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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volume-control and pressure-control ventilation during one-lung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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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We hypothesized that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allows a more even distribution in the lung and better main-

tenance of the mean airway pressure than is achieved with volume control ventilation.  We try to compare the effect of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PC) with that of volume control ventilation without an end-inspiratory pause (VC) during one-lung ventilation 

(OLV) in an anesthetized, paralyzed patient for performing thoracopic bullectomy of the lung.

  Methods:  We ventilated 20 patients with VC and PC after the insertion of a thoracoscope in continual order for, at least 

for 15 minutes, for each, VC and PC procedure.  At the end of VC and PC, the respiratory mechanics, gasometrics, and hemody-

namic parameters were measured and collected.

  Results:  W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C and PC except for the peak inspiratory airway pressure (PIP), the 

mean airway pressure and the arterial oxygen partial pressure (PaO2).  The PI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7.0 ± 6.0 cmH2O 

(VC) to 21.8 ± 5.4 cmH2O (PC).  The mean airway pres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8.6 ± 1.6 cmH2O (VC) to 9.4 

± 2.0 cmH2O (PC), and the PaO2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52.9 ± 97.3 mmHg (VC) to 285.2 ± 103.8 mmHg (PC).

  Conclusions:  If PC allows mechanical ventilation with the same tidal volume and respiratory rate as VC during OLV, then 

PC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aO2 but this is not clinically significant, and the PC significantly decreases the PIP, which induces 

barotrauma or volutrauma when the PIP is excessively high.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492～6)

Key Words:  One-lung ventilation, Peak inspiratory airway pressure,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Volume control ventilation.

서      론

  일측 폐환기의 가장 큰 험은 산소 증이며 주의해야 

할 은 과도한 기도압에 의한 압력손상(barotrauma)과[1,2] 

폐포의 과다팽창에 따른 용 손상(volutrauma)으로[3] 이러한 

험들을 이기 하여 일측 폐환기 시 여러 방법들이 개

발되었다.

  용 조 환기와 압력조 환기 방식에는 여러 차이 , 장

과 단  등이 있다. 압력조 환기는 용 조 환기에 비해 

폐에 환기의 더 균등한 분배와 평균기도압의 유지에 유익

하다고 하며[4] 심각한 성 제한  폐질환 환자에서 인공

호흡기 유발 폐손상(ventilator-induced lung injury)를 피하기 

한 것이 일차목표인 인공호흡기 리의 개념으로 심각한 

성 폐질환이 없는 환자에 한 용의 정당성을 제공하

는[5,6] 자료는 재까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최고 기도압과 산소증이 종종 

발생하는 일측 폐환기 시 흡기말 휴지기가 없는 용 조

환기와 압력조 환기가 호흡기계학, 동맥 가스  역학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

상  방법 

  계획수술로 신마취 하에 흉강경하 폐낭포 제술(bullec-

tomy)를 시행하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의 환

자 20명을 상으로 병원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하 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는 15세부터 73세의 남녀 20명으로 흉

부방사선 소견상 수술하지 않는 폐에 폐낭종이나 폐기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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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Values of Gas and Respiratory Parameters in the Volume- and Pressure-Control Ventilation

ETCO2

(mmHg)

PIP

(cmH2O)

Mean Paw

(cmH2O)

PaO2

(mmHg)

PaCO2

(mmHg)

VC (n = 20)

PC (n = 20)

27.0 ± 3.8

26.8 ± 3.5

27.0 ± 6.0

 21.8 ± 5.4
a)

8.6 ± 1.6

 9.4 ± 2.0
a)

252.9 ± 97.3

  285.2 ± 103.8
a)

35.7 ± 6.3

35.4 ± 6.7

Values are mean ± SD. VC: volume control ventilation, PC: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ETCO2: end 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 

PIP: peak inspiratory airway pressure, Paw: airway pressure. 
a)
P ＜ 0.05.

Table 1. Mean Values of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imeter 

and Hemodynamic Values in the Volume- and Pressure-Control 

Ventilation

SpO2  

(%)

Heart rate 

(beats/min)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VC (n = 20)

PC (n = 20)

99.6 ± 0.5

99.6 ± 0.8

89.3 ± 18.7

86.1 ± 17.6

116.8 ± 14.9

113.7 ± 14.0

76.1 ± 12.5

72.4 ± 11.8

Values are mean ± SD. VC: volume control ventilation, PC: pres-

sure control ventilation. SpO2: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imeter, 

BP: blood pressure.

없고 수술하는 폐 측에는 흉 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고 검사자는 한 명으로 국한

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 도, 비침습  압

측정기, 맥박산소계측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 신

경자극기(S/5 compact monitor, Datex-Ohmeda, Finland)를 거

치하 다. 마취유도는 sodium thiopental 4−5 mg/kg, rocuro-

nium 0.6−0.7 mg/kg을 정주하고 4−5 vol% sevoflurane으로 

환기하면서 이 기 지내 (Broncho-CathTM, Mallinckrodt, 

Ireland)으로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기 내삽  후부터는 

산소(4 L/min)-sevoflurane (1−2 vol%)으로 마취유지를 하

으며 수술  각성을 방지하기 해 midazolam을 2−3 mg

을 정주하 다. 근육이완을 평가하기 하여 신경자극기로 

1분 간격으로 지속 으로 TOF를 측정하여 TOF 수가 0으로 

나오도록 필요 시 rocuronium 10 mg을 정주하여 근이완 정

도에 따른 환기의 향을 배제하 다. 한, 공기가열장치

(Bair HuggerTM, Arizant Healthcare Inc., USA)를 이용하여 체

온을 조 하 다. 측와 를 취한 후 일측 폐에 용 조 환

기를 시작하 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25−30 mmHg 

가 되도록 일회호흡량을 8−10 ml/kg, 호흡수를 분당 14−
18회로 유지하 고 흡기말 휴지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

은 수술조작에 따른 폐 압박과 뒤당김에 의한 션트 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흉강경하 폐낭포 제거술을 상으

로 하 으며 수술  자료수집은 과도한 외부자극에 따른 

역학  향을 배제하기 해 흉강경 삽입 후 폐 실질조

작 시에 측정하 으며 트로카의 재 삽입 등 과도한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역학  안정을 취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용 조 환기 후 동일한 자극에 한 한 마취심도를 

유지하기 하여 폐 실질조작 15분 후 동맥 가스측정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 고 그 후 압력조 환기로 환하

다. 압력은 용 조 환기 시 일회호흡량의 95−105%에 맞

추어 분시환기량을 용 조 환기와 동일하게 유지하 다. 

용 조 환기 시작 최소 15분 후 동맥 가스측정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 고 흡입마취제의 농도는 변화시키지 않았

다. 모든 자료의 기술은 평균 ± 표 편차로 하 고 GraphPad 

Prism (version 3.02, San Diego,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통계  의미는 paired t-test로 평가하 고 P값은 

0.05 미만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용 조 환기로 일측 폐환기 최소 15분 후, 압력조 환기

로 환 15분 후 각각 측정한 맥박산소포화도, 심박수, 수

축기동맥압, 이완기동맥압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1). 동일한 분시호흡량으로 용 조 환기와 압력조

환기 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동맥  이산화탄소분압에

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동맥  산소분압은 252.9 

± 97.3 mmHg, 285.2 ± 103.8 mmHg, 최고 기도압은 27.0 ± 

3.8 cmH2O, 21.8 ± 5.4 cmH2O, 평균기도압은 8.6 ± 1.6 cmH2O, 

9.4 ± 2.0 cmH2O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

다(P ＜ 0.05) (Table 2). 

고      찰

  일측 폐환기의 가장 큰 험은 산소 증이며 주의해야 

할 은 과도한 기도압에 의한 압력손상(barotrauma)과[1,2] 

폐포의 과다팽창에 따른 용 손상(volutrauma)이다[3]. 이러

한 험을 이기 한 통 인 방법으로 일측 폐환기 시 

일측 폐환기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100% 산소를 투여

하여야 한다. 용 조 환기 시 최고 기도압이 30 cmH2O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일회 호흡량을 감소시키고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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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증가 시켜 분시호흡량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7].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맥박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의 면 한 감시와 주기 인 동맥  가스분석이 필

요하다.

  상기 방법으로도 산소 증 발생 시 일 되게 효과 인 

방법으로는 허탈된 폐의 주기 인 통기법, 폐 제술인 경우

에는 동측 폐동맥의 조기결찰, 허탈된 폐에 지속기도양압(5−
10 cmH2O)를 용하는 방법 등이[8-13] 있으며 경우에 따라 

효과 이거나 비효과 인 방법으로는 환기되는 폐에 5−10 

cmH2O 압력의 호기말양압[8,14,15], 허탈된 폐로 산소의 지

속 인 통기법[16]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일반 으로 일측 폐 환기 시 앞에서 언 한 통 인 방

법으로도 산소 증이 발생 시 이  기 지내 의 올바

른 치를 굴곡기 지경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역학  상

태가 만족할만한 수 인지 악하여야 한다. 이 기 지

내 의 올바른 치와 만족스러운 역학  상태에도 산

소 증이 지속 시 허탈된 폐에 5−10 cmH2O의 지속기도양

압을 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증이 지속될 때 

환기되는 폐에 5−10 cmH2O의 호기말양압을 용한다. 차

별 인 폐 호기말양압/지속기도양압 용에도 산소 증이 

지속시 산소로 간헐 으로 허탈된 폐를 환기시킨다.

  일측 폐환기 시에는 비의존  폐가 환기되지 않으므로 

환기되지 않는 폐로 가는 류는 션트 유량이 된다. 그래서 

일측 폐환기는 양측 폐환기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기되

지 않는 비의존성 폐를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허 경유 오

른왼지름길(right to left shunt)을 래하여 동일한 흡입산소

농도, 역학 상태와 사상태에서 일측 폐환기는 양측 폐

환기보다 더 큰 P(A-a) O2와 더 낮은 PaO2를 야기 시킨다. 

  일측 폐 분시환기량과 양측 폐 분시환기량이 동일할 때 

일측 폐환기 동안 환기되는 폐는 환기되지 않는 폐를 보상

할 만큼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제거하여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과 폐포분압 차가 으나, 산소는 산화 색소 해리곡선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산소포화도가 한계가 있어서 일측 

폐환기 동안 환기되는 폐는 환기되지 않는 폐를 보상할 만

큼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여 동맥  산소분압과 폐포분압 

차가 보통 크다. 즉 일측 폐환기는 동맥  이산화탄소분압

보다는 동맥  산소분압에 더 향을 미친다. 일측 폐환기 

시작 시 처음 5분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에 다소 격

한 효과를 나타낸다. 양측 폐환기 시의 일회호흡량과 분당

호흡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측 폐환기를 시작하

면 환기되는 폐는 즉각 으로 류에 비해 과환기 되므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5 mmHg정도 처음 1분에 감소

한다. 5분 이상 경과 후 환기되지 않는 폐에서 산소 폐

 수축 류를 환기되는 폐로 이동시켜 류를 증가시키며 

환기되는 폐의 환기 류비(V/Q ratio)를 감소시키고 양측 폐

환기 시의 기  값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으로 증가시

킨다. 그 후에는 환기되지 않는 폐를 통과하는 액에 의한 

이산화탄소 축 은 환기되는 폐를 통과하는 액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를 약간 과하므로 동맥  이산화탄소분

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보통 천천히 증가한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 조 환기에서 압력조 환기로 

환 시 시간이 경과함에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증가

하지 않았고 동맥  산소분압은 임상 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252.9 ± 22.9 mmHg에서 285.2 ± 24.5 mmHg로 통계

으로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 마취  산소증에 한 

인간의 산소폐 수축 반응은 즉각 이고 시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 으며[18] 자발  혹은 기

계  환기, 호기말 양압, 열린 혹은 닫힌 가슴, 산소증의 

종류 등의 인자는 산소폐 수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 다[19]. 그러나 Ishikawa는[20] 일측 폐환기 시 시

간에 따라 산소화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하 으나 엄 한 

조 연구가 아니라 단순 찰에 지나지 않으며 Ishikawa의 

실험은 식도수술 시에 시행하 는데 흉강경하 폐낭포 제거

술에 비해 수술조작에 따른 강한 폐 압박과 뒤당김으로 인

한 션트 유량의 감소로 산소화가 부분 으로 개선될 수 있

다고 생각되며 본 실험에서는 폐 압박에 의한 션트 유량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흉강경하 폐낭포 제거술로 실험을 

제한하 으므로 동맥  산소분압의 증가는 압력조 환기가 

용 조 환기보다 폐에 환기의 더 균등한 분배로 인한 것

으로 생각된다. 한, Unzueta 등은[21] 일측 폐환기 시 환

기방식이 가스교환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하여 

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Unzueta 등은[21] 용 조

환기 시 폐에 환기의 더 균등한 분배를 주는 흡기말 휴지

기를 시행하여 산소화가 개선되어 압력조 환기와 차이가 

없었으나 자들은 흡기말 휴지기를 두지 않아 차이가 생

겼다고 생각된다.

  용 조 환기와 압력조 환기 방식에는 여러 차이 , 장

과 단  등이 있다. 압력조 환기는 용 조 환기에 비해 

폐에 환기의 더 균등한 분배와 평균기도압의 유지에 유익

하다고 하나[4] 일회호흡량이 폐와 흉곽 순응도, 그리고 기

도 항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용 조

환기는 미리 조정된 분시환기량은 보장되나 압력이 변수

이므로 호흡기계의 순응도와 항에 한 면 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라 라스의 법칙에 따르면 폐포가스용 이 규정한계 이

하( 팽창)로 떨어졌을 때 폐포의 탄성력이 압도되어 폐포

허탈이 래되며 반 로 용 이 증가하여 한계용  이상으

로 증가 시 탄성력이 감소하며 팽창성 한계(과다팽창)에 도

달하게 되면 인 한 상피세포, 사이질, 내피세포 구조가 물

리  뒤틀림과 스트 스를 받게 되어 폐손상을 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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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킬 수 있다[1,22]. 폐포의 과다팽창에 연 된 병리학

 특징을 인공호흡기 유발 폐손상(ventilator-induced lung 

injury)이라 하며 동물실험에서 40 cmH2O를 과하는 폐포

압력을 래하는 일회호흡량으로 기계  환기 시 과다팽창

에 따른 폐손상이 발생한다고 하 으나[1,2] 폐포압이 40 

cmH2O를 넘더라도 과다팽창을 래하지 않는 일회호흡량

으로 환기 시에는 인공호흡기 유발 폐손상을 래하지 않

는다고 한다[1,23]. 비록 높은 폐포압력이 항상 폐포의 과다

팽창과 연 되지는 않지만 양압환기시 폐포의 과다팽창을 

래하는 일회호흡량은 보통 높은 기도압과 연 이 있고

[1,24] 폐포의 과다팽창은 과도한 폐포압력보다는 과도한 폐

포 용 에 따른 손상을 강조하기 해 용 손상으로 불리

운다[3].

  최고 흡기압은 유량의 증가, 일회 호흡량의 증가, 기도 

분비물  좁아진 기 내 튜 에 따라 증가하므로 폐포압

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용 손상은 용

조 환기 시 흡기 정 지속압을 35−40 cmH2O 이하로 유

지 시 피할 수 있다고[25] 하 으나 일부 폐포는 흡기 시 

흡기 정 지속압보다 더 높은 압력에 도달하여 일시 으로 

과다팽창 될 수 있으며 환기의 분배를 다양한 유순도를 가

진 인 한 폐포를 가진 폐에서 과다팽창을 측할 수 없다. 

그러나 압력조 환기 시에는 한 용 이 모든 열린 폐

포에 분배되는 흡기기간 동안 단 한 개의 폐포압도 미리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는 도달하지 않으며[26] 폐포가스용

이 미리 조 된 기도압과 폐포의 순응도에 의해서 결정되

며 주요 목 이 인공호흡기 유발 폐손상을 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 조 환기에서 압력조 환기로 환 시 

최고 흡기압이 27.0 ± 6.0 cmH2O에서 21.8 ± 5.4 cmH2O로 

의미 있게 감소하 고 평균기도압은 8.6 ± 1.6 cmH2O에서 

9.4 ± 2.0 cmH2O로 증가하 으나 역학  변화는 래하

지 않았다.

  결론 으로 일측 폐환기 시 압력조 환기를 통해 동맥  

산소분압이 개선되었고, 최고 흡기압은 감소되었다. 자

들이 찰한 동맥  산소분압의 상승폭은 비록 작지만 일

된 상승은 압력조 환기를 일측폐환기에 용할 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폐의 압력손상과 용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최고 흡기압의 감소는 역학 변동을 래하지 

않은 평균기도압의 증가와 비교하여 더욱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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