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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under general anesthesia

Hae-Gyun Park, Jung Sik Im, Jeoung Sun Park, Jae Keun Joe, Sangseok Lee, Jun Heum Yon, and Ki Hyuk Hong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Dry and cold anesthetic gas deteriorates patient’s respiratory function and body heat balance.  We examined whether 

a humidifier with heated wire circuit might maintain cor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inspired gas in patient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Methods:  We enrolled forty ASA physical status I, II patients under general anesthesia for this study.  We allocated the patients randomly 

into two groups with (experimental group) or without (control group) HumitubeⓇ anesthesia circuit, which delivered heated and humidified 

inspired anesthetic gases.  We recorded the temperatures and humidity of the inspired gases throughout the surgery.

  Results:  The temperatures and relative humidity of the inspired gases in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compared to control 

group (36.2 ± 0.9oC, 89.5 ± 4.8% vs. 30.4 ± 1.8oC, 37.9 ± 5.9%, P ＜ 0.05) during anesthesia.  The core temperatures in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compared to control group (36.1 ± 0.3oC vs. 35.7 ± 0.1oC, P ＜ 0.05) during anesthesia.

  Conclusions:  A humidifier with heated wire system for anesthesia breathing circuit is helpful to maintain core temperature and adequate 

humidit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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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발호흡 동안 흡입된 가스는 상부기도를 통과하면서 가

온, 가습되며, 체온에서 수증기로 최 로 포화된 상태로 하

부기도에 도달한다. 기도삽 을 이용한 기계환기 시에는 이

러한 경로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가스가 하부

기도에 도달하게 되고, 기도 막의 섬모세포의 기능을 

하시키고, 분비물의 축 을 유발하게 된다[1]. 한 흡입된 

차고 건조한 가스는 신마취  체온을 일으키는 원인 

의 하나이다. 따라서, 특히 장시간의 기계환기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부기도의 기능을 체할 수 있는 가온, 가습장

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일

반 마취호흡회로는 흡입가스에 한 가온과 가습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극 인 가온, 가습 장치의 보조가 

필요하다. 환자실에서 기계환기를 시행 받는 환자에서 가

온, 가습장치의 효용성에 한 문헌은 많으나, 신마취를 

시행 받는 환자에게 마취제 혼합가스의 극  가온, 가습

에 이용되는 장치의 효과에 해서 국내에서 보고된 문헌

은 은 편이다. 자들은 근래에 임상에 소개되어 사용되

고 있는 열선내장형 가온 가습 호흡회로(HumitubeⓇ)의 효과

를 평가하고 그 유용성에 해서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 하에 정 수술을 시행 받기로 한 환자들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는 2에 속하는 20세 이

상 60세 미만의 환자 40명을 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윤리 원회의 허가와 환자로부터의 동의서를 확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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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way Management, Surgical and Anesthesia Data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 20) (n = 20)

 Duration of anesthesia (min) 207.9 ± 55.9 206.3 ± 78.1

 Duration of operation (min) 167.9 ± 46.3 173.7 ± 75.9

Values are expressed mean ± SD. Control group: no warmed and 

humidified, Experimental group: active warmed and humidified.

향 인 방법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두 경부 수술을 받은 환자, 최근 2주 이내에 상기도 감염

이나 인후통이 있었던 환자, 수술  고열(38oC 이상)이 있

는 환자, 갑상선기능 하 는 항진 환자, 수술  수 이 

필요한 환자, 체온 조 에 향을 미치는  확장제나 기

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당조 이 되지 않거나 자율신

경계 합병증을 가진 당뇨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들은 가온 가습 장치가 없는 일반 호흡회로를 

사용한 군( 조군; control group)과 열선내장형 가온 가습 호

흡회로인 HumitubeⓇ (Anesthesia controller and A4488 Heated 

and humidified anesthesia breathing circuit, Acemedical, Seoul, 

South Korea)을 사용한 군(실험군; experimental group)으로 

무작 로 배정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추가 인 외부 가온 

가습장치는 사용되지 않았다.

  환자는  처치 없이 수술실로 입실하 고, 표  환자감

시 장치를 부착하 다. 마취유도 시 propofol 2 mg/kg과 ro-

curonium 0.6 mg/kg을 정주하 으며, 사 연속 자극의 수가 1

이하일 때 기 내 삽 을 하 다. 가온, 가습 호흡회로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 호흡회로의 Y자 연결부 에 자기

온도 습도계(thermohygrometer [SK-110TRH, Sato Keiryoki 

Mfg Co., Tokyo, Japan])를 연결하여 흡기가스의 온도와 상

습도를 측정하 다. 실험군의 경우 마취 15분  미리 호

흡회로에 연결된 가온장치를 37oC로 설정하여 유지해 주었

다. 심체온은 식도 체온계(REF 81-040418K, DeRoyal, Co-

untry Meath, Ire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수술실 내의 

온도와 습도는 환자의 머리부분근처에서 실내 온/습도계를

(7542 Highest II, Sato Keiryoki Mfg Co., Tokyo, Japan) 이용

하여 측정하 다. 습도는 동시에 측정한 온도와 상 습

도를 근거로 습도(mgH2O/L) = 상 습도(%) × 각 온도

에서의 포화수분량(mgH2O/L) × 0.01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 고, 각 온도에서의 포화수분량은 온도- 습도 곡선

을 사용하여 구하 다. 한 가습장치에 의한 호흡회로의 

기도 항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마취기(NarcomedⓇ, 

Drager Medical, Germany)에 측정되는 최  기도내 압력

(peak airway pressure)의 변화를 기록하 다. 상기한 흡기가

스의 온도, 상 습도, 습도, 심체온, 실내 온도, 실내 

습도, 기도내 압력은 기 내 삽  후 매 15분 간격으로 수

술 종료 시까지 측정하여 기록하 다.

  마취유지는 표  마취 리방법을 수하 으며,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와 2−3 Vol% sevoflurane을 사용

하 다. 일회 호흡량은 8−10 ml/kg, 호흡수는 10−14 rates/ 

min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40 mmHg을 유지하도

록 조 하 다. 수술 종료시 에서 환자의 근 이완의 회복

을 해 사연속자극기로 감시하면서 pyridostigmine 0.2 mg/ 

kg와 glycopyrrolate 0.004 mg/kg를 투여하 다.

  통계분석은 S-PLUS 6.2 (Insightful Inc, CA, USA)를 이용

하 으며, 모든 연속형 자료는 평균 ± 표 편차로, 순 자

료는 median값으로 제시되었다. 반복 측정된 자료( 심체온, 

흡기가스의 온도, 상 습도, 습도, 실내 온도, 실내 습

도, 기도압 변화)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Bonferroni 수정에 의한 다  비교

를 실시하 다. 일반 연속형 변수의 군간의 비교는 t test를 

하 고, 비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카이제곱비교를 하 다. 

통계학 인 유의도는 P ＜ 0.05로 하 다.

결      과

  조군은 총 20명으로 남자 5명, 여자 15명으로 구성되었

으며, 연령은 48.4 ± 11.3 yrs, 체 은 59.0 ± 8.5 kg, 신장은 

160.4 ± 8.4 cm 다. 실험군은 총 20명이며 남자 6명, 여자 

14명이었고, 연령은 49.9 ± 14.3 yrs, 체 은 57.1 ± 6.9 kg, 

신장은 160.9 ± 6.3 cm로서, 두 군간의 인구학  자료의 차

이는 없었다. 두 군간 수술 시간, 마취 시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술  환자의 심체온의 변화는 실험군과 조군에서 

삽  45분 후부터 180분까지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며 더 높게 유지되었다(P ＜ 0.05). 삽  직후 실험군과 

조군의 심체온은 각각 36.4 ± 0.4oC과 36.4 ± 0.3oC로 

차이가 없었으나, 삽  45분 후 36.2 ± 0.3oC과 35.9 ± 

0.3oC, 삽  180분 후에는 36.1 ± 0.3oC와 35.5 ± 0.3oC로 유

의한 차이를 유지하 다(Fig. 1).

  흡입 가스의 온도는 삽  직후부터 삽  후 180분까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유지되었다(P ＜ 0.05). 삽  직

후 실험군과 조군은 각각 35.5 ± 1.5oC과 28.3 ± 3.0oC이

며, 삽  60분 후 36.1 ± 1.0oC와 30.7 ± 2.1oC, 삽  180분 

후에는 36.2 ± 1.2oC와 30.3 ± 1.6oC를 기록하 다(Fig. 2).

  흡입 가스의 상 습도와 습도는 모든 측정 시 에서 

실험군에서 높게 유지되었다(P ＜ 0.05). 상 습도는 삽  

직후 실험군과 조군에서 각각 87.5 ± 5.4%와 13.4 ± 0.9%

이며, 삽  60분 후 90.3 ± 4.6%와 42.5 ± 7.4%, 삽  180분

째에는 87.9 ± 6.2%와 44.6 ± 4.4%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