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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cheostomy directs external air into the airway tract. This process causes mucosal dryness, 
irritation and inflammation in the tracheo-bronchial tree.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several methods are applied; ointment application, humidification and careful suction etc. The 
heat-moisture exchanger (HME) is commercially sold device that assists heating and humidifica-
tion of the inhaled air. The authors experienced successful treatment outcome of intractable 
tracheitis caused by repetitive and vigorous intra-tracheal suction by applying HME in a total lar-
yngectomized patient. We report an interesting and didactic case with a brief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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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두전적출술 환자는 외부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기도로 흡입되어, 기관 및 

기관지의 점막상피세포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도 점

막의 건조, 점액섬모 청소율의 감소 및 기관상피세포의 손상 등으로 이어져 기도 감염의 

주요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1)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존적 치료로 기관공 

주변의 연고 도포, 가습 및 기도 분비물의 흡인 등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

류의 열가습 여과기(heat and moisture exchangers, HMEs)가 소개되어, 이를 착용하면 

들숨이 가습 및 가온되어, 위에서 기술한 합병증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2) 

내원 2년 전에 후두전적출술을 시행받은 78세 남자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저자들은 HMEs에 주된 치료 반응을 보인 ‘난치성 기관염’을 치험하여 문

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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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78세 남자 환자가 내원 2일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심한 호

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년 전 후두전적출

술을 시행받고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이었으며, 당뇨, 고혈

압 및 전립선암 등의 병력이 있었다. 환자는 넬라톤관으로 만

족할 때까지 기관 내를 자가흡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내원 직

후 시행한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 내부가 혈병 및 가피 

등으로 90% 이상 폐쇄되어 겸자와 흡입기(suction) 등으로 

이를 모두 제거하고, 증상은 바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6시간 

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가피를 제거하였

으나, 기관 점막에 광범위한 미란과 출혈 등의 소견이 관찰되

었다(Fig. 1A and B).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14.58×103/μL 

(참고값: 4~10), 적혈구 침강 속도는 42 mm/hr(참고값: 

0~30) 및 C-반응 단백질은 110 mg/L(참고값: 0~3) 등으로 

증가하였고, 동맥혈 검사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92.4%, 산소 

분압이 78.2 mm Hg(참고값: 83~108) 및 이산화탄소 분압이 

51.5 mm Hg(참고값: 35~48) 등의 저산소증 소견이었다. 객

담 배양 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동정되

어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넴 등을 사용하였고, 기관 

습윤을 위하여 생리 식염수 및 국소 기관지 확장제 등의 흡

입 치료를 1일 4회 시행하였다. 병변의 범위 평가와 호흡곤란

의 다른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

층촬영에서는 기관에서 양측 주 기관지벽까지 조영증강되

고, 점막이 비후돼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A and B). 

이러한 임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후두전적출 이후에 잘못된 

흡입관 사용으로 병발된 기관염으로 진단하였다. 혈병 및 가

피 등의 물리적 제거로 일시적 증상 호전은 가능하지만, 가피

의 제거 시 필연적으로 점막 손상이 일어나서, 동일한 염증 

소견이 반복되었다. 

재원 2일째, 호흡기 내과에서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소견에

서 기관 및 양측 주 기관지를 막고 있는 혈병을 제거하고, 가

습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

였다. 24시간 후 상태가 호전되어, T자관으로 산소를 공급하

였으나, 다음날 시행한 후두 내시경에서 다시 이전과 유사한 

소견이 관찰되어, 열가습 여과기(HMEs)의 한 종류인 ‘트라코 

가습보조기 IIIⓇ’(Tracoe humid assist IIIⓇ, Tracoe, Neider-

Olm, Germany)를 기관절개관에 연결하였다(Fig. 3). 이 기

구를 착용하고 24시간 후 시행한 내시경 소견에서 기관 점막

은 혈병 및 가피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광범위한 점막 미란도 

한층 호전되는 소견 등이 관찰되었다(Fig. 1C and D). 이때 

시행한 염증 지표 혈액 검사와 동맥혈 검사 등도 정상 범위를 

보였다. HMEs 착용 3주 후에는 점막에 경한 염증 소견만 있

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흡인의 올바른 요령과 

HMEs를 정확하게 거치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고 퇴원하였다. 

3개월 이후에 시행한 후두 내시경에서 기관은 염증 소견은 

Fig. 1. Flexible laryngoscopic findings. These pictures show a series of treatment processes on trachea and carina. At first visiting to emer-
gency medicine, it shows near totally obstructed airway tract by crusts (asterisk) (A). After removal of crusts, it shows severe mucosal ero-
sions and bleeding (arrows) (B). At hospital day fourteen, it shows much improved lesion with favorable healing process on trachea (C), but 
some mucosal erosion is still observed on peri-carinal area (arrowheads) (D). Three months later, there was no abnormal finding except 
some thickened mucosa (arrows) (E), (arrowhead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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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xial and coronal CT scans of the chest. In pre-treatment images, they show diffuse relatively enhanced thickened wall of trachea 
and main bronchus (arrowheads) (A), (arrows) (B). Three months later, they show much decreased enhancement and wall thickening in 
same sites (arrowheads) (C), (arrows) (D). 

A B
Fig. 3. Tracoe humid assist III® (Tracoe) is the most commonly used type of heat-moisture exchangers. It consists of main filter (arrows) 
and oxygen supply port (arrowheads) (A), and applied to the tracheosotomy tube in a total laryngectomized pati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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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소실되고, 경한 점막 비후만 관찰되었다(Fig. 1E and F).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이전에 비하여 병변 부위의 조

영증강 및 기관벽의 비후가 현저히 감소된 소견이었다(Fig. 

2C and D). 환자는 이후에는 건조증 및 이물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HMEs를 착용하면서 퇴원 8개월이 경

과한 현재까지 기관에 특이 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흡입하는 공기는 상기도를 거쳐 하기도에 도달하면 약 32°C 

및 상대 습도 90% 이상으로 가온 및 가습되고, 폐포에 도달

하면 37°C 및 상대 습도는 100%가 된다.2) 그러나, 장기간 기

관절개관을 유지하거나, 후두전적출술 환자에서는 외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비강 및 부비동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도로 흡입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도점막의 건조, 점

액섬모 청소율의 감소 및 기관상피세포의 손상 등으로 이어

져 기관염, 기관지염 및 폐렴 등의 위험이 증가된다.1,3) 

들숨의 가온 및 가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열가습 여과기

(HMEs)는 기계환기를 하는 환자에서는 가열 가습기(heated 

humidifiers)와 비교해서 사강(dead space) 및 기도 저항 등

을 증가시켜,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4) 후두전적출술 

환자에서는 상기도 염증 예방 효과에 대해서 유용성이 비교

적 널리 인정되고 있다.2) HMEs는 날숨에 있는 열과 습기를 

여과기에 보관하여, 들숨이 가온 및 가습 등이 되며, 초기에

는 여과기의 크기가 커서 장착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소형화

되었다.5) 그러나, 여과기 내부에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습기와 이물질이 축적될 경우 기도 저항이 증가할 수 있어서, 

하루 사용 후 교체가 필수적이다.5) HMEs는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 여과기가 장착된 본체, 산소 연결관(port) 및 

부속품 등으로 구성된다(Fig. 3A).5)

최근까지 HMEs에 대한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HMEs를 사용한 경우가 고식적인 관리만 

한 경우보다 연간 8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감염 및 수면 

장애 등의 감소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6) 다른 보고

에서는 후두전적출술 환자에서 HMEs를 사용한 군이 미사

용군보다 1.4배 많은 정상 섬모세포가 관찰되었고, 점액 이동 

속도도 유의하게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7) 또 다른 연구에서

는 HMEs의 대표적 단점인 여과기 저항에 의한 호흡곤란은 

처음 2주 동안에는 대상 환자의 43%에서 관찰되었으나, 12주 

후에는 3.4%로 현저히 감소하고, 삶의 질도 12주 후에는 대

부분 크게 향상된다고 하였다.8) 그 외에도 만성폐쇄성 폐질

환을 앓고 있는 후두전적출 환자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적

절하게 HMEs를 사용하면 호기말 양압을 증가시켜 폐포의 

허탈을 감소시키고, 기관 내 점막세포의 청소율이 크게 호전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후두

전적출 환자에서 HMEs를 사용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

하고, 사용 초기에 기도 저항 증가로 인하여 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으나. 기도 감염의 빈도를 낮추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가 HMEs가 

발생시키는 기도 저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발 호흡이 되는 폐

활량이 필요하며, 반드시 매일 여과기를 교체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관 내 분비물의 흡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의 치료에 기여한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HMEs의 

장착, 인공호흡기 적용, 물리적인 가피의 제거, 기관지 내시경

을 통한 생리 식염수 세척, 항생제 투여 및 흡입기 치료 등이 

있다. 다른 시술에서는 기관 내부의 건조함이 지속되어 병변

이 계속 재발하였지만, 유일하게 HMEs 적용 24시간 후에 내

시경 소견과 주관적인 증상 등이 현저히 호전되어, 이 기구를 

치료에 주된 기여 인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본 증례

를 통해서 장기간의 기관절개관 유치 환자 및 후두전적출 환

자 등에서 기도 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HMEs를 이용한 기관 

내 가습 및 가온의 향상이 매우 유용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를 모든 후두전적출술 환자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도 점막의 염증이 잘 유발될 수 있는 좁은 기관공, 초고령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서는 

예방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이 생각하는 HMEs의 치료적 사용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기관 점막의 건조 및 가피 등이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어서 능동적인 가습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를 통해서 후두전적출 환자의 기도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 기관염, 후두전적출, 열가습 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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