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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곤란증후군 2016 임상진료지침(요약본)

[임상질문]

1.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2.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

이 통상적인 날숨끝양압과 비교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3.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복와위(prone position)가 앙아위

(supine position)와 비교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4. 기계 환기를 받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체외막산소공급(extrao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적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5.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aleveolar recruitment)

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6.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7.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er)를 사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8.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적용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가? 

9.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진통, 진정, 섬망을 평가하고 조절하는 것이 기계 환기 이탈을 

앞당길 수 있는가?

10.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을 할 경우 기계 환기 이탈과 재원기간, 그리

고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는가? 

11.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를 사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12.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계 환기 방법으로 고빈도 진동 환기(high 

frequency oscillation ventilation, HFOV)을 사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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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일회호흡량 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적용을 권고한다. (1A)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일회호흡량은 6 mL/kg 예측체중 미만을 권장한다.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원부 기도내압은 30 cmH2O 미만을 권장한다.

2.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산소화비 (PaO2/FIO2)가 200 mmHg 이하인 경우 사망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 높은 날숨끝양압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이 압력손상(barotrauma)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시 1일, 3일째 산소화는 낮은 날숨끝양압군에 비하여 호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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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와위(prone position)

권고

중등도 이상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금기가 아닌 경우 복와위 적용을 권고한다. (1B) 

요점

- 기계 환기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소화 호전이 없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경우 조기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복와위 적용은 최소 10시간 이상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폐 보호 환기(lung protective strategy)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4.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권고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저산소혈증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구조요법으로 

체외막산소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 (2C)

5. 폐포동원술(alveolar recruitment maneuver)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폐포동원술은 저산소증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고, 압력손상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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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신 스테로이드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2B)

7.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er)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계 환기 시작 후 48시간 동안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은 첫 48시간 동안 저산소혈증의 호전 효과

가 있다.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은 기흉 같은 압력손상을 줄일 수 있다.

8.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예방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이외의 질환으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적용을 권고한다. 

(1B)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폐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중 폐 보호 환기 (lung-protective 

strategy)를 권고할 수 있다.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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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통, 진정 및 섬망의 평가와 조절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에게는 얕은 진정을 권고한다. 

(1B)

요점

-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규칙적인 평가를 권장한다. 

-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 섬망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예방을 

권장한다. 

10. 조기 기관절개술

권고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은 제한된 경우에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A) 

요점

- 조기 기관절개술은 일부 환자에서 재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조기 기관절개술은 진정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조기 기관절개술은 중환자실 사망률, 기계 환기 관련 폐렴 발생률을 낮추거나 기계 환기 사용기

간을 단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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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

권고

성인 및 소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는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1A)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은 성인에서 신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다. 

12. 고빈도 진동 환기(high frequency oscillation ventilation, HFOV)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1B) 

요점

- 압력손상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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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간행에 부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호흡기내과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 질환으로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질

환입니다.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보는 주요 질환이며 흔히 호흡부전을 포함한 다장기부전을 초래하므로 호흡기와 

여러 장기에 대한 이해와 치료가 어우러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5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와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와 관련된 진료지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진료지침의 주제는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 흔히 볼 수 있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공청회 때 이번 지침서에 

대한 학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지침서를 개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기계 환기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진정과 기도절개, 이 질환의 예방법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책자의 형태로 제작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일선 현장의 중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침서가 중증 환자의 진료에 이정표

가 되길 바랍니다.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진료지침 위원님들의 노력과 대한

의학회 선생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  장 강경호

                       이사장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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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 호흡부전이 발현되기도 하여 내과계 뿐만 아니라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질환입니다.

지난 15년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2012년 급성호흡곤란증후

군의 정의가 개정되는 등,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전세계 중환자의학이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입니

다. 특히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생존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해마다 최신 정

보와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한중환자학회에서도 이러한 주요 질환을 일선에서 진

료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치료결과의 향상은 물론 진료와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결핵 및 호

흡기학회와 공동으로 지침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지침이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지침서를 위해 대

한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그리고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학제적인 관

점에서 치료와 예방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지침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일선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지침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침서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 여러분과 대한

의학회, 개발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김 동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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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입니다. 지난 20년간 패혈증과 중증패혈증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은 커다란 진전이 없습니다. 많은 연

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없어, 현재까지 알려진 근거를 토대로 급성호흡곤란증

후군 환자 치료와 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

선 의료진들에게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하였습니

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그동안 국내 중증환자 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진료지

침서를 발간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두 학회는 지난 2013년 5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료지

침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침 개발을 위해 한국형 진료지침평가도구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행위원회와 저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알려진 치료와 예방에 관한 최신 지견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정리하고 근거 중심의 권고안

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과 일선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부록과 요약

본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지침서 개발 작업에는 대한의학회와 전문사서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침과 권고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서가 나올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

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들의 지지와 수고가 있었으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의 발전, 의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임상지침이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침서 실행위원회, 저술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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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임상진료지침 개발 목적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증후군이며, 이의 치료법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증후군에 대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이 국내외에 드문 실정이다. 이에 중환자

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의 균질성을 얻고자 본 지침을 개발하였다.

2. 임상진료지침 범위

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발전할 가

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으면서 패혈증 및 폐렴 등이 동반된 경우, 

패혈증 및 폐렴의 치료는 각 전문학회의 진료치침을 권장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3. 임상진료지침 대상자

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은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료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4. 진료지침 개발 방법

1) 진료지침 개발 방법 개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진료지침이 없어서 문헌검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2009년 5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에서 출간한 [한국형 진료지침 평가도구 K-AGREE II 도구 활용 안내

서]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방법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자료검색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신규개발을 위해 선정한 핵심질문에 대한 

문헌검색은 Medline(1948 to July 2014), Embase(1980 to July 2014),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

다. 연구설계는 제한 없이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문헌검색방법은 일차문헌과 체계적 고찰을 모

두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출간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이를 인용하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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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급을 정하는데 적용하였다.

2) 문헌 선택 및 근거평가

수집된 문헌은 각 핵심질문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개별적인 선택과정을 거쳤다. 1차 문헌 선택 과정에

서는 제목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배제하였으며, 2차 선택 

과정에서는 초록을 검토한 후에 핵심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적합한 문헌을 선별하였다.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인 경우 문헌의 질 평가는 Cochrane의 비뚤림 위험도(Risk of bias)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Cochrane의 비뚤림 위험도는 각 문항에 대해 낮음/높음/모름의 3가지 형태로 평가한다. 문

항은 적절한 무작위 순서생성 방법의 사용 여부, 배정 숨김이 적절한지 여부, 눈가림의 적절성, 불완전한 

자료의 이용은 없었는지, 일부만 선택해서 결과를 했는지 여부와, 기타 비뚤림 항목에서는 민간기업의 연

구비 재원 출처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권고강도 및 근거수준은 다음과 같은 표에 기준하여 정하였다(표 1-1, 표 1-2).

권고강도 정 의 사용된 단어

1
이익이 위험과 부담(burdens)에 비해 명백하게 많은 경우 
또는 이와 반대

권고한다. 

2 이익이 위험과 부담(burdens)과 비교해서 균형을 이룰 때 권고할 수 있다.

표 1-1. 권고강도

근거수준 정 의

A 다수의 무작위대조시험 또는 메타분석으로 도출된 자료 또는 관찰연구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B
다수의 무작위 대조시험이지만 제한점이 있는 경우(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
거나, 정밀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찰연구에서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C 관찰연구 또는 증례연구

표 1-2. 근거수준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안은 본 위원회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거나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권고안을 도

출하였다. 권고안에서 권고의 강도는 GRADE (Grades of Recommendation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을 이용한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 (ACCP)의 권고방법을 따랐다.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안이 도출된 근거를 요약한 후 근거의 질을 등급화 하였다. 각 결과들 사이에서 전

체 근거의 질을 결정한 후 진료에 관련된 가치와 선호도, 원하는 효과와 원하지 않는 효과, 이득과 비용

을 비교 한 후 권고강도를 등급화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이용한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표 1-1> 및 <표 1-2>에 기초하여 권고강도 및 근거수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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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안에 대한 합의 개발방법

도출된 권고안, 권고강도 및 근거수준 초안은 대한중환자의학회 및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집필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 및 대면회의를 통하여 합의도출을 시도하였다. 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12명의 패널에게 1차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패널이 50% 이

상 동의할 경우 권고안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간주하였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 권고안과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권고안, 근거수

준 및 권고강도에 대한 수정을 한 후 2차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12개의 권고안에 대해 80% 이상

의 패널이 응답하였고 총 패널의 50% 이상이 합의를 이루었다. 

6. 임상진료지침 개발위원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와 연관된 여러 전문 과목 전문가가 다학제 참여를 하도록 하였다.

실행위원회

소속학회 직위 이 름 소 속

대한중환자의학회 위원장 최 원 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대한중환자의학회 간사 조 영 재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대한중환자의학회 간사 문 재 영 충남대학교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위원 박 준 동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소아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위원 곽 상 현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위원 정 경 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위원 김 제 형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위원 이 진 국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위원 박 성 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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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저술위원회

분 야 직위 이 름 소 속

진정 위원 곽 상 현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일회환기량 위원 김 제 형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복와위/스테로이드 위원 박 소 영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체외순환 위원 심 윤 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고빈도 환기 위원 정 경 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스테로이드 위원 김 호 철 경상대학교 경상대병원 호흡기내과

폐포동원술 위원 이 진 국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기관절개술 위원 문 재 영 충남대학교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근이완제 위원 임 재 민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진정 위원 이 현 정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흡입 일산화질소 위원 강 은 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아과

예방 위원 리 원 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예방 위원 이 석 정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호기말양압 위원 정    훈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지침개발과정 전반 방법론전문가 신 인 순 대한의학회

7.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는 2013년 5월 중환자와 관련된 진료지침을 공동 개

발하기로 하였다. 이후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개발위원을 선정하였다. 2013년 7월부터 모임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진료지침 실

행위원회에서 근거를 고려해서 주제를 ‘기계 환기’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바꾸어 제안하였다. 대

한중환자의학회 이사회에서 근거중심의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하며, 주제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진료지침으로 확정하였다. 2014년 4월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필요한 임

상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진료지침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2개의 임상질문을 확정했다.

본 진료지침 실행위원회는 이전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해서 개발된 지침이 없어서 새로운 진료지

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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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료지침 실행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모임

날 짜 모 임 명 장 소 논의 및 결의사항

2013년 7월 20일
진료지침위원회
발족식

용산역 itx 회의실
진료지침 위원회 발족식
임상진료지침 전략수립

2013년 7월 30일 실행위원회 서울역 티원
진료지침 개발 일정
진료지침의 주제 논의

2013년 9월 14일 제1차 워크숍 용산역 itx 회의실
지침서 작성 전에 알아야할 기본
지식과 작성방법

2013년 11월 26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사회

지침서 주제를 급성호흡 곤란증
후군으로 정함

2014년 4월 12일 제2차 워크숍 용산역 itx 회의실
근거표 작성 방법
Revman을 이용한 메타분석

2014년 10월 11일 제3차 워크숍 용산역 itx 회의실
메타븐석에서 heterogeneity
Risk of Bias 평가

2014년 11월 5일 제4차 워크숍 용산역 itx 회의실 Revman 사용 실무

2014년 11월 26일 개발위원회 중환자의학회 사무실 권고와 근거등급 기준 확인

2015년 2월 4일 개발위원회 중환자의학회 사무실
권고 초안 review와 권고와 근거
등급 토론

2015년 2월 10일 개발위원회 지침서 초안 완성

2015년 10월 31일 개발위원회 지침서 검토 종결 

2015년 11월 12일 공청회 호텔롯데월드

8. 핵심질문 선정

P I C O

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저일회호흡량 환기 고식적 기계 환기 사망률 감소

2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높은 날숨끝양압 낮은 날숨끝양압 사망률 감소

3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복와위 앙와위 사망률 감소

4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체외막산소공급 사망률 감소

5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포동원술 사망률 감소

6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전신 스테로이드 사망률 감소

7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신경근육차단제 사망률 감소

8 기계 환기 환자 저일회호흡량 환기 고식적 기계 환기 ARDS 예방

9 기계 환기 환자 진통, 진정 및 섬망 지속적 진정 이탈

10 기계 환기 환자 조기 기관절개술 재원기간

11 성인/소아 ARDS 흡입 일산화질소가스 사망률 감소

12 성인/소아 ARDS 고빈도 진동 환기 사망률 감소

P ; population/patients/problem, I ; intervention, C ; comparator, O ;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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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2.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이 

통상적인 날숨끝양압과 비교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3.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복와위(prone position)가 앙아위

(supine position)와 비교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4. 기계 환기를 받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체외막산소공급(extraocorporeal mem-

brane oxygenation, ECMO)을 적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5.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aleveolar recruitment)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6.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사망률을 낮

출 수 있는가? 

7.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

er)를 사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8.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적용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가? 

9.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진통, 진정, 섬망을 평가하고 조절하는 것이 기계 환기 이탈을 앞

당길 수 있는가?

10.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을 할 경우 기계 환기 이탈과 재원기간, 그리고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는가? 

11.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를 사용할 경

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12.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계 환기 방법으로 고빈도 진동 환기(high fre-

quency oscillation ventilation, HFOV)을 사용할 경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

9. 진료지침 검토

대한의학회 1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각각 6인으로 구성된 총 14인의 위원들

이 초안을 검토하였고, 그 후 공청회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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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 검토위원회

대한의학회 신인순 (대한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김석찬 (가톨릭대학교), 나성원 (연세대학교), 윤종서 (가톨릭대학교),

이상민 (서울대학교), 임상현 (아주대학교), 홍상범 (울산대학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김재열 (중앙대학교), 박무석 (연세대학교), 손장원 (한양대학교),

이기만 (충북대학교), 이흥범 (전북대학교), 조재화 (인하대학교) 

본 진료지침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나 개발에 

참여한 학회는 진료지침의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 임상진료지침 인준

2015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의 내용을 

발표하여, 본 지침의 근거 논리적 타당성, 임상적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한결핵 및 호흡

기학회 및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인준을 받았다.

11. 실행 및 확산

본 임상진료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와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와 대한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을 관

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하고 책자, 소책자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학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

이다.

12. 이해관계 선언

본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위원에게 이해관계 선언에 대한 서명을 받았으며, 본 

진료지침 개발에 영향을 줄 이해관계를 갖는 위원들은 없었다.

본 진료지침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나 개발에 

참여한 학회는 진료지침의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본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기관, 단체 및 기업에서 어떠한 후원 및 현물도 제공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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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상진료지침 갱신계획

이 진료지침은 향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의 발전, 의료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환자실의 환경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3∼5년 주기로 수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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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일회호흡량 환기
(low tidal volume ventilation)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적용을 권고한다. (1A)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일회호흡량은 6 mL/kg 예측체중 미만을 권장한다.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원부 기도내압은 30 cmH2O 미만을 권장한다.

1. 환기기 유발 폐손상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VILI)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은 다양한 직·간접적 원인으로 폐포-

모세혈관 막 (alveolar-capillary membrane)의 투과성이 증가해 폐포공간 내 부종액이 차고, 활성화된 

호중구 및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손상, 계면활성제와 응고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산소치료에 반응하지 않

는 저산소증 및 비균질적인 염증성 급성폐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1]. 지난 수십 년 간 급성호흡곤란증후

군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중환자 관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사망률은 

약 40% 정도로 매우 높다[2]. 국내에서는 최근 시행된 전국적인 조사가 없지만, 2009년 7월 한 달 동안 

전국 28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79명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이중 45명이 사망을 

해서 57%의 높은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다[3].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호흡부전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

군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MODS)으로 사망하거나[4], 호흡부전 외에 다른 장기부전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사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

해서 발생하고, 원인에 따라 상이한 치료가 시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이 주요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필수적이고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기계 환기 자체가 전

신적인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 즉 환기기 유발 폐손상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VILI)을 제기하였다. 이후 환기기 유발 폐손상 및 이로 인한 전신적 염증반응 증후군[6]과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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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능 부전[7,8]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폐는 기저부(dependent)는 심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울혈 및 무기폐, 반대

편(non-dependent)은 상대적으로 정상인, 비균질적인(heterogeneous)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한다[1]. 이

런 상태에서 고식적 환기(conventional ventilation) 시에 권장되는 10∼12 mL/kg의 일회호흡량 (tidal 

volume)을 적용하면, 비교적 정상적인 폐포에서는 과팽창으로 인한 물리적인 신장손상 (stretch injury)

이 발생한다. 또한 날숨끝양압(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을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

하는 경우, 울혈과 무기폐가 발생한 기저부의 폐포에서는 호흡주기에 따른 허탈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전

단력 (剪斷力, shearing force)에 의한 손상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손상이 환기기 유발 폐손상의 주요한 

기전이다[9]. 신장손상 (stretch injury)으로 기흉 (pneumothorax), 종격동기종 (pneumomediastinum), 피

하기종 (subcutaneous emphysema) 등의 압력손상 (barotrauma), 투과성의 증가 (permeability alter-

ation), 폐부종 (pulmonary edema), 미만성 폐포손상 등의 용적손상 (volutrauma)이 발생한다. 무기폐가 

발생한 부위의 폐포에서는 허탈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전단력으로 인한 허탈손상 (atelectrauma)이 발생

하며, 이상의 병리기준에서 호중구 및 대식세포, 림프구 등의 염증성 세포가 침윤·활성화되고, 각종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증가하는 생체손상 (biotrauma)이 초래된다. 그리고 염증성 매개물질들은 손상된 폐포-모

세혈관 막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고, 감염성 폐질환의 경우 폐포 내 세균도 전신순환으로 이동하여, 패

혈증과 유사한 전신염증반응이 발생한다. 또한, 양압 환기로 흉곽 내압이 상승하여 감소된 심박출량 및 

저하된 장기관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7]. 이것이 

환기기 유발 폐손상 및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의 병리기전이다[10].

2. 폐 보호 환기

폐 보호 환기는 환기기 유발 폐손상의 기전들을 근거로, 고식적으로 적용하는 일회호흡량보다 적은 일

회호흡량을 적용하여, 폐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원부 기도내압 (plateau airway pressure)을 제한하

고, 적절한 날숨끝양압을 적용하여 허탈손상을 감소시켜 환기기 유발 폐손상을 최소화하는 기계 환기 전

략이다[11]. 넓은 의미로는 비균질성을 감소시켜 환기기 유발 폐손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복와위 환기

(prone position ventilation) 및 폐포동원술 (alveolar recruitment maneuver), 그리고 기계 환기 및 고

농도의 산소로 인한 폐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도 폐 보호 환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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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일회호흡량

실험실적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환기기 유발 폐손상의 구체적인 기전이 보고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폐 보호 환기가 개념화 된 후, 이에 대한 임상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98년 Amato 등[12]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의 잠재적 임상 효과를 최초로 보고하였다. 5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12 mL/kg의 일회호흡량 및 낮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하고 35∼38 mmHg의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목표로 하는 고식적 환기와 6 mL/kg 이하의 일회호흡량 및 높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하고 고탄산혈증을 

허용(permissive hypercapnia)하는 보호적 환기(protective ventilation)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보호적 환기군에서 고식적 환기군에 비해서 28일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38% vs. 71%), 압력손상

의 빈도도 낮았고, 기계 환기 이탈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에 보고된 다른 임상연

구들에서는 저일회호흡량 환기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13-15], 저일회호흡량 환기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와 관련된 가장 괄목할 만한 임상시험인 ARDS Network 연구

가 보고되었다[16]. 3년 간 미국 내 10여 개의 다기관에서 86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연

구로, 12 혹은 6 mL/kg(예측체중: 부록 1-1)의 일회호흡량을 적용하고, 고원부 기도내압을 각각 50

cmH2O 및 30 cmH2O로 제한한 기계 환기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군이 고식

적 환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31% vs. 39.8%, p＝0.007). 또한 호흡 보조를 사

용하지 않은 기간(days without breathing assistance), 기계 환기가 필요치 않은 기간(ventilator-free 

days), 폐외 장기부전이 없는 기간(days without failure of nonpulmonary organs or systems) 및 혈중 

인터류킨-6 농도 등의 지표 역시 유의한 개선이 있어, 저일회호흡량 환기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를 비롯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코크란 분석(Cochrane analsysis)에 의하면[17,18],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있기는 하지만 28일 및 병원 사망률이 저일회호흡량 환기군에서 현저히 낮았다. 이상의 임상연

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들을 근거로 2012년 개정된 Surviving Sepsis Campaign Guideline에서도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높은 근거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19]. 또한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20], 수술 전 

호흡기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복부 수술 환자들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포함한 폐 보호 

환기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폐렴, 급성호흡부전 등의 주요 호흡기 합병증과 여러 지표들이 

현저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외의 이유로 기계 

환기를 시행 받는 환자에서도, 기본적이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계 환기 정책이다.

최근 Amato 등이 기존에 수행된 9개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관련된 임상연구들을 대상으로 mul-

ti-level mediation analysis를 시행한 결과[21], 일회환기량, 고원부기도내압, 날숨끝양압 등의 단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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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제적인 기능적 폐용량을 반영하는 ‘driving pressure ’(ΔP=VT/CRS; VT, tidal volume; CRS, res-

piratory-system compliance)가 사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ΔP의 임상적 의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연구

가 필요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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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산소화비 (PaO2/FIO2)가 200 mmHg 이하인 경우 사망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 높은 날숨끝양압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이 압력손상(barotrauma)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시 1일, 3일째 산소화는 낮은 날숨끝양압군에 비하여 호전될 수 있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사망률[2]이 높으며, 기계 환기를 요한다. 그러나 무기폐와 과팽창이 반복되어 발

생하는 환기기 유발 폐손상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VILI)과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은 환자 사망

에 이르게 할 수 있다[9].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일회호흡량 환기와 날숨끝양압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상

적인 날숨끝양압 적용과 비교하여 높은 날숨끝양압 적용이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논란이 있다.

날숨끝양압은 호기말에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제공하여 무기폐 (atelectasis)를 예방하고 폐포저환기

로 인한 저산소혈증 (hypoxemia)을 교정한다. 날숨끝양압의 생리학적 기전은 기능적 잔기량 (FRC)의 증

가, 폐포동원(alveolar recruitment), 혈관외액의 재분배를 통한 환기-관류 불균형의 호전[21]과 반복적인 

폐포의 허탈 (collapse) 방지이다. 이러한 생리적인 효과로 환기기 유발 폐손상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하

지만 생리적 사강이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며, 압력손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

다[22-24].

높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한 첫 번째 무작위 임상시험은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12]. 높은 날숨끝

양압을 적용한 군에서 28일째 사망률(38%)이 대조군(71%)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병원 내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았다. 높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한 두 번째 무작위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사망률, 병원 내 사망률이 높은 날숨끝양압 군에서 낮았고 

기계 환기 이탈 기간도 길었다. 이 연구에서도 대조군의 병원 내 사망률이 56%로 높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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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낮은 날숨끝양압에 비해 높은 날숨끝양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

지 시행된 7개의 무작위 연구 (Randomized control trials)들[12,25-30]을 메타분석한 코크란 리뷰에 의하

면, 포함된 7개의 연구 중 5개의 연구[26-30]는 두 군에서 동일한 일회호흡량이 적용된 반면, 나머지 2개의 

연구[12,25]는 일회호흡량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이질성이 있었다. 동일한 일회호흡량을 적용하고 날숨끝

양압만 다른 2,565명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은 

병원에서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RR 0.90; 95% CI; 0.81-1.01). 그러나 산소화비 (PaO2/FIO2)

가 200 mmHg 이하인 군에서는 중환자실 사망률이 감소하였고(RR 0.67; 95% CI; 0.48-0.95). 압력손상

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R 0.97; 95% CI; 0.66-1.42). 그러나 1일, 3일째의 산소화비 역시 

높은 날숨끝양압 적용군에서 호전되었으나 7일째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4년에 발표된 과

거 대규모 연구[28,29]의 후속 연구[31]에서는 날숨끝양압을 적용해서 2시간 이내에 산소화비가 25 mmHg 

이상 증가한 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31 vs 51%; odds ratio 0.8; 95% CI 0.72-0.89). 또한 산소화

비가 150 mmHg 이하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는 날숨끝양압의 정도와 관계없이 산소화비가 증

가한 환자에서 사망률 감소가 관찰되었다.

날숨끝양압을 통해 허탈된 폐포가 동원될 경우 반복적인 폐포의 허탈을 줄이는 반면에[32],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폐포에 전달되는 긴장도를 높여서 폐포의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33]. 향후 임상연구에서는 

동원될 폐포가 충분히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날숨끝양압을 다르게 적용하는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높은 날숨끝양압은 산소화비 (PaO2/FIO2)가 200 mmHg 이하인 급성호흡곤란증

후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1. 높은 날숨끝양압의 적용 방법

높은 날숨끝양압은 각각의 연구마다 다르게 정의되었는데, ALVEOLI 연구[26]에서는 날숨끝양압표 (부록, 

표 2-1)를 기준으로 했으며, EXPRESS 연구[29]에서는 고원부압이 28∼30 cm H2O에 이를 때까지 날숨끝

양압을 올려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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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와위(prone position)

권고

중등도 이상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금기가 아닌 경우 복와위 적용을 권고한다. (1B) 

요점

- 기계 환기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소화 호전이 없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경우 조기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복와위 적용은 최소 10시간 이상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폐 보호 환기(lung protective strategy)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1. 사망률 감소 효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복와위 적용은 기계 환기시 폐에 가해지는 부하와 긴장에 의한 손상을 줄일 

것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34-36] 1974년 Bryan 등에 의해 처음 시도된 후[37], 많은 연구자에 의해 그 유

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01년 Gattinoni 등의 연구에 대한 사후 검정 (post hoc 

analysis)에서 산소화비 (PaO2/FiO2)가 88 mmHg 미만,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APS II)

가 49점 이상 및 일회호흡량이 12 mL/kg 이상인 군에서 복와위를 적용하였을 때 10일 사망률이 더 낮았

다는 결과가 있었고[38], 다른 메타분석에서도  산소화비가 100 mmHg 미만인 군에서 복와위를 적용하였

을 때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나[39-41],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복와위의 적용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Guerin 등에 의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 

서는 12∼24시간 동안 기계 환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FiO2 0.6 이상, PEEP 5 cmH2O 설정에서 산

소화비가 150 mmHg 미만인 군에서 36시간 이내에 시작하여 하루 최소 16시간 이상의 복와위 적용군이 

앙와위 적용군보다 28일 사망률 (16.0% vs 32.8%; HR 0.39; 95% CI 0.25-0.63; p＜0.001) 및 90일 사

망률 (23.6% vs 41.0%; HR 0.44; 95% CI 0.29 to 0.67; p＜0.00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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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rin 등의 대규모 연구가 발표된 후 시행된 메타분석에서는 복와위(prone position) 체위의 적용은 

중증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3-45]. 그러나 환자의 중증도 및 

저일회호흡량 환기의 유무, 복와위 적용시간, 날숨끝양압의 정도는 각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

다[34,43,45].

저일회호흡량 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를 함께 시행한 경우,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

게 감소하였으나 (RR=0.66; 95% CI 0.5-0.85; p=0.02)[42,46-49], 그렇지 않은 군에서의 사망률 감소는 보

이지 않았다 (RR=1.00; 95% CI 0.88-1.13; p=0.949)[49]. 

복와위 적용 시간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를 보였는데 10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한 경우 사망률 감소는 

뚜렷하였고 (OR=0.62; 95% CI 0.48-0.79; p＜0.001), Taccone, Mancebo 등의 무작위 연구 및 Jeremy 

R. Beitler와 Hu 등의 메타연구에서는 12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한 경우 사망률 감소는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Guerin 등에 의해서 시행된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서는 19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하

였다[42,44,46-48]. 그러나 적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의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고(OR 1.04; 95% 

CI 0.80-1.36; p=0.757), 또한 급성 폐손상 혹은 경증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포함해서 분석한 경

우에도 사망률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OR,1.02; 95% CI, 0.76-1.36; p=0.920)[43].

날숨끝양압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으나, 최근 Hu 등이 발표한 메타분석에서는 복와위 시

행 시 날숨끝양압을 10 cmH2O 미만으로 유지한 군보다는 10-13 cmH2O 이상 높게 유지한 군에서 60일 

사망률(RR 0.82; 95% CI 0.68-0.99; p=0.04)과 90일 사망률(RR 0.57; 95% CI 0.43-0.75; p＜0.0001)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였다[44].

2. 저산소혈증의 호전 효과

무작위 임상 시험 및 메타분석 등에서 복와위 적용은 저산소혈증을 호전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앙와위

에 비해 복와위 적용군에서 첫 3일 동안 25∼36%의 산소화비 (PaO2/FiO2) 호전이 있었고[37,38,45], 이는 

복와위 적용이 폐의 기저부 (dependent portion)의 허탈과 부종을 감소시켜 환기 관류 불균형을 향상시

키기 때문이다[34,50,51]. 

3. 기계 환기 기간의 감소 및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감소 효과 

세 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기계 환기 기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46,48,52], 복와위 및 앙와위 적용군 

사이의 기계 환기 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두 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중환자실 재원 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 복와위 환자 군과, 앙와위 환자군 사이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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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와위 적용 시 하루 적용 시간 및 중단 시점

최근 Guerin 등에 의해서 시행된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서는 19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하였다. Lee 

등에 의한 메타 연구에서는 10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한 경우 사망률의 감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고 보고하였고, Taccone, Mancebo 등의 무작위 연구 및 Jeremy R. Beitler와 Hu 등의 메타연구에서는 

12시간 이상 복와위를 적용한 경우 사망률 감소가 뚜렷함을 보고하였다[42,44,46-48]. 그러나 복와위 적용시

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OR 1.04; 95% CI 0.80-1.36; p=0.757)[43].

복와위 적용 시 중단 시점에 대해서도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인다. Guerin등의 연구에서는 

1) 저산소증의 호전이 있을 경우(PaO2/FIO2 ≥ 150 mmHg with PEEP ≤ 10 cmH2O and FIO2 ≤ 0.6), 

2) 앙와위 시보다 PaO2/FiO2가 20% 이상 악화될 경우, 3) 복와위 시행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복

와위 적용을 중단하였다[42].

복와위 시행 시 하루 적용 시간, 총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복와위 적용 시 경관 영양 

복와위 적용 시 경관 영양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복와위에서 초기 

경관 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앙와위에서보다 위의 잔류량 (residual gastric volume)이 증가하고, 구토 및 

흡인성 폐렴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53,54]. Reigner등은 복와위에서 경관 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상체 거상 체위를 유지하고 (head elevation 25o 이상), 위장 운동 촉진제 (prokinetics or eryth-

romycin)를 사용하며 소장 급식을 시행할 경우 위의 잔류량을 줄이고 구토, 흡인성 폐렴을 줄였다는 보

고를 하였다. 그러나 Ignacio Saez de la Fuente 등은 복와위 상태에서 경관영양 시작 전 물 100 mL 주

입하고 위 잔류량이 200 mL이 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3시간 뒤 다시 물 100 mL 주입 후 위 잔류량이 

200 mL 넘지 않는 것 확인 후 위장관 튜브(nasogastric tube)로 경관영양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복와위와 

앙와위에서 위 잔류량, 구토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를 하였다[55]. 추후 복와위에서 경관 영양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합병증 

복와위와 관계된 합병증에는 기관 삽관의 발관(extubation), 기관 내관의 폐쇄(endotracheal tube ob-

struction), 선택적 주기관지 삽관(selective main bronchus intubation)이 있고, 기흉, 심정지, 부정맥, 

동정맥관의 이탈(loss of venous or arterial access), 압박 궤양(pressure ulcer)의 증가, 기계 환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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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정제 사용의 증가 등이 있다[34,47,49]. 드물게 망막 신경손상이나 망막 흉도 관찰된다. 심정지, 부정

맥, 동정맥관의 이탈, 기계 환기 관련 폐렴의 경우에는 복와위 및 앙와위 환자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3].

7. 금기증[34, 42]

① 두개내압(intracranial pressure) ＞30 mmHg or 뇌관류압(cerebral perfusion pressure) ＜60

mmHg인 환자

② 대량 객혈 환자

③ 15일 이내에 기관지 수술 혹은 흉골 절개술(tracheal surgery or sternotomy)을 시행한 환자 

④ 15일 이내에 두부 손상 환자 

⑤ 15일 이내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이 발생한 환자 

⑥ 15일 이내에 심장박동조율기(cardiac pacemaker)를 삽입한 환자 

⑦ 척추, 대퇴골, 골반 골절 환자

⑧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이 65 mmHg 이하인 경우

⑨ 임산부 

⑩ 전흉부에 흉관이 삽입된 경우 

⑪ 복부의 개방성 창상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복와위 적용의 금기증에 해당 될 수 있다. Guerin 등에 의해서 시행된 대규모 무작

위 연구에서는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환자는 제외 대상이었

으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ECMO 시행 후에도 합병증 없이 복와위를 적용한 경우를 보고하였고, 특히 

정-정맥 체외막산소공급(Venovenous ECMO)을 시행한 환자에서 체외막산소공급의 이탈이 어려운 경우, 

복와위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이탈을 보고한 증례들이 있다[56-59]. 복와위를 준비하는 방법은 부록에 정리

하였다(부록,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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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권고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저산소혈증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구조요법으로 

체외막산소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 (2C)

1. 사망률 감소 효과

1972년 중증 저산소성 호흡부전 환자에게 처음 체외막산소공급(Extro-corporeal membrane oxy-

genation, ECMO)이 적용된 이후[60] 2개의 무작위 임상시험[61,62]이 진행되었으나 ECMO군과 대조군 모

두 사망률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외막산소공급 기술이 발전된 90년대 이후에 발표된 

여러 전향적 관찰 연구 결과들[63,64]에서는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한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생

존율 향상을 보여주었고, 특히 체외막산소공급 적용을 받은 H1N1 인플루엔자-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

들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다(RR 0.45; 95% CI 0.26-0.79; p=0.008)[63]. 반면, 2009년에 시행된 세 

번째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는 인플루엔자-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아닌 중증 성인 호흡부전 환자에게 

적용된 체외막산소공급이 6개월째 사망 혹은 장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RR, 0.69; 95% CI 0.05–0.97; p=0.03), 6개월째 혹은 퇴원 전 사망률 자체만으로는 의미 있는 사망률 

감소를 보여주지 못했고 (RR 0.73; 95% CI 0.52-1.03; p=0.07) 연구의 수행 방법론에 있어 여러 제한 

점이 제기되었다[65,66]. 최근 시행된 한 메타분석에서도 사망률 호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OR 0.71; 95% CI 0.34-1.47; p=0.358)[67] 현 시점에서 중증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게 체외막산

소공급을 적용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무작위배정연구결과[16]가 나올 때까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체외막산소공급의 적용은 특히 중증

인 경우에 한해, 경제적,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 혹은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한 코호트 분석[64]에서는 연령, 젖산 (lactate) 수치 및 고원부압이 높을수록 예후가 나

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국내의 후향적 관찰 연구[68]에서는 젊은 연령에서 비교적 조기에 체외막산소공

급을 시행한 경우에 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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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과 충분히 높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한 기계 환기에도 불구

하고 저산소혈증 혹은 고탄산혈증의 호전이 없어 저일회호흡량 및 폐 보호 환기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구조요법으로 체외막산소공급을 시도해볼 수 있다[69]. 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초래한 원인이 

가역적이거나 혹은 폐 이식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특히 기계 환기의 적용 기간이 가능한 7일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또한,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하는 시점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다발성 장기부전 혹은 말기 

암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비가역적인 중추신경 장애가 없어야 하며, 특히 체외막산소공급 중에는 다량의 

항응고제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성 급성 출혈 중이거나 출혈성 경향이 높은 환자에서는 사용에 제

한이 있을 수 있다[66]. 적절한 환자 선별과 관련하여 최근 ELSO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자료 분석결과 도출된 “Respiratory ECMO Survival Prediction Score (RESP-score)”(부

록, 표 4-1, 4-2)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70] 절대적인 적응증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이러한 예후 예측

인자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3. 합병증

체외막산소공급과 관련된 합병증은 크게 환자와 관련된 합병증과 기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나뉠 수 

있다. ELSO에서 발표한 자료[66]에 따르면 호흡부전에 대해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 받았던 환자에서 환자 

관련 합병증으로는 배양 확인된 감염관련 합병증(18%) 및 출혈관련 합병증으로 도관 삽입 부위 출혈

(15%), 수술 부위 출혈(14%) 등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기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공급기 내 혈액 응고

가 20%로 가장 높게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외막산소공급과 관련한 여러 

전문분야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환자와 장비 및 팀 전체를 꾸

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 받은 환자들의 장기 예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제언

현재 체외막산소공급의 기술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보고된 문헌만으로 체외막산소

공급의 유효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사망률을 보고한 문헌들의 해석에 있어 장비 자체

의 다양성, 시술자 숙련도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의 안전한 전원 여부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임상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H1N1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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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반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체외막산소공급의 적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다만 아직까지 적절한 적용 대상 환자군의 선별, 최적의 도관 구성 및 방법, 체외막산소공급 

중의 적절한 기계 환기요법 및 비용-효과 여부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좀 더 

잘 계획된 많은 수의 무작위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체외막산소공급의 적

용은 높은 날숨끝양압, 복와위, 폐포동원술 등 기존의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

에 폐 보호 환기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조기에 시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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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포동원술(alveolar recruitment maneuver)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폐포동원술은 저산소증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고, 압력손상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 치료에 있어 기계 환기는 필수적이다. 기계 환기는 필연적으로 폐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해 허탈된 폐포는 기계 

환기 주기에 따라 허탈과 팽창이 반복되고, 이는 환기기 유발 폐손상의 중요한 기전중의 하나이다.

폐포동원술은 허탈된 폐포를 개방한 뒤 허탈을 방지하여 이와 같은 반복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폐포동원술에 의해 허탈된 폐포가 개방되면, 환기되는 전체 폐용적이 증가하고 같은 양의 일회호흡량은 

더 많은 폐포로 분산됨으로써 폐포 과팽창 (overdistention) 역시 줄일 수 있게 된다.

폐포동원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는 기도내압을 이용한 방

법이다. 보통 30∼40초 동안 기도내압이 35∼45 cmH2O가 유지되도록 압력을 유지하여 주는 방법으로 

폐포동원술을 시행한다. 과거 초창기에는 기계 환기 도중에 간헐적인 고용적을 적용하여 목표 압력에 도

달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71](부록, 그림 5-1.). 또한 날숨끝양압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압력보조를 줄

여 목표 압력에 도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72] (부록, 그림 5-2.).

폐포동원술의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은 다음과 같다. 초기 삼출시기 (exudative phase)의 급

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는 후기 섬유화시기 (fibrotic phase)의 환자에 비해 폐포가 동원될 가능성이 더 

높다[73].

폐 외의 요인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 요인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보다 폐포동원술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74,75].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병변이 미만성으로 있는 경우가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보다 폐포동원술에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폐포동원술 시행 전 기저 날숨끝양압이 높은 경우에 폐포

동원술의 효과가 떨어진다[75]. 중등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보다 중증 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포동원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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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폐포동원술 시행 중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부분 폐포동원술을 마치면 회복되는 경우

가 많다. 이는 폐포동원술시 폐가 팽창되어 우심실의 전부하를 줄이고 후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폐

포동원술 시행 중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폐포동원술 시행중에 높은 날숨끝양압과 

낮은 양압보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환기량이 감소하는 요인과, 높은 기도내압에 의해 이미 열려있는 폐

포가 과팽창 되면서 인접한 혈관을 압박하여 환기가 잘 되는 폐포의 관류을 줄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폐포동원술을 마친 후 기도내압이 감소되면 대부분 저산소증은 호전된다. 또한, 폐포동원술이 성

공적으로 잘 되어 허탈된 폐포가 개방되면, 전체적으로 저산소증이 호전되고,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도 감

소되어 전반적으로 우심실의 후부하를 줄여주게 된다. 폐포동원술시 높은 기도내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력손상이 우려되나 다행히 기존의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폐포동원술에 의한 기흉 발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6,77].

기존의 폐포동원술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포동원술 시행 후 유의한 저산소증 호전이 관찰 되었고[76,77], 

폐포동원술 연구에 대한 최근 메타분석[78] 및 저자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조군에 비해 폐포동원술 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률 감소가 관찰되었다(부록, 그림 5-3.). 하지만 각각의 연구가 이질적이고 

편견의 위험성이 있으며, 폐포동원술과 같이 시행된 다른 환기기 중재 (ventilator intervention)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압력손상의 경우 폐포동원술군과 대조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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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신 스테로이드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2B)

1. 사망률 감소 효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섬유화 작용을 하므로 치료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79-81] 1985년부터 2007년까지 7개의 무작위 

연구 (Randomized control trials)들이 있었다[82-88].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사망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1998년 Meduri

는 기도 삽관 후 7일 이내의, 호전되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 (unresolving ARDS 환자)를 대상

으로 methyprednisolone 2 mg/kg을 32일 동안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12.5% for corticosteroids vs, 62.5% for placebo; p=0.04)[85].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 ARDS net-

work 주관으로 시행된 대규모 연구가 시행되었다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twork 

conducted the Late Steroid Rescue Study; LaSRS)[86]. 이 연구에서는 삽관 후 7일 이상이 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methyprednisolone 2 mg/kg의 용량으로 25일 동안 투여 후 사망률을 비

교하였다. 60일 사망률 (29.2% for corticosteroids vs, 28.6% for placebo, p=1.0) 및 180일 사망률

(31.5% for cortico-steroids vs, 31.9% for placebo, p=1.0)을 줄여주지는 못했으나, 삽관 후 14일 이상 

된 환자들에서는 60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5% for corticosteroids vs, 8% for 

placebo, p=0.02).

무작위 연구 및 코호트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89-95]. 스테로

이드가 사망률 호전에 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었던 반면[90,91], 다른 연구에서는 급성호흡곤란증

후군 발생 14일 이내에 저용량 스테로이드(Methylprednisolone 2 mg/kg 이하)를 사용할 경우 단기 사

망률 호전에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92,95]. 그러나 분석에 포함된 연구에서 스테로이

드의 투여 용량, 질환의 중증도, 폐손상의 원인, 스테로이드 투여 시작시기, 기계 환기 적용 방법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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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의 투여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전신 스테로이드 프로토콜은 부록에 정리하였다(부록, 표 6-1). 

2. 저산소혈증 호전 효과

최근 대규모 연구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twork conducted the Late Steroid 

Rescue Study; LaSRS)에서 7일 이상 유병기간을 갖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의 스테로이드

(methyprednisolone 2 mg/kg)의 사용은 저산소혈증을 호전시킨다는 보고를 하였다[86]. 1998년 Meduri 

등의 연구에서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methyprednisolone 2 mg/kg)의 사용은 저산

소혈증을 호전시켰다는 보고를 하였고 (262 for corticosteroids vs, 148 for placebo, p-value 

＜0.001)[85], Confalonieri 등의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 (hydrocortisone 200 mg) 투여한 군에서 산소화

비 (PaO2/FiO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p-value: 0.0007)[96]

3. 기계 환기 기간의 감소 및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감소 효과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twork conducted the Late Steroid 

Rescue Study; LaSRS) 7일 이상의 유병기간을 갖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호흡기계의 탄성, 혈역학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첫 28일 동안의 기계 환기 기간, 쇼크 지속 기간, 중

환자실 재원 기간을 감소시켰다[86]. Meduri, Annane 등의 연구에서도 기계 환기 기간[86-88], 중환자실 재

원 기간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87].

4. 합병증

1) 감염율의 증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Weigelt (methylprednisolone 30 mg/kg every six hours for 48hr)의 

연구에서는[82],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군에서 감염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Lamontagne 등의 체

계적 종설 (systemic review)에서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RR 1.77; 95% CI 1.23-2.54)[93]. 그러나 Annane (Hydrocortisone 50 mg every 6 hours)이나 

Meduri (Methylprednisolone, 2 mg/kg)의 연구와 최근 대규모 연구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twork conducted the Late Steroid Rescue Study; LaSRS)에서는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85,87,88]. 그러나 스테로이드와 관련한 이차 감

염의 정의가 모두 다르고 적절하게 선별되지 못했으며, 환자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급성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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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감염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스테로이드 관련 신경근육병증 (neuromyopathy: weakness, deconditioning, myopathy, and 

neuropathy)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관련 신경근육병증은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이 강화되고, 패혈증이 동반된 경우, 근단백질 분해

의 촉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twork conducted the Late Steroid Rescue Study; LaSRS) 신경근육병증이 발생한 환자

가 모두 9명이었고, 이 환자들은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군에서 발생하였다(p=0.001). 그러나 다른 연

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신경근육병증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

다 (Meduri: 6.4% for corticosteroids vs, 3.6% for placebo; p=1.0, Marco Confalonieri 0% for corti-

costeroids vs, 13% for placebo; p=0)[87,96]. 스테로이드 관련 신경근육병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남아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기타 합병증

위장관 출혈, 고혈당, 다른 주요 장기 부전 (organ failure), 부정맥, 기흉, 정신장애 등의 합병증이 보고

되었으나, 스테로이드 투여군 환자에서 발생 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86-88,96]. 그 밖에 스테로이드 투여군 환자는 기관내관을 발관한 후 다시 환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

았다는 보고가 있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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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er)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계 환기 시작 후 48시간 동안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B)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은 첫 48시간 동안 저산소혈증의 호전 효과

가 있다.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은 기흉 같은 압력손상을 줄일 수 있다.

1. 사망률 감소 효과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er)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기계 환기(mechanical ventilator)

와 환자 호흡 사이의 비동시성(asynchrony)을 줄여 경폐압 (tranpulmonary pressure)을 적절히 유지하고 

환기기 유발 폐손상(VILI)을 줄일 수 있다.[97] 신경근육차단제 사용과 관련된 전향적인 연구들[98,99]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 사망률 감소(OR 0.78; 95% CI 0.39-0.90)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한 관찰연구

(observational study)에서는 폐내 원인에 인한 중증 패혈증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조기 사용은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100]. 하지만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일반적인 사용 여부를 확정하

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연구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01].

2. 저산소혈증의 호전

신경근육차단제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흉곽의 탄력 (elastance)을 감소시켜서 환기/관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에서 48시간 동안의 신경근육차단제 사용으로 저산소혈증이 5

일째까지 유의하게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97]. 그리고 메타분석에서는 치료 시작 후 48시간째에 저산소

혈증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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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혈증이 호전되는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환자호흡과 기계 환기의 동시성 (synchrony)이 향

상되어 폐 순응도 (compliance)와 가스교환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폐 염증반응의 측면에서는 

흡입되는 공기 양과 압력을 조절하여 압력손상 (barotrauma)을 줄이고, 호기 시에 무기폐를 감소시켜, 결

과적으로 폐와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된다[103].

3. 기계 환기 기간의 감소

신경근육약화 등으로 인해 기계 환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메타분석에서는 대조군

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102].

그러나 사망에 대한 위험도와 기계 환기 기간을 비교하여, 기계 환기에서 성공적으로 이탈한 기간

(ventilator-free days)은 신경근육차단제 사용군에서 더 길었다[102].

4. 신경근육의 약화

신경근육차단제는 중환자실 획득 쇠약 (ICU-acquired weaknes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cisatricurim을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48시간 동안 사용한 환자에서 쇠약은 메타분석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102]. 신경근육차단제 사용 후에 신경근육의 약화를 측정할 때 임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지 마비를 기준으로 하여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감소하였을 여지가 있다[97,98]. 그러나 

최근의 연구가 Medical Research Council 점수를 기준으로 근육의 약화를 평가하였고[104], 근육의 약화

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천식 및 패혈증환자에서 신경근 이완제 사용 후 발생한 장기간

의 신경근육약화와는 달리[105,106],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48시간 미만의 신경근육차단제 사용으로 신경

근육약화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경근육차단제 사용 시 감시방법을 부록에 

기술하였다(부록, 표 7-1.).

5. 압력손상 (Barotrauma)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를 48시간 사용하는 경우에 기흉과 같은 압력손상이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세 개의 전향적 연구(RR 0.43; CI 0.20 to 0.90; p=0.02; I2=0)에서 

신경근육차단제 사용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압력손상이 더 적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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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제선택 (selecting an agent)

환자의 신장이나 간 기능, 심장혈관문제를 고려하여 신경근육차단제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정상 신

장, 간 기능을 가진 환자는 pancuronium이, 신장이나 간 기능 장애 시에는 atracurium이나 cis-

atracurium이 선호되고 심장혈관문제가 있을 시는 vecuronium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혈역학적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07,108]. 중환자실에 흔히 사용하는 신경근육차단제 용량은 부록에 정리하였다(부

록, 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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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예방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이외의 질환으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적용을 권고한다. 

(1B)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폐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중 폐 보호 환기 (lung-protective 

strategy)를 권고할 수 있다. (2B)

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이외의 질환으로 기계 환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이외의 질환으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적용할 경

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109]. 현재까지 이루어진 유일한 무작위대조시험에서 72시간 

이상 기계 환기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 환자들에서 6 mL/kg의 일회호흡량 환기를 시행한 환자군보다 

10 mL/kg의 일회호흡량 환기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이 증가하였다 (RR 5.1; 

95% CI 1.2 to 22.6; p=0.01)[109]. 이 연구에서는 고일회호흡량 환기 환자군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이 증가하여 연구를 조기 종료하였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연구는 관찰적 코호트 연구

[110-114]가 대부분이며 연구간 이질성 때문에 메타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계통분석에 따

르면 한 개의 무작위대조시험과 대부분의 관찰연구에서 고일회호흡량 환기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의 

연관성을 밝히며 이것이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고 제시했다[115]. 무작위대조시험이 거의 없고 관찰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적절한 일회호흡량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일회호흡량 이외의 수액 균형 및 수혈 등 다른 

위험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던 다수의 관찰연

구에서는 수액 불균형[114,116]과 수혈[110,113,114,116-118]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

다.

2. 수술 중 기계 환기

전신마취를 위해 기관내 삽관과 기계 환기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시행할 때 저일회호흡량을 적용하면 

수술 후 폐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20,119]. 수술 중 기계 환기 적용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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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연구[120,121]들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과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cytokine)의 변화 등을 확

인하는 등 간접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22-124]. 

폐손상 및 폐수술을 제외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관찰 코호트 연구[120]와 폐수술을 포함한 다

양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121]에서 모두 일회호흡량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연관성

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 적용이 사망률 감소를 가져

온다는 연구 결과의 영향으로 고일회호흡량 적용을 회피하여 환자-대조군 사이 일회호흡량의 차이가 심

하지 않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적용한 군에서 높은 날숨끝양압 사용이 일반

화되지 않아 무기폐 발생을 예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120,125]. 단, 낮은 날숨끝양압에 비

해 높은 날숨끝양압을 적용했을 때 수술 중 저혈압 발생이 증가했다는 최근 연구[126]가 있어 수술 중 적

절한 날숨끝양압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하기 어렵다. 

폐절제 수술 환자 1,091명에서 10년간 시행한 관찰코호트 연구에서는 한쪽 폐환기 (one lung ven-

tilation) 동안 폐 보호 환기를 시행한 경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djusted 

OR 0.34; 95% CI 0.23-0.75; p=0.0002)[119]. 폐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무작위대조시험이 있

었으나 산소화비(PaO2/FiO2)의 감소 혹은 새로운 폐병변 발생이 폐 보호 환기군에서 모두 감소함을 보여

주었던 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은 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127]. 최

근에 복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무작위대조시험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저일회호

흡량 환기 및 중등도의 날숨끝양압을 포함한 폐 보호 환기전략 적용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수술 후 7일간 

호흡기 합병증 발생이 적었다 (adjusted RR 0.49; 95% CI 0.32 to 0.74; p＜0.001). 그러나 두 군 모두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 수는 매우 적었으며 두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adjusted RR 0.21; 95% 

CI 0.02 to 1.71; p=0.14)[20]. 다만 이 연구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주요 위험인자인 폐렴 및 패혈증 

발생이 폐 보호 환기전략 적용군에서 감소하였다는 의미는 전신마취 수술 중 폐 보호 환기전략 적용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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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통, 진정 및 섬망의 평가와 조절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에게는 얕은 진정을 권고한다. 

(1B)

요점

-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규칙적인 평가를 권장한다. 

-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모든 중환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 섬망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예방을 

권장한다. 

1. 진정

1) 평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중환자들에게 얕은 진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매일 

환자를 깨우거나 얕은 진정을 시행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128,129].

진정평가 방법으로는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RASS)(표 2)이나 Sedation- Agitation 

Scale(SAS)(부록 표 9-1, 9-2)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130,131].

2) 진정 약제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정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진정제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기계 환기 치료를 하고 있는 중환자들에서 non-benzodiazepine 계열

(propofol, dexmedetomidine)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 (midazolam, dia-

zepam)을 사용하는 것보다 임상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진정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non-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로 진정작용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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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통

1) 평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모든 중환자들은 통증 평가를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134].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시각통증등급 (visual analogue scale)이나 

수치통증등급 (numeric rating scale) 등을 시행함으로써 통증에 대해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 삽관이 되어 있거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통증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은 

행동통증등급 (behavioral pain scale , BPS) 또는 중환자치료 통증관찰도구(Critical care pain ob-

servation tool, CPOT)를 시행하여 통증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135]. (부록, 표 9-3, 9-4)

2) 진통 약제

중환자실에서 진통 조절을 위한 1차 치료로 마약성 진통제의 정맥내 투여방법을 권장한다[136].

마약성 진통제로 fentanyl, hydromorphone, morphine, remifentanil, methadone 등을 사용할 수 있

으며 각 약물의 약력학 및 약동학적 성질에 따라 환자에게 맞춰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methadone은 시판하지 않는다. Meperidine은 신경학적 독성 등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137]. 비마약성 진통제 (IV acetaminophen, cyclooxygenase inhibitor, ketamine 등)는 마

약성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신경병증성 통증인 경우에는 gaba-

pentin이나 carbamazepine 등의 약물도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하여 경구 투여하도록 한다.

정맥내 진통제 투여 외에도 갈비뼈 골절이나 복부 대동맥류 수술인 경우는 흉부 경막외마취 (thoracic 

epidural analgesia)도 효과적이다[133].

3. 섬망

1) 평가

섬망은 아직 발병원인이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중환자실 입원 당시 질병의 중증도, 과거 

알코올 섭취의 기왕력, 중환자실에서 과도한 신체적 결박 등을 들 수 있다[138]. 섬망은 중환자실 재원 일수 

증가, 병원 입원 기간 증가,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고 또한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38,139]. 

따라서 규칙적으로 섬망의 발생을 감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환자실에서 섬망을 평가하기 위해 쓰이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검사 방법으로는 Confusion Assessment Methods for the ICU (CAM-ICU)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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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Care Delirium Screening Checklist (ICDSC) 등이 있다[140,141].

2) 치료약제

섬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비약물적인 방법의 하나로 중환자실 재활치료(ICU rehabilita-

tion)를 조기에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142]. 섬망이 발생한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며 과도한 진정

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Haloperidol과 같은 비전형적 항정신병약제 (atypical antipsychotics)의 사

용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

중환자실에서 진정 및 진통, 섬망에 대한 예방 및 치료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통합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포함한 모든 기계 환기를 받는 중환자들에게 적절한 

진통 및 진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에서 다학제적 접근과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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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기 기관절개술

권고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은 제한된 경우에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A) 

요점

- 조기 기관절개술은 일부 환자에서 재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조기 기관절개술은 진정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조기 기관절개술은 중환자실 사망률, 기계 환기 관련 폐렴 발생률을 낮추거나 기계 환기 사용기

간을 단축하지 못한다.

1. 정의

조기 기관절개술 (early tracheostomy)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도내삽관 후 

7일 또는 10일을 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을 조기 기관절개술로 정의한다. 반면 ‘늦은’ 또는 ‘지연’ 기관

절개술 (late tracheostomy)은 기도내삽관 후 10일 이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료 및 데이터 분석

최근 발표된 세 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143-145], 두 편의 메타분석[146,147], 1개의 리뷰 논문[148]을 검토하

였다.



46

3. 예후 및 합병증

1) 중환자실 재원기간, 병원 입원기간

세 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부록, 표 10-1), 두 편의 메타분석(부록, 표 10-2) 모두 조기 기관절개술 그

룹에서 중환자실 재원기간 단축, 병원 입원기간 단축의 효과가 없었다. Terragni(2010)[143]의 연구에서만 

조기 기관절개술 군에서 중환자실 퇴실이 많았으나 (48% vs. 39%, 95% CI; p=0.03) 병원 입원기간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대상 환자들은 만성 폐질환, 호흡기계감염이 없는 환자들로 기계 환

기를 받는 중환자의 일부만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2) 사망률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 Terragni(2010)[143], Trouillet(2011)[144], Young(2013)[145]

의 연구 모두 조기 기관절개술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았다. 메타분석에서도 

Wang(2011)[146], Huang(2014)[147]의 연구에서는 장단기 사망률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3) 기계 환기 관련 폐렴 발생률

Terragni(2010)[143]의 연구에서 조기 기관절개술 군에서 기계 환기관련 폐렴 발생의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14% vs. 21%, 95% CI; p=0.07). 메타분석에서도 기계 환기관련 

폐렴의 발생률을 낮추지 못했다.

4) 기계 환기 적용 기간

Terragni(2010)[143]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조기 기관절개술 그룹에서 기계 환기 사용기간 단축 

효과 (Ventilator free day; 11 days vs. 6 days, 95% CI; p=0.02)가 있었으나 다른 두 무작위 대조군 연

구와 메타분석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5) 진정제 사용

Trouillet(2010)[144]의 연구에서 조기 기관절개술 군은 midazolam (mean difference, −0.31 mg/kg/d 

[95% CI, −0.53 to −0.09 mg/kg/d]), propofol (mean difference, −2.87 mg/kg/d [CI, −4.76 to 

−0.98 mg/kg/d]), sufentanil (mean difference, −0.48 ug/kg/d [CI, −0.77 to −0.19 ug/kg/d)의 사

용량이 적었다. Young(2013)[145]의 연구에서는 30일 생존자 하위집단 분석에서 조기 관절개술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진정제 사용기간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5 days vs. 8 days, median difference 2.4; 

95% CI 1.6-3.6 days;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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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최근에 발표된 주요 메타분석 연구들과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조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중환자실 재원기간, 병원 재원기간을 단축하지 못했다. 또한 사망률과 기계 환기 관련 폐렴의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 환자의 다양성과 임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중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관절개는 기도폐색의 위험이 

높은 환자, 반복적으로 기계 환기 이탈에 실패하는 환자, 장기간의 기계 환기가 필요한 환자, 무의식 또

는 와상으로 기도위생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절개의 시점은 환자의 상태와 동반질환, 기관절개술로 얻을 수 있는 이점, 기도분

비물의 양과 기도관리능력, 3주 이상의 장기간 기계 환기가 필요한 상황, 급만성호흡부전의 원인질환, 환

자의 선호도 등 다양한 임상 상황과 중환자실의 실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기계 환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의 근거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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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

권고

성인 및 소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는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1A)

요점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은 성인에서 신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다. 

1. 사망률 변화

성인 및 소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은 메타분석 결과 저산소증의 정도

에 상관없이,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의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149-151]. 모든 다른 방법에도 저산소증의 호전

이 없을 때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

2. 기계 환기 기간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의 감소

메타분석에서, 흡입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은 기계 환기 기간, 기계 환기 이탈 기간과 중환자실 재원 기

간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50,151].

3. 저산소혈증의 호전

산소화비 (PaO2/FiO2)의 호전효과는 메타분석 결과 첫 24시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에만 관찰되었

다[150,152,153]. 흡입 일산화질소가스는 처음에는 환기-관류 불균형을 감소시켜 저산소혈증을 호전시킬 것

으로 생각되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역의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결국 환기-관류 불균형을 다시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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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생각된다[154]. 산소화의 일시적인 호전이 폐기능 및 폐손상의 호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유

발하는 기저 질환 및 다발성 장기 손상의 호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존율의 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155].

4. 신 손상에 대한 영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은 성인에서 신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므

로 주의를 요한다[150,156]. 일산화질소는 신장 혈관의 장력과 사구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인데, 일산

화질소 생성의 변화는 미토콘드리아나 여러 효소,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

다.

5. 폐동맥 고혈압의 호전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사용으로 폐동맥 고혈압의 평균적인 변화는 1일째에 관찰되고 이후 2∼4일째

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150].

6. 병합요법

흡입일산화질소가스와 복와위, 흡입일산화질소가스와 고빈도 진동 환기 (high frequency oscillatory 

ventilation) 등의 병합요법은 무작위대조시험이나 메타분석자료가 부족하지만 흡입일산화질소가스 단독

요법보다 흡입 일산화질소가스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부 환자군에서나 구제요법 치료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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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빈도 진동 환기(high frequence oscillation 
ventilation, HFOV)

권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1B) 

요점

- 압력손상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사망률 감소 효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의 적용은 메타분석 결과, 병원 내 사망률이나 30일 사

망률에서 고식적 기계 환기요법과 차이가 없었다[157-159]. 오히려, 고빈도 진동 환기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조기 종료된 연구들의 결과 (RR 1.33; 95% CI 1.09-1.62; p＜0.01)

를 토대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의 일반적인 적용은 권장하지 않는다[160,161]. 

특히 폐 보호 환기(lung protective ventilator strategy)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빈도 진동 환기의 추가

적인 이득이 없다.

2. 기계 환기 기간

메타분석[158]과 무작위 임상 연구들[160-163]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는 고식적 기계 환기와 비교하였을 때, 

기계 환기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3. 저산소혈증의 호전

고빈도 진동 환기는 매우 적은 일회호흡량 (tidal volume)을 유지하고 높은 평균 기도압을 유지하여 산

소화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소아를 제외한 메타분석에서[157] 고빈도 진동 환기에 의한 산소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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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2/FiO2)의 호전효과는 첫 24시간부터 3일까지 지속되었으나, 소아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는[159] 산

소화비 호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빈도 진동 환기가 산소화비의 호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결

론짓기는 힘들다. 또한 산소화비의 호전이 있어도 폐손상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 호전되는 것

은 아니며, 대부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들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 때문에[164], 일시적인 

산소화의 호전이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165].

4. 부작용

메타분석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는 압력손상 (barotrauma)과 혈역동학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61-163]. 이러한 부작용은 고빈도 진동 환기를 적용한 환자에

서 3일까지 평균 기도압 (mean airway pressure)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157], 높은 기도내압과 흉

강내압에 의한 정맥환류(venous return) 감소와 우심실 후부하 (right ventricular afterload) 증가의 결과

로 추정된다[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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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성 별 계 산 식

남성 50 + 0.91 [키 (cm) - 152.4]

여성 45.5 + 0.91 [키 (cm) - 152.4] 

표 1-1. 예측 체중 계산 방법

 낮은 날숨끝양압 군

 FiO2 0.3 0.4 0.4 0.5 0.5 0.6 0.7 0.7 0.7 0.8 0.9 0.9 0.9 1.0

 PEEP 5 5 8 8 10 10 10 12 14 14 14 16 18 18-24

 높은 날숨끝양압 군(after protocol changed to use higher levels of PEEP)

 FiO2 0.3 0.3 0.4 0.4 0.5 0.5 0.5-0.8 0.8 0.9 1.0

 PEEP 12 14 14 16 16 18 20 22 22 22-24

표 2-1. ALVEOLI 연구에서 적용한 날숨끝양압과 흡입산소 분압 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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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준비물
lectrode 3개, air-ring 베개, 베개피, 베개 2개 각종 라인 고정용 multi fix, 욕창 예방용 드레싱 
물품

순  서

1. 환자 사정- 복와위 변경 전 의식 상태와 활력 징후를 평가한 후 금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T-cannula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길이가 충분히 긴 tube(eg; A- node) 로 교환하고 시행 후 

X-ray 촬영으로 위치를 재확인 한다. 
3. Endotracheal tube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환자 환의를 제거하고 압박 예상 부위에 예방적 욕창 드레싱을 적용해둔다. (sholulder, iliac 

bone)
5. Foley, central catheter, chest tube 는 복와위 상태를 예상하고 위치를 이동해 놓는다. 
6. 복와위를 시행할 준비가 다 되었을 경우 담당의에게 알린 후 복와위를 도와줄 간호사 2명을 더 

부른다. (담당의를 포함한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 
7. 담당의는 복와위 전환 시 환자의 인공 기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자의 몸통 쪽에 두 명, 

하지 쪽에 한 명의 간호사가 선다. 
8. 회전하려는 반대 방향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한다. (iv-line 이 더 많은 쪽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9.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환자를 침대의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시킨 후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편리하다. 
10. 심전도 모니터용 electrode를 제거하고 양팔을 몸통에 밀착시킨 후 복와위를 취해준다. 돌리는 

도중에 각종 라인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11. 머리쪽 간호사는 한손은 인공 기도를 지지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뒤부분을 지지하면서 재빨리 

뒤로 돌린다. 몸통쪽 간호사 두 명은 중심정맥관 등 몸통에 있는 라인을 지지하고 양팔의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체위를 변경한다. 하지쪽 간호사 한 명은 양다리의 관절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변
경한다. 

12. 등(back)에 electrode를 부착하여 심전도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한다. 준비한 air-ring을 
인공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에 적용하고 욕창을 예방한다.

13. 인공 호흡기의 감시 요소를 체위 변경 전후 비교하여 확인한다. 
14. 한쪽 가슴아래 베개를 넣어 가슴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베개를 넣은 쪽의 팔은 팔꿈치

를 90도로 굴곡시켜 위로 올리고 다른 한쪽 할은 편 상태로 편안하게 내려 놓는다. 
15. 같은 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아래에 베개를 넣어 무릎을 지지하고 회음부의 압박을 피한다. 
16. 허리가 extension 되지 않도록 하여 침상 전체가 10-15도 정도 비스듬하도록 올려준다. 각종 

라인들을 잘 고정한다. 
17. 동맥혈혈압을 모니터링 하여 환자의 혈역학적인 상태 및 산소화 상태를 복와위 전후 비교 평가 한다. 
18. 복와위를 오래 유지하면 결막 부종을 유발하므로 인공눈물과 같은 안약을 적용한다. 

Ref. ; 1. 22th ASAN ventilator work shop with simulation sessions. 

표 3-1. 복와위(Prone position)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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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core

Age, yr  

  18 to 49 0

  50 to 59 −2

  ≥60 −3

Immuno-compromised status* −2

Mechanical ventilation prior to initiation of ECMO  

  ＜48 h 3

  48 h to 7 d 1

  ＞7 d 0

Acute respiratory diagnosis group (select only one)  

  Viral pneumonia 3

  Bacterial pneumonia 3

  Asthma 11

  Trauma and burn 3

  Aspiration pneumonitis 5

  Other acute respiratory diagnoses 1

  Nonrespiratory and chronic respiratory diagnoses 0

Central nervous system dysfunction† −7

Acute associated (nonpulmonary) infection‡ −3

Neuromuscular blockade agents before ECMO 1

Nitric oxide use before ECMO −1

Bicarbonate infusion before ECMO −2

Cardiac arrest before ECMO −2

PaCO2,mmHg  

  ＜75 0

  ≥75 −1

Peak inspiratory pressure, cm H2O  

  ＜42 0

  ≥42 −1

Total score −22 to 15

 ECMO =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RESP = Respiratory ECMO Survival Prediction.
*“Immunocompromised” is defined as hematological malignancies, solid tumor, solid organ transplantatio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d cirrhosis.
†“Central nervous system dysfunction” diagnosis combined neurotrauma, stroke, encephalopathy, cerebral 
embolism, and seizure and epileptic syndrome.
‡“Acute associated (nonpulmonary) infection” is defined as another bacterial, viral, parasitic, or fungal 
infection that did not involve the lung

표 4-1. The RESP Score at ECMO Initiatio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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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SP Scoren Risk Class Survival

≥6 I 92%

3 to 5 II 76%

−1 to 2 III 57%

−5 to −2 IV 33%

≤−6 V 18%

표 4-2. Hospital Survival by Risk Class 

그림 5-1. 폐포모집술의 방법 예시-I

그림 5-2. 폐포모집술의 방법 예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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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메타분석 결과

Author, year Drug, Dosage and Duration Protocol

Weigelt et al, 
1985

MPD 30 mg/kg
6 hourly for 48 hours

Bone et al, 
1987

MPD 30 mg/kg
6 hourly for 24 hours

Bernard et al, 
1987

MPD 30 mg/kg
6 hourly for 24 hours

Meduri et al, 
1998 

Protocol based IV 
methylprednisolone 

Loading dose of 2 mg/kg; then 2 mg/kg/d form 
day 1 to day 14, 1 mg/kg/d from 15 to day 21, 
0.5 mg/kg/d from day 22 to day 28, 0.25 
mg/kg/d on days 29 and 30, and 0.125 mg/kg/d 
on days 31 and 32. In patients who were 
extubated prior to day 14, treatment was advanced 
to day 15 of 

Annane, 
2006

Hydrocortisone 50 mg IV 6 hourly 
and 9-alpha fludrocortisone 
once a IV 6 hourly for 7 days 

Steinberg, 
2006 

Protocol based IV 
methylprednisolone 

Loading dose of 2 mg/kg of predicted body weight 
followed by 0.5 mg/kg 6 hourly for 14 days; 0.5 
mg/kg 12hourly for 7days; and then tapering of 
the dose 

Meduri, 
2007

Protocol based IV 
methylprednisolone 

Loading dose of 1 mg/kg followed by an infusion 
of 1 mg/kg/d from day 1 to day 14, 0.5 mg/kg/d 
from day 15 to day 21, 0.25 mg/kg/day from day 
22 to day 25, and 0.125 mg/kg/d from day 26 to 
day 28. In patients who were extubated between 
days 1 and 14 were advanced to day 15 of drug 
therapy and tapered according to schedule 

표 6-1. 전신 스테로이드의 용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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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Description

0 No visible contraction Movement Assessed

1
Visible muscle contraction, but no limb 

movement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2 Active movement, but not against gravity Shoulder abduction Hip flexion

3 Active movement against gravity Elbow flexion Knee extension

4
Active movement against gravity and 

resistance
Wrist extension Dorsi-flexion

5 Active movement full resistance

표 7-1. 신경근육차단제 사용 시 감시(monitoring) 방법(MRC scoring system for muscle strength)

근육의 힘은 Medical Research Council (MRC)에서 척도를 사용해서 시행할 수 있다. 팔고 다리에서 

사지 네 곳의 각각 3군데, 총 12곳의 근육 군을 평가해서 0 (마비) 에서 5 (정상)으로 평가해서 총점을 

0에서 60점까지 매긴다. MRC 점수가 48점 미만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근육의 불완전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약제 부하 용량 점적 유지 용량 용량 범위

Cisatracurium 0.15-0.2 mg/kg
3.0 mcg/kg/min 
(0.18 mg/kg/hr)

0.5-10 mcg/kg/min 
(0.03-0.6 mg/kg/hr) 

Vecuronium 0.08-0.1 mg/kg
0.8-1.2 mcg/kg/min 
(0.048-0.072 mg/kg/hr).

0.8-1.7 mcg/kg/min 
(0.048-0.102 mg/kg/hr)

Atracurium 0.4 to 0.5 mg/kg
4.0-20.0 mcg/kg/min 
(0.24 to 1.2 mg/kg/hr) 

4.0-20.0 mcg/kg/min 
(0.24 to 1.2 mg/kg/hr) 

표 7-2.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에 사용하는 신경근육차단제 용량

Score Description

+4 Combative Violent, becomes dangerous to staff or self 

+3 Very agitated Aggressive, tries to remove catheters and tubes

+2 Agitated Numerous non-purposeful movements, fights the ventilator 

+1 Restless Non-aggressive movement, displays anxiety 

0 Calm and alert  

-1 Drowsy 
Not fully alert but will respond to a voice with ＞10 seconds of eye 
opening/eye contact

-2 Light sedation Awakens in response to a voice with ＜10 seconds of eye contact

-3 Moderate sedation Opens eyes or moves in response to a voice but with no eye contact

-4 Deep sedation 
Does not respond to verbal stimuli but does respond to physical stimuli 
with eye opening or movement

-5 Unarousable Does not respond to verbal or physical stimuli

표 9-1.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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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Description

7 Dangerously agitated

6 Very agitated

5 Agitated

4 Calm and cooperative

3 Sedated

2 Very sedated

1 Unarousable

표 9-2. Sedation-Agitation Scale (SAS)

Facial expression 

Relaxed 1 

Partially tightened 2 

Fully tightened 3 

Grimacing 4 

Upper limbs 

No movement 1 

Partially bent 2 

Fully bent with finger flexion 3 

Permanently retracted 4 

Compliance with ventilation 

Tolerating movement 1 

Coughing but tolerating 2 

Fighting ventilator 3 

Unable to control ventilation 4 

표 9-3. Behavioral Pain Scale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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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scription Score

Facial expression

No muscular tension observed Relaxed, neutral 0

Presence of frowning, brow lowering, orbit 
tightening, and levator contraction

Tense 1

All of the above facial movements plus 
eyelid tightly closed

Grimacing 2

Body movements

Does not move at all (does not 
necessarily mean absence of pain)

Absence of 
movements

0

Slow, cautious movements, touching or 
rubbing the pain site, seeking attention 
through movements

Protection 1

Pulling tube, attempting to sit up, moving 
limbs/thrashing, not following commands, 
striking at staff, trying to climb out of bed

Restlessness 2

Muscle tension No resistance to passive movements Relaxed 0

(Evaluation by passive 
flexion and extension 
of upper extremities)

Resistance to passive movements Tense, rigid 1

Strong resistance to passive movements, 
inability to complete them

Very tense or 
rigid

2

Compliance with the 
ventilator (intubated 
patients)

Alarms not activated, easy ventilation
Tolerating 
ventilator or 
movement

0

Alarms stop spontaneously
Coughing but 
tolerating

1

Asynchrony: blocking ventilation, alarms 
frequently activated

Fighting 
ventilator

2

OR

Vocalization 
(extubated patients)

Talking in normal tone or no sound
Talking in 
normal tone or 
no sound

0

Sighing, moaning
Sighing, 
moaning

1

Crying out, sobbing
Crying out, 
sobbing

2

Total, range 0-8

표 9-4.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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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tervention Endpoint Outcome

Terragni 
(2010)

Early Tracheostomy ; 
6-8 days 

vs. 
Late ; 13-15 days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ICU LO
Mortality

No effect on study endpoints 
except of the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Trouillet 
(2011)

Ealry ; at 5 days 
vs. 
Prolonged intubated 

and ventilator 
support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ICU LOS, 
Hospital LOS, Sedative 
use

No effect on study endpoints, but 
early tracheostomy was associated 
with less use of sedation, less 
haloperidol use for agitation, and 
earlier mobility.

Young 
(2013)

Early ; 1-4 days 
vs. 
Late ; ＞ 10 days of 

ventilator support

Mortality, ICU LOS, 
Hospital LOS, 
Sedative use

No effect on study endpoint. Early 
tracheostomy was associated with 
fewer days of sedation.

표 10-1. 기관절개술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 요약

Reference Study/Subject ICU type Main Outcome

Wang 
(2011)

7 trials
1,044 patients
(ET*; ≤7days)

1 Neurosurgical, 1 Burn, 
1 Cardiothoracic, 1 Trauma
1 Medical, 1 General 
1 Medical-surgical

ET did not significantly reduce 
short-term and long-term mortality. 

No effect on duration of MV, or a 
sedation, ICU LOS or hospital LOS 
or more complication.

Huang 
(2014)

9 trials
2,072 patients
(ET; ≤10days)

1 Neurosurgical, 1 Surgical,
1 Cardiothoracic, 1 Trauma
1 Medical, 1Medical-surgical
1 Burn, 1 General 
1 General-cardiothoracic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r-
tality, ICU LOS, duration of MV, 
incidence of VAP compared to that 
of the PI **/LT***group.

* ET ; Early tracheostomy, ** PI ; prolonged intubated, *** LT ; Late tracheostomy

표 10-2. 주요 메타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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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색

1. 저일회호흡량 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

Q.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저일회호흡량 환기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ARDS[TIAB]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Respiratory Failure[TIAB] OR Shock Lung[TIAB] OR 

ALI[TIAB]) AND ("Tidal Volume"[Mesh] OR "Respiration, Artificial"[Mesh] OR tidal volume[TW] OR 

(protective[TW] AND ventilat*[TW]) OR (pressure*[TW] AND limited*[TW]) OR LPVS[TW])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controlled clinical trial[ptyp] OR con-

trolled clinical trials as topic[Mesh] OR "Placebo Effect"[Mesh] OR "Placebos"[Mesh] OR 

Placebo[TIAB] OR systematic[sb] OR trial[TI])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OR hu-

man*[TIAB])) AND ("2012/10/01"[PDAT] : "2014/12/31"[PDAT])

Embase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26,890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

tress'/exp OR 'respiratory distress' OR 'acute lung injury'/exp OR 'acute lung injury' 78,498 

acute respiratory failure'/exp OR 'acute respiratory failure' OR 'ards'/exp OR ards OR ali

126,603 

#1 OR #2 OR #3 177,884 

tidal volume'/exp OR 'tidal volume' OR 'artificial ventilation'/exp OR 'artificial ventilation'

133,552 

protective NEAR/3 ventilation 1,135 

(pressure* AND limited*) OR lpvs:ab,ti 32,887 

#5 OR #6 OR #7 164,352 

#4 AND #8 2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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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396,209 

placebo'/exp OR 'placebo' 331,417 

controlled study:ab,ti OR random*:ab,ti OR trial*:ab,ti OR ((singl* OR doubl* OR trebl* OR tripl*) 

NEAR/3 (blind* or mask*)) 3,140,225 

#10 OR #11 OR #12 3,296,480 

#13 NOT ('animal'/exp NOT ('human'/exp AND 'animal'/exp)) 2,663,199 

#9 AND #14 5,052 

#15 AND [1-10-2012]/sd NOT [31-12-2014]/sd 915 

#16 NOT [medline]/lim 533 

Cochrane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acute lung injury 1,063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1,285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1,171

ARDS or ALI 2,341

#1 or #2 or #3 or #4 or #5 3,890

MeSH descriptor: [Tidal Volume] explode all trees 646

artificial near ventilation 1,048

tidal volume 2,080

protective near ventilation 97

pressure-limited 99

LPVS 6

#7 or #8 or #9 or #10 or #11 or #12 3,040

#6 and #13 404

#14 Publication Year from 2013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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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의 사용

Q.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높은 날숨끝양압(호기말양압, 

PEEP)이 통상적인 날숨끝양압과 비교해서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Positive-Pressure Respiration[Mesh] OR (Positive pres-

sure[TIAB] AND (respirat*[TIAB] OR ventilat*[TIAB] OR sustained[TIAB])) OR (Positive End 

Expiratory[TIAB] AND Pressur*[TIAB])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TIAB]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TIAB] OR APRV[TIAB] OR PEEP[TIAB] OR CPAP[TIAB] OR 

nCPAP[TIAB]) AND ("length of stay"[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length"[TIAB] AND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dom[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Double* OR single* OR treb* OR tripl*) AND (Blind* OR mask*)) OR systematic[sb]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 

[TIAB])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AND ("2000/01/01"[PDAT] : 

"2014/12/31"[PDAT])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629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021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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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57,597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243 

#2 OR #3 OR #4 128,038 

#1 AND #5  8,601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exp OR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 OR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exp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R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exp OR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37,230 

(Positive pressure AND (respirat* OR ventilat* OR sustained)) OR (Positive End Expiratory AND 

Pressur*)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 OR 

APRV:ab,ti OR PEEP:ab,ti OR CPAP:ab,ti OR nCPAP:ab,ti  15,195 

#7 OR #8  39,171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 OR 'length of stay':ab,ti OR 'mortality'/exp OR 'mortality'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 OR 'death rate':ab,ti  959,559 

#6 AND #9 AND #10  655 

#11 AND (([systematic review]/lim OR [controlled clinical trial]/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meta analysi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topic)'/exp OR 'doub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placebo 

OR 'drug therapy'/exp OR randomly OR meta OR trial OR groups OR random* OR factorial* OR 

crossover* OR cross-over OR placebo OR blind* OR assign* OR allocat* OR volunteer* OR 'co-

hort analysis' OR 'cohort study' OR 'cohort studies' OR cohort:ab,ti OR 'longitudinal' OR 'follow 

up'/exp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study'/exp OR '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stud-

ies'/exp OR 'retrospective studies')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400 

#12 AND [2000-2014]/py 361 

#13 NOT [medline]/lim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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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10 ventilator*) or (Pulmonary near/10 Ventilator*) or 'Respirator' or 

'Respirators' 1,099

#1 or #2 1,118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6

#4 or #5 or #6 or #7 5,646

#3 and #8 282

MeSH descript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 explode all trees 2,003

(Positive pressure:ti,ab,kw NEAR/5 (respirat*:ti,ab,kw or ventilat*:ti,ab,kw or sustain*:ti,ab,kw)) or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ti,ab,kw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ti,ab,kw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ti,ab,kw or APRV:ti,ab,kw or PEEP:ti,ab,kw or CPAP:ti,ab,kw 

or nCPAP:ti,ab,kw 4,057

#10 or #11 4,074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length":ti,ab,kw NEAR/3 "stay":ti,ab,kw) or "length of stay":ti,ab,kw or "mortality":ti,ab,kw or 

death rate*:ti,ab,kw 41,267

#13 or #14 or #15 46,443

#9 and #12 and #16 50

#24 limit Publication Year from 2000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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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복와위의 적용

Q.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복와위(prone position)가 앙

아위(supine position)과 비교해서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y“[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y“[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cute Lung Injuries“[tiab] OR "Respiratory Failure“[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Critical Care“[tiab] OR "Intensive 

Care“[tiab] OR "Surgical Intensive Care“[tiab] OR "Artificial Respiration“[tiab] OR "Artificial 

Respirations“[tiab] OR "Mechanical Ventilations“[tiab] OR "Mechanical Ventilation“[tiab] OR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tiab] 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s“[tiab]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tiab] OR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tiab]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s“[tiab] OR "ICU"[tiab] OR "Respiration, Artificial"[Mesh:NoExp] 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Mesh] OR "Intensive Care Units"[Mesh:NoExp] OR "Burn Units"[Mesh] OR "Coronary 

Care Units"[Mesh] OR "Respiratory Care Units"[Mesh] OR "Critical Care"[Mesh:NoExp] OR 

"Intensive Care"[Mesh:NoExp]) AND ("Patient Positioning"[Mesh:NoExp] OR 

"Posture"[Mesh:NoExp] OR "Prone Position"[Mesh] OR "Prone Position“[tiab] OR "Patient 

Positioning“[tiab] OR "Patient Positionings“[tiab] OR "Postures“[tiab] OR "Prone Positions“[tiab] 

OR "Prone Positioning“[tiab] OR "Prone Positionings“[tiab])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CT[TIAB] OR systematic[sb]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 [TIAB]) NOT (animals[mh] 

NOT("humans"[MeSH] OR human*[TIAB]))

Embase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1,939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42,460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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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169 

#1 OR #2 OR #3 127,305 

Critical Care':ab,ti OR 'Intensive Care':ab,ti OR 'Surgical Intensive Care':ab,ti OR 'Artificial 

Respiration':ab,ti OR 'Artificial Respirations':ab,ti OR 'Mechanical Ventilations':ab,ti OR 

'Mechanical Ventilation':ab,ti OR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ab,ti 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s':ab,ti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ab,ti OR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ab,ti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s':ab,ti OR 'ICU':ab,ti 190,951 

intensive care'/de OR 'artificial ventilation'/exp OR 'intensive care unit'/exp NOT ('high fre-

quency ventilation'/exp OR 'jet ventilation'/exp OR 'liquid ventilation'/exp OR 'manual ven-

tilation'/exp OR 'negative pressure ventilation'/exp OR 'noninvasive ventilation'/exp OR 'one 

lung ventilation'/exp) 251,082 

#5 OR #6 311,160 

#4 AND #7 40,370 

patient positioning'/exp OR 'body posture'/exp 62,595 

Prone Position':ab,ti OR 'Patient Positioning':ab,ti OR 'Patient Positionings':ab,ti OR 

'Postures':ab,ti OR 'Prone Positions':ab,ti OR 'Prone Positioning':ab,ti OR 'Prone Positionings':ab,ti

14,677 

#9 OR #10 68,096 

#8 AND #11 1,020 

#12 AND HSSS 424 

#13 NOT [medline]/lim 131 

Cochrane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y":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567

#1 or #2 or #3 or #4 5,567

Critical Care:ti,ab,kw or "Intensive Care":ti,ab,kw or "Surgical Intensive Care":ti,ab,k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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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Respiration":ti,ab,kw or "Artificial Respirations":ti,ab,kw or "Mechanical 

Ventilations":ti,ab,kw or "Mechanical Ventilation":ti,ab,kw or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ti,ab,kw 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s":ti,ab,kw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ti,ab,kw or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ti,ab,kw or "Positive-Pressure 

Ventilations":ti,ab,kw or "ICU":ti,ab,kw 13,143

MeSH descriptor: [Intensive Care] this term only 880

MeSH descriptor: [Critical Care] this term only 708

MeSH descriptor: [Coronary Care Units] explode all trees 145

MeSH descriptor: [Burn Units] explode all trees 40

MeSH descriptor: [Respiratory Care Units] explode all trees 12

MeSH descriptor: [Intensive Care Units] this term only 1,679

MeSH descript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 explode all trees 2,003

MeSH descriptor: [Respiration, Artificial] this term only 2,676

#6 or #7 or #8 or #9 or #10 or #11 or #12 or #13 or #14 14,738

#5 and #15 2,116

MeSH descriptor: [Patient Positioning] this term only 152

MeSH descriptor: [Posture] this term only 2,766

MeSH descriptor: [Prone Position] explode all trees 225

Prone Position* or Patient Position* or Posture* 11,429

#17 or #18 or #19 or #20 11,429

#16 and #21 121

#22 in Trials 83

4.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체외막산소공급

Q. 급성호흡곤란증후군환자에서 기계 환기에 체외막산소공급을 추가할 경우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y“[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y“[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cute Lung Injuries“[tiab] OR "Respiratory Failure“[tiab] OR "Respi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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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venovenous[All] OR VV[TIAB]) AND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MeSH] OR ("extracorporeal"[TIAB] AND 

"membrane"[TIAB] AND "oxygenation"[TIAB]) 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TIAB] 

OR "ecmo"[TIAB])) AND ("ventilator weaning"[Mesh] OR Weaning[TIAB] OR "length of stay"[MeSH] 

OR ("length"[TIAB] AND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pneumonia, ven-

tilator-associated"[MeSH] OR ("pneumonia"[TIAB] AND "ventilator-associated"[TIAB])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TIAB] OR ("ventilator"[TIAB] AND "associated"[TIAB] AND 

"pneumonia"[TIAB])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 OR VAP[TIAB]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AND English[lang] AND 

("2000/01/01"[PDAT] : "2014/12/31"[PDAT])

Embase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9,836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830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199 

#1 OR #2 OR #3 128,569 

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R 'venovenous extracorporeal oxygenation'

203 

venovenous OR VV:ab,ti 5,740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xp 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R ex-

tracorporeal NEAR/5 oxygenationi OR ecmo  12,033 

#5 OR (#6 AND #7)  646 

ventilator weaning'/exp OR 'ventilator weaning':ab,ti OR 'weaning ventilator'/exp OR 'weaning 

ventilator':ab,ti OR 'weaning'/exp OR 'weaning':ab,ti  150,211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ab,ti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exp OR 'venti-

lator associated pneumonia':ab,ti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exp OR 'pneumonia 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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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ator associated':ab,ti OR 'mortality'/exp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ab,ti OR 'oxygenation'/exp OR 'oxygenation':ab,ti OR (pneumonia NEAR/5 ven-

tilator-associated) OR VAP:ab,ti OR LOS:ab,ti  1,071,684 

#9 OR #10  1,187,763 

#4 AND #8 AND #11  425 

#12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AND [2000-2014]/py  343 

#13 NOT [medline]/lim  155 

Cochrane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5

#1 or #2 or #3 or #4 5,645

venovenous or veno-venous or VV 1,276

MeSH descript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xplode all trees 171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r extracorporeal oxygenation or ECMO 405

#6 and (#7 or #8) 11

MeSH descriptor: [Ventilator Weaning] explode all trees 400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 explode all trees 20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length of stay'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associated)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or (ventilator NEAR/5 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AP OR mortality or death rate* or 

oxygenation 65,831

#10 or #11 or #12 or #13 or #14 67,705

#5 and #9 and #15 8

#16 limit Publication Year from 2000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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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recruitment maneuver)의 효과

Q.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폐포동원술(aleveolar 

recruitment)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Positive-Pressure Respiration[Mesh] OR (recruit*[All] 

AND (manoeuv*[All] OR manouev*[All] OR maneuv*[All] OR manuev*[All])) OR (Positive pres-

sure[TIAB] AND (respirat*[TIAB] OR ventilat*[TIAB] OR sustained[TIAB])) OR (Positive End 

Expiratory[TIAB] AND Pressur*[TIAB])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TIAB]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TIAB] OR APRV[TIAB] OR PEEP[TIAB] OR CPAP[TIAB] OR 

nCPAP[TIAB]) AND ("ventilator weaning"[Mesh] OR "length of stay"[MeSH] OR "pneumonia, ven-

tilator-associated"[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Lung 

Compliance[Mesh] OR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Mesh] OR barotrauma[Mesh] OR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Mesh] OR Cardiac Output[Mesh] OR Weaning[TIAB] OR 

("length"[TIAB] AND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pneumonia"[TIAB] AND 

"ventilator-associated"[TIAB])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TIAB] OR ("ventilator"[TIAB] 

AND "associated"[TIAB] AND "pneumonia"[TIAB])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 OR 

VAP[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OR PaO2/FiO2[All] 

OR Lung Complianc*[TIAB] OR lung tissue[All] OR barotrauma[TIAB] OR MAP[TIAB] OR 

Mitogen-Activated Protein[TIAB] OR Cardiac Output*[TIAB])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dom[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Double* OR single* OR treb* OR tripl*) 

AND (Blind* OR mask*)) OR systematic[sb])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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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601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093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624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304 

#2 OR #3 OR #4 128,143 

#1 AND #5  8,606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exp OR 'positive pressure respiration' OR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exp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R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exp OR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37,263 

(recruit* AND (manoeuv* OR manouev* OR maneuv* OR manuev*)) OR (Positive pressure AND 

(respirat* OR ventilat* OR sustained)) OR (Positive End Expiratory AND Pressur*)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 OR APRV:ab,ti OR PEEP:ab,ti 

OR CPAP:ab,ti OR nCPAP:ab,ti  15,204 

#7 OR #8  39,205 

ventilator weaning'/exp OR 'ventilator weaning':ab,ti OR 'weaning ventilator'/exp OR 'weaning 

ventilator':ab,ti OR 'weaning'/exp OR 'weaning':ab,ti OR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ab,ti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exp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ab,ti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exp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ab,ti OR 'ventila-

tor induced lung injury'/exp OR 'ventilator induced lung injury'  242,652 

mortality'/exp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ab,ti OR 'oxygenation'/exp 

OR 'oxygenation':ab,ti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associated) OR VAP:ab,ti OR LOS:ab,ti 

OR PaO2-FiO2 OR 'lung compliance'/exp OR 'lung compliance' OR 'cardiac output'/exp OR 

'cardiac output' OR 'collaps'/exp OR 'collaps' OR 'lung tissue'/exp OR 'lung tissue' OR 'baro-

trauma'/exp OR 'barotrauma' OR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exp OR 'mitogen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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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kinase' OR 'map'  1,352,887 

#10 OR #11  1,518,377 

#6 AND #9 AND #12  2,730 

#13 AND (([systematic review]/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

al'/exp OR 'meta analysi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doub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placebo OR 

randomly OR meta OR placebo OR blind*)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455 

#14 NOT [medline]/lim  161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10 ventilator*) or (Pulmonary near/10 Ventilator*) or 'Respirator' or 

'Respirators' 1,100

#1 or #2 1,119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6

#4 or #5 or #6 or #7 5,646

#3 and #8 282

MeSH descriptor: [Positive-Pressure Respiration] explode all trees 2,003

(recruit*:ti,ab,kw NEAR/5 (manoeuv*:ti,ab,kw or manouev*:ti,ab,kw or maneuv*:ti,ab,kw or man-

uev*:ti,ab,kw)) or (Positive pressure:ti,ab,kw NEAR/5 (respirat*:ti,ab,kw or ventilat*:ti,ab,kw or 

sustain*:ti,ab,kw)) or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ti,ab,kw o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ti,ab,kw or Airway Pressure Release Ventilation:ti,ab,kw or APRV:ti,ab,kw or 

PEEP:ti,ab,kw or CPAP:ti,ab,kw or nCPAP:ti,ab,kw 4,090

#10 or #11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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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descriptor: [Ventilator Weaning] explode all trees 400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 explode all trees 20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MeSH descriptor: [Lung Compliance] explode all trees 226

MeSH descriptor: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explode all trees 88

MeSH descriptor: [barotrauma] explode all trees 69

MeSH descriptor: [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520

MeSH descriptor: [Cardiac Output] explode all trees 3,950

Weaning:ti,ab,kw or ("length":ti,ab,kw NEAR/3 "stay":ti,ab,kw) or "length of stay":ti,ab,kw or 

("pneumonia":ti,ab,kw NEAR/3 "ventilator-associated":ti,ab,kw)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

nia":ti,ab,kw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kw or VAP:ti,ab,kw or "mortality":ti,ab,kw 

or death rate*:ti,ab,kw or "oxygenation" or PaO2/FiO2:ti,ab,kw or Lung Complianc*:ti,ab,kw or 

lung tissue:ti,ab,kw or barotrauma:ti,ab,kw or MAP:ti,ab,kw or Mitogen-Activated 

Protein:ti,ab,kw or Cardiac Output*:ti,ab,kw 65,835

#13 or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or #21 or #22 62,892

#9 and #12 and #23 84

#24 limit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63

6.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

Q. 중환자실에서 기계 환기 중인 성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사

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steroids"[MeSH] OR "Adrenal Cortex Hormones" 

[Pharmacological Action] OR "Adrenal Cortex Hormones"[Mesh] OR Adrenal Cortex[TIAB] OR 

Corticosteroid*[TIAB] OR Corticoid*[TIAB] OR steroid*[TIAB]) AND ("ventilator weaning"[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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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length of stay"[MeSH] 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Time Factors"[MeSH] 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Mesh] 

OR "Treatment Outcome"[Mesh] OR "Fatal Outcome"[Mesh] OR "compliance"[MeSH] OR 

"shock"[MeSH] OR Weaning[TIAB] OR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pneumo-

nia"[TIAB] AND "ventilator-associated"[TIAB])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TIAB] OR 

("ventilator"[TIAB] AND "associated"[TIAB] AND "pneumonia"[TIAB])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 OR VAP[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OR FiO2[TIAB] OR PaO2[TIAB] OR "days off"[TIAB] OR duration[TIAB] OR 

complianc*[TIAB] OR shock[TIAB] OR neuromyopathy OR GI bleeding, hyperglycemia OR pan-

creatitis OR infection)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dom[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Double* OR single* OR treb* OR tripl*) AND (Blind* OR mask*)) OR system-

atic[sb])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582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032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607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254 

#2 OR #3 OR #4 128,060 

#1 AND #5  8,598 

steroid'/exp OR 'steroid' OR 'steroids'/exp OR 'steroids' OR 'adrenal cortex hormones'/exp OR 

'adrenal cortex hormones' OR 'adrenal cortex hormone'/exp OR 'adrenal cortex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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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608 

adrenal cortex'/exp OR 'adrenal cortex' OR 'corticosteroid'/exp OR 'corticosteroid' OR 'corticos-

teroids'/exp OR 'corticosteroids' OR 'corticoid'/exp OR 'corticoid' OR corticoids OR steroid:ab,ti 

OR steroids:ab,ti  892,752 

#7 OR #8  1,269,475 

ventilator weaning'/exp OR 'ventilator weaning' OR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exp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 OR 'mortality'/exp 

OR 'mortality' OR 'outcome assessment'/exp OR 'outcome assessment' OR 'treatment out-

come'/exp OR 'treatment outcome' OR 'fatal outcome'/exp OR 'fatal outcome'  1,952,746 

weaning:ab,ti OR vap: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 OR oxygenation:ab,ti OR 

pao2:ab,ti OR fio2:ab,ti OR 'muscular disease'/exp OR 'muscular disease' OR 'muscular dis-

ease':ab,ti OR 'muscular diseases'/exp OR 'muscular diseases' OR 'muscular diseases':ab,ti OR 

'days off' OR 'duration' OR 'compliance'/exp OR 'compliance' OR 'shock'/exp OR 'shock' OR 

'neuromyopathy'/exp OR 'neuromyopathy' OR 'lung injury score' OR 'bleeding'/exp OR 'bleeding' 

OR 'hyperglycemia'/exp OR 'hyperglycemia' OR 'pancreatitis'/exp OR 'pancreatitis' OR 'infec-

tion'/exp OR 'infection'  5,106,322 

#10 OR #11  5,944,148 

#6 AND #9 AND #12  757 

#13 AND (([systematic review]/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

al'/exp OR 'meta analysi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doub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placebo OR 

randomly OR meta OR placebo OR blind*)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150 

#14 NOT [medline]/lim  37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10 ventilator*) or (Pulmonary near/10 Ventilator*) or 'Respirator' or 

'Respirators' 1,099

#1 or #2 1,118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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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6

#4 or #5 or #6 or #7 5,646

#3 and #8 282

MeSH descriptor: [steroids] explode all trees 38,152

MeSH descriptor: [Adrenal Cortex Hormones] explode all trees 11,333

Adrenal Cortex or Corticosteroid* or Corticoid* or steroid*28,042

#10 or #11 or #12 58,010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MeSH descript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 explode all trees 200

MeSH descriptor: [Ventilator Weaning] explode all trees 400

MeSH descriptor: [Time Factors] explode all trees 50,508

MeSH descriptor: [compliance] explode all trees 210

MeSH descriptor: [shock] explode all trees 1,311

MeSH descript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 explode all trees 99,179

MeSH descriptor: [Treatment Outcome] explode all trees 94,802

MeSH descriptor: [Fatal Outcome] explode all trees 16

Weaning or stay or "length of stay"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associated") or 

(ventilator-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entilator 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AP 

or mortality or death rate* or oxygenation or PaO2 or FiO2 or "days off" or duration or com-

plianc* or shock or neuromyopathy or lung injury score or bleeding or hyperglycemia or pan-

creatitis or infection 192,443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or #21 or #22 or #23 or #24 281,235

#9 and #13 and #25 40

#26 limit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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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

Q. 급성호흡곤란증후군환자에서 신경근육차단제(neuromuscular blocker)를 사용할 경우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Neuromuscular Agents[Mesh] OR Muscle Relaxants, 

Central[Mesh] OR "rocuronium"[Supplementary Concept] OR "cisatracurium"[Supplementary 

Concept] OR "vecuronium bromide"[MeSH] OR ((Neuromus*[TIAB] OR muscle[TIAB]) AND 

(Block*[TIAB] OR Agent*[All] OR relaxant*[All] OR Effect*[TIAB])) OR "rocuronium"[TIAB] OR 

"pyrrolidinium"[TIAB] OR Zemuron[TIAB] OR Esmerone[TIAB] OR Esmeron[TIAB] OR 

ORG-9426[TIAB] OR "cisatracurium"[TIAB] OR Nimbex[TIAB] OR "51W89"[TIAB] OR 

"vecuronium"[TIAB] OR Norcuron[TIAB] OR ORG-NC-45[TIAB]) AND ("ventilator weaning"[Mesh] 

OR "length of stay"[MeSH] 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muscular diseases"[MeSH] 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Mesh] OR "Treatment Outcome"[Mesh] OR "Fatal Outcome"[Mesh] OR Weaning[TIAB] OR 

("length"[TIAB] AND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pneumonia"[TIAB] AND 

"ventilator-associated"[TIAB])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TIAB] OR ("ventilator"[TIAB] 

AND "associated"[TIAB] AND "pneumonia"[TIAB])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 OR 

VAP[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OR FiO2[All] OR 

Sedative[All] OR Sedation[All])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557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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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575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215 

#2 OR #3 OR #4 127,416 

#1 AND #5  8,595 

neuromuscular agents'/exp OR 'neuromuscular agents' OR 'muscle relaxants' OR 'rocuronium 

bromide'/exp OR 'rocuronium bromide' OR 'cisatracurium'/exp OR 'cisatracurium' OR 'vecuro-

nium bromide'/exp OR 'vecuronium bromide'  110,855 

((Neuromus*:ab,ti OR muscle:ab,ti) AND (Block*:ab,ti OR Agent*:ab,ti OR relaxant*:ab,ti OR 

Effect*:ab,ti)) OR rocuronium:ab,ti OR pyrrolidinium:ab,ti OR Zemuron:ab,ti OR Esmerone:ab,ti 

OR Esmeron:ab,ti OR ORG-9426:ab,ti OR cisatracurium:ab,ti OR Nimbex:ab,ti OR 51W89:ab,ti 

OR vecuronium:ab,ti OR Norcuron:ab,ti OR ORG-NC-45:ab,ti  248,859 

#7 OR #8  339,247 

ventilator weaning'/exp OR 'ventilator weaning' OR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exp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 OR 'mortality'/exp 

OR 'mortality' OR 'outcome assessment'/exp OR 'outcome assessment' OR 'treatment out-

come'/exp OR 'treatment outcome' OR 'fatal outcome'/exp OR 'fatal outcome'  1,952,283 

weaning:ab,ti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 associated'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AND 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ap:ab,ti OR 'death'/exp OR death AND rate*:ab,ti OR 

oxygenation:ab,ti OR fio2:ab,ti OR 'muscular disease'/exp OR 'muscular disease':ab,ti OR 'mus-

cular diseases'/exp OR 'muscular diseases':ab,ti OR 'sedative'/exp OR 'sedative':ab,ti OR 'seda-

tion'/exp OR 'sedation':ab,ti  649,110 

#10 OR #11  2,435,521 

#6 AND #9 AND #12  427 

#13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412 

#14 NOT [medline]/lim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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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3 ventilator*) or (Pulmonary NEAR/3 Ventilator*) or Respirator* 42,443

#1 or #2 42,448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5

#4 or #5 or #6 or #7 5,645

#3 and #8 5,426

MeSH descriptor: [Neuromuscular Agents] explode all trees 2,016

MeSH descriptor: [Muscle Relaxants, Central] explode all trees 231

MeSH descriptor: [vecuronium bromide] explode all trees 577

((Neuromus* OR muscle) AND (Block* OR Agent* OR relaxant* OR Effect*)) OR "rocuronium" OR 

"pyrrolidinium" OR Zemuron OR Esmerone OR Esmeron OR ORG-9426 OR "cisatracurium" OR 

Nimbex OR "51W89" OR "vecuronium" OR Norcuron OR ORG-NC-45 28,948

#10 or #11 or #12 or #13 28,948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MeSH descript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 explode all trees 200

MeSH descriptor: [Ventilator Weaning] explode all trees 400

MeSH descriptor: [muscular diseases] explode all trees 3,865

MeSH descript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 explode all trees 99,179

MeSH descriptor: [Treatment Outcome] explode all trees 94,802

MeSH descriptor: [Fatal Outcome] explode all trees 16

Weaning OR "length of stay"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associated") OR (ventilator-as-

sociated NEAR/5 pneumonia) OR (ventilator 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AP OR mortal-

ity OR death rate* OR oxygenation OR FiO2 OR Sedative OR Sedation 76,487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or #21 or #22 or #23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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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d #14 and #24 45

#25 limit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44

8. 기계 환기 적용 환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예방

Q. 기계 환기를 적용하는 환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예방 방법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Respiration, Artifici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OR Respiration*[TIAB] OR Ventilation*[TIAB]) AND 

((low[All] OR lower*[All]) AND ("tidal volume"[MeSH] OR pressure-limited OR ("tidal"[TIAB] AND 

volume*[TIAB]))) AND (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chemically induced"[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complications"[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diagnosis"[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epidemiology"[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etiology"[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ortality"[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pathology"[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physiopathology"[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prevention and control"[Mesh] OR "Acute Lung Injury/chemically induced"[Mesh] OR "Acute 

Lung Injury/complications"[Mesh] OR "Acute Lung Injury/diagnosis"[Mesh] OR "Acute Lung 

Injury/epidemiology"[Mesh] OR "Acute Lung Injury/etiology"[Mesh] OR "Acute Lung Injury/mortal-

ity"[Mesh] OR "Acute Lung Injury/pathology"[Mesh] OR "Acute Lung Injury/physiopathol-

ogy"[Mesh] OR "Acute Lung Injury/prevention and control"[Mesh])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controlled clinical trial[pty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s 

as topic[Mesh] OR "Placebo Effect"[Mesh] OR "Placebos"[Mesh] OR Placebo[TIAB] OR system-

atic[sb] OR trial[TI]) AND ("2000/01/01"[PDAT] : "2014/12/31"[PDAT]) AND English[lang]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artificial ventilation'/exp 127,502 

ventilator*:ab,ti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ab,ti OR Respiration*:ab,ti OR 

Ventilation*:ab,ti 205,765 

#1 OR #2 265,218 

tidal volume'/exp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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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ab,ti AND volume*:ab,ti 16,242 

#4 OR #5 20,364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dm_et,dm_co,dm_ep,dm_si,dm_pc,dm_di 7,795 

acute lung injury'/exp/dm_et,dm_co,dm_ep,dm_si,dm_pc,dm_di 2,143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cute lung injury') AND ('chemically induced' OR 

'complications' OR 'diagnosis' OR 'epidemiology' OR 'etiology' OR 'mortality' OR 'pathology' OR 

'physiopathology' OR 'prevention') 14,200 

#7 OR #8 OR #9 19,604 

#3 AND #6 AND #10 1,323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placebo'/exp 

OR 'placebo' 645,053 

controlled study:ab,ti OR random*:ab,ti OR trial*:ab,ti OR ((singl* OR doubl* OR trebl* OR tripl*) 

NEAR/3 (blind* or mask*)) 3,240,752 

cohort OR longitudinal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2,017,117 

#12 OR #13 OR #14 4,900,559 

#11 AND #15 694 

#16 NOT ('animal'/exp NOT ('human'/exp AND 'animal'/exp)) 565 

#17 AND [2000-2014]/py529 

#18 NOT [medline]/lim AND [english]/lim 161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40

MeSH descriptor: [Respiration, Artificial] explode all trees 4,678

ventilator*:ti,ab,kw or Respirator*:ti,ab,kw or Respiration*:ti,ab,kw or Ventilation*:ti,ab,kw

40,547

#1 or #2 or #3 40,919

MeSH descriptor: [Tidal Volume] explode all trees 650

tidal:ti,ab,kw NEAR/5 volume*:ti,ab,kw 1,774

#5 or #6 1,774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and with qualifier(s): 

[Chemically induced - CI, Complications - CO, Diagnosis - DI, Epidemiology - EP, Etiology - 

ET, Mortality - MO, Pathology - PA, Physiopathology - PP, Prevention & control - PC]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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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and with qualifier(s): [Chemically induced 

- CI, Complications - CO, Diagnosis - DI, Epidemiology - EP, Etiology - ET, Mortality - MO, 

Pathology - PA, Physiopathology - PP, Prevention & control - PC] 104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cute Lung 

Injury) AND ( "chemically induced" OR "complications" OR "diagnosis" OR "epidemiology" OR 

"etiology" OR "mortality" OR "pathology" OR "physiopathology" OR "prevention and control")

1,811

#8 or #9 or #101,821

#4 and #7 and #11 159

#12 Publication Year from 2000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132

9.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의 진정, 진통 및 섬망 평가 및 조절

Q.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의 진정, 진통 및 섬망 평가 및 조절이 필요한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Conscious Sedation"[Mesh] OR "Deep Sedation"[Mesh] 

OR sedation[All] OR Sedations[All] OR sedative[TIAB] OR sedate[TIAB]) AND ("length of 

stay"[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Time Factors"[MeSH] 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Mesh] OR "Treatment Outcome"[Mesh] OR "Fatal 

Outcome"[Mesh] OR "Delirium"[Mesh] OR Analgesia[Mesh] OR Pain[Mesh] OR "Critical 

Care"[Mesh] OR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duration[TIAB] OR Delirium*[TIAB] OR outcome*[TIAB] OR agitation[All] OR Analgesia*[TIAB] 

OR Pain[TIAB] OR Critical Care*[TIAB] OR intensive care*[TIAB])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dom[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Double* OR single* OR treb* OR tri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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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lind* OR mask*)) OR systematic[sb]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 [TIAB] OR "Case-Control 

Studies"[Mesh] OR "Case Reports" [Ptyp] OR case[TIAB] OR "Evidence-Based Medicine"[Mesh] OR 

"Guidelines as Topic"[Mesh] OR "Practice Guidelines as Topic"[Mesh] OR "Guideline" [ptyp] OR 

"Practice Guideline" [ptyp] OR Evidence-Based[TIAB] OR EBM[TIAB] OR grade[TIAB] OR 

grades[TIAB] OR protocol[TIAB] OR protocols[TIAB])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AND ("2010/12/01"[PDAT] : "2014/12/31"[PDAT])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884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407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821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660 

#2 OR #3 OR #4 128,673 

#1 AND #5  8,667 

sedation'/exp OR 'sedation' OR 'conscious sedation'/exp OR 'conscious sedation' OR 'deep seda-

tion'/exp OR 'deep sedation'  64,669 

sedation:ab,ti OR sedativ*:ab,ti OR sedate*:ab,ti  56,889 

#7 OR #8  79,506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 OR 'mortality'/exp OR 'mortality'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 OR 'outcome assessment'/exp OR 'outcome assessment' OR 'treatment outcome'/exp 

OR 'treatment outcome' OR 'fatal outcome'/exp OR 'fatal outcome' OR 'delirium'/exp OR 'delir-

ium' OR 'analgesia'/exp OR 'analgesia' OR 'pain'/exp OR 'pain' OR 'agitation'/exp OR 'agitation' 

OR 'critical care'/exp OR 'critical care' OR 'intensive care'/exp OR 'intensive care' OR '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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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ab,ti  3,696,649 

#6 AND #9 AND #10  448 

#11 AND (([systematic review]/lim OR [controlled clinical trial]/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meta analysi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topic)'/exp OR 'doub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placebo 

OR 'drug therapy'/exp OR randomly OR meta OR trial OR groups OR random* OR factorial* OR 

crossover* OR cross-over OR placebo OR blind* OR assign* OR allocat* OR volunteer* OR 'co-

hort analysis' OR 'cohort study' OR 'cohort studies' OR cohort:ab,ti OR 'longitudinal' OR 'follow 

up'/exp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study'/exp OR '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stud-

ies'/exp OR 'retrospective studies' OR 'case control study'/exp OR 'case control studies'/exp OR 

case:ab,ti OR 'evidence based medicine'/exp OR 'evidence based medicine' OR 'evidence 

based'/exp OR 'evidence based' OR ebm:ab,ti OR 'practice guideline'/exp OR 'practice guideline' 

OR 'practice guidelines'/exp OR 'practice guidelines' OR 'practice guidelines as topic'/exp OR 

'practice guidelines as topic' OR 'guideline' OR 'guidelines'/exp OR 'guidelines' OR 'guidelines as 

topic'/exp OR 'guidelines as topic' OR 'protocol' OR grade:ab,ti) NOT ('animals'/exp NOT 'hu-

mans'/exp))  296 

#12 AND [2011-2014]/py 131 

#13 NOT [medline]/lim  83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10 ventilator*) or (Pulmonary near/10 Ventilator*) or 'Respirator' or 

'Respirators' 1,100

#1 or #2 1,119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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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7

#4 or #5 or #6 or #7 5,647

#3 and #8 282

MeSH descriptor: [Conscious Sedation] explode all trees 1,144

MeSH descriptor: [Deep Sedation] explode all trees 75

sedation* or sedativ* or sedate* 11,957

#10 or #11 or #12 11,957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MeSH descriptor: [Critical Care] explode all trees 1,845

MeSH descriptor: [Delirium] explode all trees 232

MeSH descriptor: [Pain] explode all trees 32,986

MeSH descriptor: [Time Factors] explode all trees 50,508

MeSH descript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 explode all trees 99,179

MeSH descriptor: [Treatment Outcome] explode all trees 94,802

MeSH descriptor: [Fatal Outcome] explode all trees 16

stay or "length of stay" or mortality or death rate* or duration or Delirium* or Analgesia or pain* 

or agitation or Critical Care* OR intensive care* 204,350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or #21 or #22 or #23 292,569

#9 and #13 and #24 30

#25 Publication Year from 2011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12

10. 기계 환기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의 효과

Q. 기계 환기 환자에서 조기 기관절개술이 기계 환기 이탈과 재원기간, 그리고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100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AND (Tracheostomy[Mesh] OR Tracheotomy[Mesh] OR 

Tracheostom*[TIAB] OR Tracheotom*[TIAB]) AND ("ventilator weaning"[Mesh] OR "length of 

stay"[MeSH] 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MeSH] OR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Weaning[TIAB] OR ("length"[TIAB] AND "stay"[TIAB]) OR "length of 

stay"[TIAB] OR ("pneumonia"[TIAB] AND "ventilator-associated"[TIAB])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TIAB] OR ("ventilator"[TIAB] AND "associated"[TIAB] AND "pneumonia"[TIAB])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TIAB] OR VAP[TIAB]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CT[TIAB] OR systematic[sb]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 [TIAB]) NOT (animals[MeSH] NOT "humans"[MeSH]) AND ("1994/01/01"[PDAT] : 

"2014/12/31"[PDAT])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37,557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2,002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

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OT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exp OR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7,575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6,215 

#2 OR #3 OR #4 127,416 

#1 AND #5  8,595 

tracheostomy'/exp OR tracheostom* OR 'tracheotomy'/exp OR tracheotom*  29,201 

ventilator weaning'/exp OR 'ventilator weaning':ab,ti OR 'weaning ventilator'/exp OR 'w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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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or':ab,ti OR 'weaning'/exp OR 'weaning':ab,ti  150,235 

length of stay'/exp OR 'length of stay':ab,ti OR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exp OR 'venti-

lator associated pneumonia':ab,ti OR 'pneumonia ventilator associated'/exp OR 'pneumonia ven-

tilator associated':ab,ti OR 'mortality'/exp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ab,ti OR 'oxygenation'/exp OR 'oxygenation':ab,ti OR (pneumonia NEAR/5 ven-

tilator-associated) OR VAP:ab,ti OR LOS:ab,ti  1,071,861 

#8 OR #9  1,187,956 

#6 AND #7 AND #10  598 

#11 AND (([systematic review]/lim OR [controlled clinical trial]/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meta analysis'/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topic)'/exp OR 'doub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placebo 

OR 'drug therapy'/exp OR randomly OR meta OR trial OR groups OR random* OR factorial* OR 

crossover* OR cross-over OR placebo OR blind* OR assign* OR allocat* OR volunteer* OR 'co-

hort analysis' OR 'cohort study' OR 'cohort studies' OR cohort:ab,ti OR 'longitudinal' OR 'follow 

up'/exp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study'/exp OR '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stud-

ies'/exp OR 'retrospective studies')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295 

#12 NOT [medline]/lim  93 

#13 AND [1994-2014]/py 92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39

(Mechanical NEAR/3 ventilator*) or (Pulmonary NEAR/3 Ventilator*) or Respirator* 42,443

#1 or #2 42,448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593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3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4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645



102

#4 or #5 or #6 or #7 5,645

#3 and #8 5,426

MeSH descriptor: [Tracheostomy] explode all trees175

MeSH descriptor: [Tracheotomy] explode all trees 68

Tracheostom* or Tracheotom* 592

#10 or #11 or #12 592

MeSH descriptor: [Ventilator Weaning] explode all trees 400

MeSH descriptor: [Length of Stay] explode all trees 6,630

MeSH descriptor: [Pneumonia, Ventilator-Associated] explode all trees 20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0,989

length of stay' or (pneumonia NEAR/5 ventilator-associated) 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or (ventilator NEAR/5 associated NEAR/5 pneumonia) or VAP OR mortality or death rate* or 

oxygenation 65,831

#14 or #15 or #16 or #17 or #18 67,705

#9 and #13 and #19 51

#20 limit Publication Year from 1994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45

11.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의 사용

Q.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흡입 일산화질소가스(inhaled nitric oxide)의 사용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Respiration, Artifici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OR Respiration*[TIAB] OR Ventilation*[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 NOT (("Infant, Newborn"[Mesh] OR neonat*[TIAB] OR newborn*[TIAB]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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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ature[TIAB]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wborn"[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Premature Infants" [Supplementary Concept]) NOT ("Adult"[Mesh] OR 

"Adolescent"[Mesh] OR "Child"[Mesh] OR Adolescent*[TIAB] OR child[TIAB] OR children*[TIAB] 

OR pediatr*[TIAB] OR paediatr*[TIAB]))) AND ("nitric oxide"[MeSH] OR ("nitric"[TIAB] AND 

"oxide"[TIAB]) OR "nitric oxide"[TIAB] OR (Nitrogen[TIAB] AND Monoxide[TIAB]) OR 

(Mononitrogen[TIAB] AND Monoxide[TIAB]) OR (Endogenous[TIAB] AND Nitrate[TIAB] AND 

Vasodilator[TIAB])) AND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OR "Fatal Outcome"[Mesh] OR "Treatment 

Outcome"[Mesh])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controlled clinical trial[pty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s as topic[Mesh] OR "Placebo 

Effect"[Mesh] OR "Placebos"[Mesh] OR Placebo[TIAB] OR systematic[sb] OR trial[TI]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TIAB]) AND ("2000/01/01"[PDAT] : "2014/12/31"[PDAT]) AND English[lang]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OR 'artificial ven-

tilation'/exp OR Respiration*:ab,ti OR Ventilation*:ab,ti 255,957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3,953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cute respiratory dis-

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

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56,287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8,472 

#2 OR #3 OR #4 135,894 

#5 NOT (('newborn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newborn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 OR neonat* OR newborn* OR Premature) NOT (Adult OR Adolescent* OR Child OR c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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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n* OR pediatr* OR paediatr*)) 127,507 

#1 AND #6  39,520 

nitric oxide'/exp OR 'nitric oxide' OR 'nitrogen monoxide'/exp OR 'nitrogen monoxide' OR 'mo-

nonitrogen monoxide' OR 'endogenous nitrate vasodilator'  181,737 

mortality'/exp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ab,ti OR 'fatal out-

come'/exp OR 'fatal outcome' OR 'treatment outcome'/exp OR 'treatment outcome'  1,857,297 

#7 AND #8 AND #9  779 

#10 AND ([systematic review]/lim OR [controlled clinical trial]/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OR 'syste-

matic review (topic)'/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 OR 'controlled clinical trial'/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R 

'meta analysis'/exp OR 'meta analysis'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random-

ized controlled trial (topic)'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 OR 'con-

trolled clinical trial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topic)' OR 'double blind proce-

dure'/exp OR 'double blind procedure'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

dure'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drug therapy'/exp OR 'drug ther-

apy' OR randomly OR meta OR trial OR groups OR random* OR factorial* OR crossover* OR 

'cross over' OR 'placebo'/exp OR placebo OR blind* OR assign* OR allocat* OR volunteer* OR 

'cohort analysis'/exp OR 'cohort analysis' OR 'cohort study'/exp OR 'cohort study' OR 'cohort 

studies'/exp OR 'cohort studies' OR cohort:ab,ti OR 'longitudinal' OR 'follow up'/exp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study'/exp OR 'retrospective study' OR '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studies'/exp OR 'retrospective studies')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674 

#11 AND [2000-2014]/py AND [english]/lim  524 

#12 NOT [medline]/lim 134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40

(Mechanical NEAR/3 ventilator*) or (Pulmonary NEAR/3 Ventilator*) or Respirator* 43,656

#1 or #2 43,661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606

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6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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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862

#4 or #5 or #6 or #7 5,862

#8 NOT ((neonat* OR newborn* OR Premature) NOT (Adult OR Adolescent* OR Child OR chil-

dren* OR pediatr* OR paediatr*)) 5,577

#3 and #9 5,358

MeSH descriptor: [nitric oxide] explode all trees 1,504

nitric oxide OR Nitrogen Monoxide OR Mononitrogen Monoxide OR Endogenous Nitrate 

Vasodilator 4,175

#11 or #12 4,175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1,077

MeSH descriptor: [Fatal Outcome] explode all trees 16

MeSH descriptor: [Treatment Outcome] explode all trees 95,633

mortality or death rate* 56,934

#14 or #15 or #16 or #17 140,481

#10 and #13 and #18 119

#18 limit Publication Year from 2000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110

12.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고빈도 진동 환기(HFOV)의 적용

Q. 성인 및 소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기계 환기 모드로 고빈도 진동 환기(HFOV)을 사

용할 경우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Pubmed

(Ventilators, Mechanical[Mesh] OR Respiration, Artificial[Mesh] OR ventilator*[TIAB] OR 

"Respirator"[TIAB] OR "Respirators"[TIAB] OR Respiration*[TIAB] OR Ventilation*[TIAB])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Mesh] OR "Acute Lung Injury"[Mesh] OR "Respiratory 

Insufficiency"[Mesh:No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 OR Acute Lung Injur*[TIAB]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 OR Shock Lung*[TIAB] OR "ARDS“[TIAB] OR "ARDSs“[TIAB] 

OR "ALI"[TIAB] OR Respiratory Failur*[TIAB]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 OR Venti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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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TIAB]) NOT (("Infant, Newborn"[Mesh] OR neonat*[TIAB] OR newborn*[TIAB] OR 

Premature[TIAB]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wborn"[Mesh]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Premature Infants" [Supplementary Concept]) NOT ("Adult"[Mesh] OR 

"Adolescent"[Mesh] OR "Child"[Mesh] OR Adolescent*[TIAB] OR child[TIAB] OR children*[TIAB] 

OR pediatr*[TIAB] OR paediatr*[TIAB]))) AND ("High-Frequency Ventilation"[Mesh] OR 

High-Frequenc*[TIAB] OR Oscillation[TIAB] OR Jet[TIAB] OR HFOV[TIAB]) AND 

("Mortality"[Mesh] OR "mortality"[Subheading] OR "mortality"[TIAB] OR "death rate*"[TIAB] OR 

"oxygenation"[All] OR "Fatal Outcome"[Mesh] OR "Treatment Outcome"[Mesh]) AND 

(Meta-Analysis[ptyp] OR "Meta-Analysis as Topic"[Mesh] OR Meta-Analys*[TIAB]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y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 Topic"[Mesh] OR Randomized[TIAB] 

OR Randomised[TIAB] OR Randomly[TIAB] OR RCT[TIAB] OR controlled clinical trial[pty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s as topic[Mesh] OR "Placebo Effect"[Mesh] OR "Placebos"[Mesh] OR 

Placebo[TIAB] OR systematic[sb] OR trial[TI] OR Cohort Studies[Mesh] OR cohort[TIAB] OR 

Longitudinal[TIAB] OR Follow-Up[TIAB] OR Retrospective[TIAB]) AND ("2000/01/01"[PDAT] : 

"2014/12/31"[PDAT]) AND English[lang]

Embase

mechanical ventilator'/exp OR 'mechanical ventilator':ab,ti OR 'pulmonary ventilator'/exp OR 

'pulmonary ventilator':ab,ti OR 'respirator'/exp OR 'respirator':ab,ti OR 'respirators' OR 'respir-

ators':ab,ti OR 'ventilator device'/exp OR 'ventilator device' OR 'ventilator pulmonary'/exp OR 

'ventilator pulmonary' OR 'ventilator'/exp OR 'ventilator' OR 'ventilators' OR 'artificial ven-

tilation'/exp OR Respiration*:ab,ti OR Ventilation*:ab,ti 255,957 

respiratory failure'/exp NOT 'chronic respiratory failure'/exp 63,953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cute respiratory dis-

tress syndrome'/exp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

drome'/exp OR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56,287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ab,ti OR 'Acute Lung Injury':ab,ti OR 'Respiratory 

Insufficiency':ab,ti OR 'Shock Lung':ab,ti OR 'ARDS':ab,ti OR 'ARDSs':ab,ti OR 'Acute Lung 

Injuries':ab,ti OR 'Respiratory Failure':ab,ti OR 'Respiratory Depression':ab,ti OR 'Ventilatory 

Depression':ab,ti 78,472 

#2 OR #3 OR #4 135,894 

#5 NOT (('newborn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exp OR 'newborn respiratory distress syndro-

me' OR neonat* OR newborn* OR Premature) NOT (Adult OR Adolescent* OR Child OR c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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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n* OR pediatr* OR paediatr*)) 127,507 

#1 AND #6  39,520 

high frequency ventilation'/exp OR 'high frequency ventilation' OR 'high frequency':ab,ti OR os-

cillation:ab,ti OR jet:ab,ti OR HFOV:ab,ti  101,017 

mortality'/exp OR 'mortality' OR 'mortality':ab,ti OR 'death rate'/exp OR 'death rate' OR 'death 

rate':ab,ti OR 'oxygenation'/exp OR 'oxygenation' OR 'oxygenation':ab,ti OR 'fatal outcome'/exp 

OR 'fatal outcome' OR 'treatment outcome'/exp OR 'treatment outcome'  1,921,872 

#7 AND #8 AND #9  1,291 

#10 AND ([systematic review]/lim OR [controlled clinical trial]/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OR [meta analysis]/lim OR 'systematic review'/exp OR 'systematic review' OR 'syste-

matic review (topic)'/exp OR 'systematic review (topic)' OR 'controlled clinical trial'/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exp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R 

'meta analysis'/exp OR 'meta analysis'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pic)'/exp OR 'random-

ized controlled trial (topic)' OR 'meta analysis (topic)'/exp OR 'meta analysis (topic)' OR 'con-

trolled clinical trial (topic)'/exp OR 'controlled clinical trial (topic)' OR 'double blind proce-

dure'/exp OR 'double blind procedure' OR 'single blind procedure'/exp OR 'single blind proce-

dure' OR 'triple blind procedure'/exp OR 'triple blind procedure' OR 'crossover procedure'/exp 

OR 'crossover procedure' OR systematic OR randomized OR 'drug therapy'/exp OR 'drug ther-

apy' OR randomly OR meta OR trial OR groups OR random* OR factorial* OR crossover* OR 

'cross over' OR 'placebo'/exp OR placebo OR blind* OR assign* OR allocat* OR volunteer* OR 

'cohort analysis'/exp OR 'cohort analysis' OR 'cohort study'/exp OR 'cohort study' OR 'cohort 

studies'/exp OR 'cohort studies' OR cohort:ab,ti OR 'longitudinal' OR 'follow up'/exp OR 'follow 

up' OR 'retrospective study'/exp OR 'retrospective study' OR '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studies'/exp OR 'retrospective studies') NOT ('animals'/exp NOT 'humans'/exp)  789 

#11 AND [2000-2014]/py AND [english]/lim  576 

#12 NOT [medline]/lim 173

Cochrane

MeSH descriptor: [Ventilators, Mechanical] explode all trees 240

(Mechanical NEAR/10 ventilator*) or (Pulmonary NEAR/10 Ventilator*) or Respirator*

43,526

#1 or #2 43,661

MeSH descript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 explode all trees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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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descriptor: [Acute Lung Injury] explode all trees 116

MeSH descriptor: [Respiratory Insufficiency] this term only 851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ti,ab,kw or "Acute Lung Injury":ti,ab,kw or "Respiratory 

Insufficienc*":ti,ab,kw or "Shock Lung":ti,ab,kw or "ARDS":ti,ab,kw or "ARDSs":ti,ab,kw or "Acute 

Lung Injuries":ti,ab,kw or "Respiratory Failure":ti,ab,kw or "Respiratory Depression":ti,ab,kw or 

"Ventilatory Depression":ti,ab,kw 5,862

#4 or #5 or #6 or #7 5,862

#8 NOT ((neonat* OR newborn* OR Premature) NOT (Adult OR Adolescent* OR Child OR chil-

dren* OR pediatr* OR paediatr*)) 5,577

#3 and #9 5,358

MeSH descriptor: [High-Frequency Ventilation] explode all trees 177

High-Frequenc*:ti,ab,kw OR Oscillation:ti,ab,kw OR Jet:ti,ab,kw OR HFOV:ti,ab,kw 4,570

#11 or #12 4,570

MeSH descriptor: [mortality] explode all trees 11,077

MeSH descriptor: [Fatal Outcome] explode all trees 16

MeSH descriptor: [Treatment Outcome] explode all trees 95,633

mortality or death rate* or oxygenation 59,064

#14 or #15 or #16 or #17 142,840

#10 and #13 and #18 119

#18 limit Publication Year from 2000 to 2014, in Cochrane Reviews (Reviews and Protocols), 

Other Reviews and Trial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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