량이 8 ml/kg와 6 ml/kg로 감소한 경우

분으로 하는 4단계로 나누어 동일 환자에서 변화시

기도의 정적유순도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감소되

킨 후 각 단계를 45분간 조절호흡을 실시하고 동맥

었으나 이에 동반된 PaO2와 PaO2/FiO2 비율의 증가

혈가스검사와 이에 의한 PaO2/FiO2를 계산하고 그

가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으므로 이때의 정적유순도

때의 최고점기도내압과 정적유순도를 분석하여 다음

의 변화는 폐포의 가스교환능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

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산된 유순도를 이용하였을 때 Muscedere 등은

로 사료되는 결과다.

일회호흡량 결정시 환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6

그리고 일회호흡량으로 사용된 6 ml/kg의 호흡환

ml/kg의 기준은 부족한 양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나,

경에서 PaO2 변화와 PaO2/FiO2 비율이 10 ml/kg에 비

이 조건으로 장시간 호흡 시 동맥혈 내 탄산가스가

하여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PaCO2

증가될 수 있으므로 호흡수를 13회/분 이상으로 증

는 의의 있는 증가가 있었으므로 탄산가스의 증가만

가시켜야 한다. PEEP의 적용은 폐포의 허탈을 방지

제거할 수 있다면 일회호흡량의 기준으로 6 ml/kg는

하여 동맥혈산소화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

무기폐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수술에서는 생리적

면에 이 때 5 cmH2O PEEP의 적용은 오히려 정적유

인 소량의 PEEP라도 적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순도가 증가하였음에도 PaO2 변화와 PaO2/FiO2 비율

반면에 일회 호흡량으로 10 ml/kg를 사용하는 경

장호선 외 4인：일회호흡량과 정적유순도의 관계

우 6 ml/kg에 비하여 PaO2, PaO2/FiO2에 개선이 없으
며, 일회호흡량이 감소하므로 최고점기도내압이 감
소하고 또 일회호흡량이 감소되면 기도 및 폐의 유
순도가 의의 있게 개선되는 사실에 의하여 10 ml/kg
의 일회호흡량은 기도 및 폐에 8 ml/kg와 6 ml/kg에
비하여 높은 압력이 가해지므로 일회호흡량으로 8
ml/kg와 6 ml/kg에 비하여 긴장성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위절제술 환자에서 마취를 위한 일
회호흡량의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즉 본 실험의 결과만으로는 일회호
흡량 6 ml/kg와 호흡수 13회/분에 5 cmH2O PEEP이
첨가된 호흡환경이 4가지 호흡환경 중 가장 적합한
호흡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
정한 체중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또 6
ml/kg의 일회호흡량에서는 45분의 실험환경에서도
PaCO2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여러 시
간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PaCO2의 증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저자는 본 실험에서
위절제술 환자에서 마취를 위하여 사용한 4가지 호
흡환경 중 일회호흡량 8 ml/kg와 호흡수 11회/분이
가장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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