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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중환자의 집중치료시 기계환기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구동법에 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기계와 환기법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같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크게는 조절변
수(Control variable)와 주기변수(Phase variable)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절변수는 일회 환기시 환기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적 혹은 압력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주기변수는 기계환기의 동조를 하는 주기를
의미한다. 통제 및 보조환기(Assisted/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법, 동조간헐강제환기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SIMV), 기도내 지속적 양압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압력보조환기법(Pressure Support Ventil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Bilevel pressure assist,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
으나 모든 구동방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주로 사용되는 환기법의 정확한 이해가 임상적으로 더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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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외과의사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서론

최근 인공호흡기는 환자에게는 편안하고 의사에게는 구동하
외과영역에서 외상이나 급성복증으로 인한 응급수술을 받거

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회사별로 다양한 인공

나, 인구노령화와 함께 고위험환자들의 수술이 증가하면서 술

호흡기가 있으나 기계환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를

후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흔히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1,2

동반되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기계환기의 적용은 불가피하다.
외과가 분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수술 술기는 발전을

본론

거듭하고 있으나 외과 의사는 수술술기의 익힘은 물론 대상이
되는 고위험도 환자들의 수술 전후 처치 및 술 후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진정한 외과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과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호흡부전 치료능력을 함양하

조절변수(Control variable)
일회환기 시 환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변수이다. 압력조절환기,
용적조절환기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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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sisted/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Fig. 2.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1) 압력조절환기(Pressure control ventilation)

않은 경우에는 치료자가 설정한 횟수만큼만 흡기가 이루어지나,

일회 환기 시 설정한 압력의 기도압(airway pressure)을 목표로
환기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환기가 시작되면 최고의 유량으로
설정된 기도압을 정해진 흡기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환기를 유지
한다. 같은 기도압에도 환자의 기도저항과 폐탄성에 따라 일회
호흡량은 변화한다. 압력조절환기를 시행할 때 흡기압(inspiratory
pressure), 호흡수(respiratory rate), 흡기시간(inspiratory time) 등

환자의 흡기노력이 흡기 역치를 극복할 정도로 크면 실제 분당호
흡수가 설정 분당 환기수보다 많아진다(Fig. 1).
또한 흡기시간을 설정함으로서 흡기에서 호기로의 이행은 인
공호흡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장단점: 신뢰할 수 있는 환기양식이나 과도한 환기로 호흡
성 알칼리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4

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2) 동조간헐강제환기(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SIMV)

2) 용적조절환기(Volume control ventilation)
일회 환기 시 설정된 용적을 목표로 환기가 이루어진다. 환자의

(1) 구동 양식: 치료자가 설정한 조절 환기 외에 환자의 추가적

기도저항이나 폐 탄성과 무관하게 일정 용적이 들어간다. 일정한

인 자가 호흡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추가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용적이 들어가면 흡기로 이행된다. 환기용적 및 유량은 변화가

다, 특히 조절 환기 시 환자의 흡기 노력과 일치하여 시작한다.

없지만 압력은 폐의 역학에 따라 변하게 된다. 용적조절 환기

이 구동법에서 조절 환기는 압력 혹은 용적조절환기에서 모두

시에는 일회호흡량(tidal volume), 호흡수(respiratory rate), 유량형

적용이 가능하다(Fig. 2).

5

태(flow pattern), 유속(flow rate) 등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2) 장점: 어느 정도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호흡성 알카리증 방지, 근이완제 및 진정제 사용감소, 낮은 평균기
도압 유지, 폐의 환기/관류비의 개선(자가 호흡시 dependent area

주기변수(Phase variable)

에 환기/관류 모두가 증가되므로)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인공환기

1) 통제 및 보조 환기양식(Assisted/Controlled mandatory

기로부터 이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호흡근의 위축도 방지

ventilation)

할 수 있다. 또한 SIMV는 자기 호흡동안 흉곽내압 증가를 완화시

(1) 구동 양식: 환자의 흡기노력과 일치하여 치료자가 설정한

켜 정맥 환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심박출량과 혈압유지에 CMV

일회환기량 혹은 팽창기도압을 제공하며, 환자의 흡기노력이 설

에 비하여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폐동맥압의 증가 정도를

정된 횟수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흡기를 도와주는 구동법이다.

줄여서 우심실의 후부하(afterload) 증가도 축소시킨다. 이러한

환자의 흡기 노력이 없거나 흡기구동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하지

이론적 장점이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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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점: 간헐적 필수환기의 보조횟수가 적은 환자에서 자발호

환기 횟수, 흡기 시간을 정해주게 된다(time triggered, time cycled,

흡이 감소하면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흡기

pressure limited). PCV에서는 최대기도압을 정해주기 때문에 치

시 호흡일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는 SIMV를 위한 회로 설계가

료자가 설정한 압력이상으로 최고기도압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

부적절한 경우, 구경이 작은 기관내 관의 사용, demand valve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초기 유량이 volume cycled ventilation

개폐에 따른 호흡일의 발생 및 flow-resistant PEEP valve 등에

에 비해 높기 때문에 흡기시 유량 부족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의해 초래된다. 또한 호흡근 회복이 불충분한 환자에서 자기 호흡

일회환기량과 분당환기량 및 폐포환기량은 환자 폐 탄성, 기도저

은 호흡근의 피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로부터

항 및 호흡방식에 따라 변동되는 단점이 있다.

6

이탈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심실기능이 저하되어있는
환자의 경우 SIMV mode의 사용은 자발호흡 중 정맥 환류가

5) 압력보조 환기법(Pressure support ventilation, PSV)

유지됨으로써 오히려 폐부종, 심부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1) 기계적 특성: 자발 호흡이 가능한 환자에서 치료자가 선택

또한 흉곽내압 감소에 따른 좌심실의 후부하 증가로 좌심부전이

한 양압만큼 환자의 흡기를 보조해주는 환기법(patient triggered,

악화될 수 있다.

flow cycled, pressure limited)이다.
(2) 생리적 효과: 이탈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T-piece나 SIMV

3) 기도내 지속적 양압법(Continuous positive airway

양식에 비해 호흡근육이 부담해야 하는 호흡일의 변동을 점진적

pressure, CPAP)

으로 줄여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기방식반사(ventilatory

(1) 기계적 특성: 이는 기도내에 치료자가 설정한 기도내 양압

pattern reflex)에 대한 효과로는 정상상태에서와 같이 PSV에서는

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서 흡기 시 추가적인 도움은 없으나

흡기 유량, 흡기 시간, 일회환기량의 조절에 환자가 관여할 수

환자의 자발호흡을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다른 환기방식에

있어 환자와 환기기 사이에 조화가 다른 구동 양식에 비하여

접목해서 호기말양압(PEEP)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발호흡시 기

낫다.

도내 양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CPAP)을 말한다.
(2) PEEP/CPAP의 생리적 효과: 폐장에 대한 효과로는 우선

7,8

(3) PSV의 임상 적용: 주로 이탈 양식으로 적용되나 최근에는
호흡부전 환자의 초기 환기법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기능적 잔기량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폐포 자체의 용적의

(4) 단점: 흡기의 시작이 전적으로 환자의 호흡동인에 의존하게

증가(PEEP＜10 cm H2O)와 폐포 재동원(recruitment) 증가

되므로 호흡중추가 불안정한 경우나 진정상태가 깊은 환자들에

(PEEP＞10 cm H2O) 등에 의한다. 또한 폐 혈관 외에 존재하는

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과다한 압력보조를 설정할 경우 평균

물의 재분포를 유도하여 가스교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순환에

흉곽내압의 증가로 심혈관계 기능이 억제될 수 있으며 호흡성알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맥환류의 감소, 우심실의 부전초래, 좌심실

칼리혈증의 결과로 무호흡이 생기거나 이와 연관되어 인공호흡

의 확장기능의 장애 등이 있다. 이러한 심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기 이탈이 지연될 수 있다.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전부하와 후부하를 경감시킴으로서
심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기계환기의 시작

(3) PEEP/CPAP 치료의 임상적용: 산소화와 폐 탄성의 개선이
주요 목적이며 최근에는 인공호흡기 연관폐손상을 방지하려는

1) FIO2의 결정

의도로도 적용되며 좌심부전 환자에서 심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동맥혈가스분석을 통해 검사를 하면서 적절한 FiO2를 유지한

도 적용한다. 외과환자의 경우 상복부 수술 후 기계허탈이 심한

다.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FiO2는 산소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

환자의 경우 수술에 연관된 호흡역학의 악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로 적절한 산소전달을 하는 정도에서 최소한의 산소농도를 공급

서도 적용하기도 한다.

힌다.

4) 압력통제 환기법(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 PCV)

2) 조절변수결정

이 역시 ACMV 및 SIMV로 작동하게 되는데 치료자는 기도압,

용적조절 혹은 압력조절환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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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변수설정

환자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 경고가 울릴 수 있다.

환자의 초기상태, 의식수준, 호흡양상에 따라 환기방식을 결정
한다. 초기 설정 후에 환자의 경과에 따라 주기변수를 조정한다.

10) 뒷받침환기설정

가능한 하루에 한 번씩 환자를 깨워 자가호흡을 유발하여 적응도

압력보조환기의 경우 환자의 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면 뒷받침

를 관찰한다. 장기적인 진정상태에서 통제환기법의 사용을 지양

환기가 작동하게 된다. 이는 무호흡으로 인해 환기가 적절히 일어

하여야 한다.

나지 않도록 보조적인 환기를 제공한다.

4) 일회환기량 혹은 흡기압설정

11) 진통제, 진정제 및 필요 시 근육이완제 처방

환자에 적절한 일회환기량 혹은 흡기량을 설정한다. 용적의

환기의 조절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호흡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경우 체중당 6 ml의 환기량을 목표로 한다. 흡기압을 설정하는

완벽히 기계에 의해 환기가 조절되는 환기구동법은 없다. 이를

경우 적절한 환기량이 유지되도록 흡기량을 설정한다. 최고흡기

조절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이완

량이 35∼40 mmHg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의 사용은 추후 ciritical illness polyneuropathy나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5) 환기횟수설정

않도록 한다.

적절한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횟수 즉 호흡수를 설정한
다.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너무 높은 호흡수를 설정하면 오히

결론

려 가스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사강환기가 초래할 수
인공호흡기는 어느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의료진이 이

있다.

해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고안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6) 흡기 및 호기 비율결정

구동방식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인공호흡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흡기 및 호기 비율을 설정한다. 궁긍적으로는 흡기시간을 설정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용적조절환기에서는 유속을 통해 흡기시간을 설정

막연한 기계에 대한 공포를 잊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

한다. 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가능한 비율을 높게 측정하게

한다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되며 가스교호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증이 지속
되면 역비환기(inverse-ratio ventilation)를 적용하기도 한다.

더불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 후 모니
터링을 함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7) PEEP설정
흡기와 호기시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압니다. PEEP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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