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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환기 련 폐렴 환자에서 호기 산화 질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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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Fraction of exhaled nitric oxide (FENO) is known as a marker of inflammation in asthma, cystic fib-

rosis and exacerbation of COPD. However, its importance has not been established in patients using mechanical 

ventilation. We assessed whether FENO is elevated in patients with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and 

physiologic or pathologic factors affecting levels of FENO in patients with mechanical ventilation.

  Methods: All patients (over 18-year-old) using mechanical ventilation were included, and among them, VAP pa-

tients were diagnosed on the basis of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CPIS). We measured FENO in air collected 

during the end-expiratory pause via an off-line method. We compared the levels of FENO between patients with 

VAP and without, and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NO and other physiologic or patholog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PaO2, oxygenation index, CPIS.

  Results: A total of 43 patients (23 male, mean age 67.7 ± 10.7) in an ICU were enrolled; 19 of them were 

VAP-patients (10 male, mean age 64.8 ± 12.9). The level of FENO in the VAP-patients was substantially higher 

than in the non-VAP group (55.8 ± 25.3 ppb Vs. 31.8 ± 13.5 ppb, p ＜ 0.001). CPIS on day 1 and day 3, and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wer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FENO, but oxygenation index, PaO2, PaO2/FiO2, 

and the mean PEEP were not. 

  Conclusions: FENO may be useful for the diagnosis of VAP, and is related to CPIS, as well as the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Key Words: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CPIS), diagnosis, fraction of exhaled nitric oxide (FENO),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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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계 환기 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은 

환자실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그 사망률이 무려 15－

50%까지 보고되어 있다.[1-6] VAP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폐렴이 아닌 환자를 과잉 진

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치료 실패가 그 사망

률에 직 으로 련 있다.[7] VAP의 진단이 모호하기 때

문에 많은 진단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확립된 기 은 

없다. Pugin 등[8,9]이 제시한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CPIS)와 이를 수정한 CPIS (modified CPIS)로 그 진

단이 조  더 객 화 되어 사용 이지만, 아직 그 정확성

에 해서는 논란이 많다. 

  호기 산화 질소(exhaled nitric oxide)는 천식이나 낭포성 

섬유증, 원발섬모운동이상증 등의 많은 폐질환에서 기도와 

폐실질의 염증을 반 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어 요한 진

단도구로 제시되어 왔다.[10,11] 호기 산화 질소의 양은 호

기 산화 질소 분률(fraction of exhaled nitric oxide, FENO)로 

측정하는데, 특히 천식에서는 진단뿐만 아니라, 신 스테

로이드 치료에 한 반응 측, 천식 발작의 측  환자

의 약물 순응도를 반 하는 요한 표지자로 사용되는 등 

임상  유용성이 있다.[10,11] 폐렴이나 폐 손상, 성인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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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ed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s in Patients

Parameter Points 

Temperature (
o
C) 

 ≥36.5 and 38.4≤ 0 

 ≥38.5 and 38.9≤ 1 

 ≥39 or 36≤ 2 

Blood leukocytes (mm3) 

 ≥4,000 and 11,000≤ 0 

 ＜4,000 or ＞11,000 1 

 + band form ≥50% Add 1 

Tracheal secretion 

 Absence of tracheal secretion 0 

 Presence of non-purulent tracheal secretion 1 

 Presence of purulent tracheal secretion 2 

Oxygenation PaO2/FiO2 (mmHg) 

 ＞240 or ARDS 0 

 ≤240 or no ARDS 2 

Pulmonary radiography 

 No infiltrate 0 

 Diffuse (or patchy) infiltration 1 

 Localized infiltration 2 

Progression of pulmonary infiltration 

 No radiologic progression 0 

 Radiographic progression (after CHF or ARDS excluded) 2 

Culture of tracheal aspirate 

 Pathogenic bacteria cultured in rare or light quantity or

  no growth 

0 

 Pathogenic bacteria cultured in moderate or heavy

  quantity 

1 

 Same pathogenic bacteria seen on gram stain Add 1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CPIS at baseline was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first 

five variables, i.e. temperature, blood leukocyte count, tracheal se-

cretions, oxygenation and radiologic aspect of pulmonary infiltrate. 

CPIS at 72 h was calculated based on all seven variables, and 

took into consideration the progression of the infiltrate and the 

results of culture of the tracheal aspirate. A score above 6 at 

baseline or 3 days later was considered suggestive of pneumonia. 

란 증후군에서도 기도와 폐 실질의 염증이 주요한 병리 기

이기 때문에 FENO가 진단에서의 요한 지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 호기 산화 질소가 

폐렴 환자에서 증가되고 항생제 치료시 감소된다고 보고된 

것 외에 아직까지 확립된 내용은 없다.[12-15] 더구나 VAP

환자에서 FENO에 한 연구는 더 다. 

  본 연구에서 자들은 기계 환기 치료  발열과 백 구 

증가증, 상검사에서 새로 생기거나 진행한 폐 침윤을 보

이는 환자 에서, CPIS를 통하여 구별된 VAP환자군과 

조군의 FENO의 농도차이를 확인하고 높은 FENO 농도와 

련 있는 임상 지표들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2009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한 학병

원 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계 환기 치료 인 18세 이상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본원의 환자실에 내과계, 외과

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내, 외과 환자를 모두 

상으로 하 다. 호흡 부 으로 기계 환기 치료를 받은 지 

72시간 이상 지난 환자들  (1) 38oC 이상의 발열을 보이

면서, (2) 11,000/mm
3개 이상의 백 구증가증이나 4,000/mm3 

이하의 백 구감소증을 보이고, (3) 상 검사에서 새로 생

기거나 진행된 폐 침윤을 보이는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

고, 모든 환자들에서 나이, 성별, 발열 당시  72시간 뒤

의 CPIS와 동맥  산소 결과 등의 임상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 다. CPIS 수가 6  이상인 상자를 환자군으로, 

6  미만인 상자를 조군으로 정의하고, 환자군과 조

군의 FENO의 농도차이를 확인하 다. 한, 높은 FENO 농도

와 련 있는 임상 지표들을 확인하 다. 

2) 기계 환기 연  폐렴의 진단

  모든 환자의 기계 환기 련 폐렴 여부는 Pugin 등[8,9]이 

제시한 CPIS로 진단되었다. 그 진단기 은 Table 1과 같다. 

체온, 백 구 수, 기 분비물의 양상  정도, 동맥  산소

화 정도, 흉부방사선 소견, 그람염색  배양결과를 바탕으

로 수치화하여, CPIS 수가 6 보다 높을 경우 기계 환기 

련 폐렴으로 정의하 다. 

3) FENO의 측정

  ATS/ERS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이  연구들을 바탕

으로, 기계 환기 인 환자에서 Off-line 방법을 통하여 호기 

가스를 취합하 다.[12,16-23] 19 gauge, 12 inch 카테터를 기

 내 (endotracheal tube)과 기계 환기 장치 순환회로(venti-

lator circuit) 연 부의 측면 구멍을 통해 연결하 고 그 끝

이 기 내 의 끝까지 오도록 조 하 다. 호기말 정지(end- 

expiratory pause)동안 50 ml의 호기가스를 주사기를 이용하

여 뽑아 가스를 새지 않도록 만든 라스틱 주머니에 모아

두었는데, 같은 방법을 5회 시행하여 250 ml의 호기 가스를 

모아 Sievers NOA 280i NO 분석기(GE Analytical Instruments, 

Boulder, CO, USA)를 이용하여 FENO농도를 측정하 다. 호

기말 가스를 수집할 당시 모든 환자의 기계 환기 설정은 

용 -조 형태 고 유속과 압력, 흡기/호기 비율, 산소 농도, 

호기말 압력 등은 환자 개개인의 액가스검사 결과에 따

라 각각 조 되었다(pH ＞ 7.30, PaO2 ＞ 60 mmHg, 호흡수 

＜ 28회/분). 한, 모든 환자의 진정 정도는 가능한 한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0 에서 －2 으로 조 된 

상태 다. 모든 환자에서 발열 당일에 FENO를 재기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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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NO in VAP and non-VAP. Levels of FENO in VAP and 

non-VAP subjects. Mean FENO in VAP pati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non-VAP group (55.8 ± 25.3 

ppb vs. 31.8 ± 13.5 ppb, p = 0.007).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FENO: fraction of exhaled nitric oxide.

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otal VAP (n=19) Non-VAP (n=24) p-value 

Age (years)   67.8 ± 10.77  64.8 ± 12.9 70.1 ± 8.4 p ＝ 0.057

Male (n, %)  23 (53.5%)  10 (52.6%)  13 (54.2%) p ＝ 0.853

CPIS day 1  5.7 ± 2.3  7.8 ± 1.6  4.1 ± 1.1 p ＜ 0.001

CPIS day 3 6.21 ± 2.4  8.7 ± 1.1  4.3 ± 0.9 p ＜ 0.001

Duration of using mechanical

 ventilator (days) 

 8.3 ± 2.7 10.1 ± 2.7  6.9 ± 1.6 p ＜ 0.001

Oxygenation index  8.3 ± 4.6  9.4 ± 6.1  7.4 ± 2.7 p ＝ 0.030

PaO2/FiO2 209.5 ± 58.9 208.5 ± 71.5 210.2 ± 48.3 p ＝ 0.078

Pmean 15.2 ± 2.6 16.1 ± 2.7 14.4 ± 2.2 p ＝ 0.53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s. 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CPIS: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Pmean: 

mean airway pressure.

스를 채취하 다.

4) 통계방법

  통계학  분석은 SPSS window 19.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분석은 범주형 

변수인 경우 빈도수와 백분율(%)로 표기하 고, 연속형 변

수는 앙값과 사분 값(사분 수－사분 수)으로 표기하

다. 정규성 검정은 모든 변수에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연속형 변수 분석은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 다. 

범주형 변수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이나 피서의 정확성 검

정을 이용하 다. FENO와 다른 임상지표의 연 성은 상 분

석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ROC curve를 사용하여 

FENO 값에 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하 다. FENO 값이 

변함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수 의 값을 

cut-off value로 정하 다. 유의 수 은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기본  특성

  환자실에서 3일 이상 기계 환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

자  선정 기 에 합당한 43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 

환자  발열 당일과 72시간 후의 CPIS를 통하여 19명이 

VAP를 진단 받았다. 환자실 치료 당시 질산염(nitrates)치

료를 받은 환자들은 없었다. 조군과 기계환기 연  폐렴 

환자군의 모집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체 상자  17명

(39.5%)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CPIS 수 6

을 기 으로 나  기계 환기 련폐렴 환자군에서 더 많

았다(인공호흡기 연  폐렴군 11명, 57.9%, 조군 6명, 

25%). 남자가 23명(53.5%)이었고 평균 나이 67.7 ± 10.7세로 

평균 8.3일간 기계 환기 호흡 치료를 받았다(Table 2).

2) 기계 환기 련 폐렴 환자와 조군에서의 FENO값

  기계 환기 호흡 인 환자 체에서 FENO의 수치는 평균 

42.0 ± 18.3 ppb (12.0－99.0 ppb) 다. CPIS로 폐렴을 진단

받은 상자들의 FENO 평균 수치는 55.8 ± 25.3 ppb로 폐렴

이 없던 환자군의 평균 31.8 ± 13.5 ppb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Fig. 1, p = 0.007). 체 상자에서 FENO 수치는 발열 

당일(Fig. 2A)과 72시간 뒤의 CPIS (Fig. 2B)  기계 환기 

호흡 일수(Fig. 2C)와 양의 상 계를 보 지만, 산소화 지

수(oxygenation index), 동맥  산소분압(PaO2), 동맥  산소

분압/흡입산소농도의 비(PaO2/FiO2 ratio), 평균 호기말 압력

(mean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기계환기 호흡의 

유속, 호기/흡기 비율 등과는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CPIS

와 FENO, 기계환기 호흡일수와 FENO의 유의한 연 성은 환

자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기 산화질소농도 등을 보정

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3) 기계 환기 련 폐렴의 지표로서의 FENO

  기계 환기 련 폐렴이 있는 환자군과 조군을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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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PIS,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and FENo. (A) CPIS 

on febrile day and FENO. (B) CPIS after 72 hours from febrile 

day and FENO. (C)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and 

FENO. CPIS on febrile day (Fig. 2A), CPIS after 72 hours (Fig. 

2B) and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Fig. 2C) are 

associated with levels of FENO, but oxygenation index, PaO2, 

PaO2/FiO2, and mean PEEP are not. CPIS: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FENO: fraction of exhaled NO.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FENO in Patients with Mechanical Ventilation (n=43)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artial correlation 

coeffeicient 
p-value

Age －0.109 p ＝ 0.487   0.164 p ＝ 0.593

CPIS day 1   0.700 p ＜ 0.001   0.524 p ＝ 0.001

CPIS day 3   0.674 p ＜ 0.001   0.445 p ＝ 0.005

Duration of using mechanical

 ventilator (days) 

  0.747 p ＜ 0.001   0.527 p ＝ 0.001

Oxygenation index －0.124 p ＝ 0.962 －0.165 p ＝ 0.330

PaO2   0.259 p ＝ 0.094 －0.159 p ＝ 0.348

PaO2/FiO2   0.161 p ＝ 0.743 －0.070 p ＝ 0.680

Pmean －0.017 p ＝ 0.913 －0.066 p ＝ 0.700

CPIS on fibrile day, CPIS after 72 hours (Fig. 2B) and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wer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FENO, but 

oxygenation index, PaO2, PaO2/FiO2, and mean PEEP were not related with. The effects of CPIS or ventilator duration on FENO persisted 

after adjustment for age, gender, height, weight, ambient NO concen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PIS and FENO was significant 

following adjustment of ventilator duration. 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CPIS: clinical pulmonary infection score; Pmean: mean 

airway pressure.

curve 분석을 사용하여 FENO값을 기 으로 나 었을 때, 

AUC (area under the curve) 0.792로 FENO 값이 43.5 ppb일 

때 민감도 73.3%, 특이도 84.3%로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

도를 보 다. FENO 값이 51.5 ppb 이상일 때 특이도 91.7%

로 90% 이상의 특이도를 보 지만 민감도는 57.9%로 감

하 다(Fig. 3). 한 편상 분석을 통하여 나이, 성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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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C curve. ROC curve of FENO in patients with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AUC of FENO, 0.792) FENO level of 51.5 ppb was 

proposed as cut-off value for diagnosis of VAP with specificity of 90%. The level of 43.5 ppb was proposed as cut-off value for diagnosis 

of VAP with sensitivity of 73.7% and specificity 84.3%. FENO: fraction of exhaled NO; AUC: area under the curve.

환기 호흡기간을 보정하 을 때에도 FENO 값은 CPIS 수

와 유의하게 연 성을 보 다. 다  회귀분석에서 FENO 값

이 43.5 ppb 이상인 경우 발열이 있던 당일 CPIS 수로 진

단한 기계 환기 연  폐렴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련 있

음을 알 수 있었다(B = 6.443, p ＜ 0.001). 

고      찰

  본 연구에서 FENO가 CPIS로 진단된 VAP 환자에서 유의

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발열 당일과 72시간 뒤

의 CPIS  기계 환기 일수와 깊은 상 계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에도 기계 환기 폐렴 환자에

서 FENO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지만 기계 환기 폐렴 여부를 

객 화 시키지 못하고 치료자의 주 으로만 단하여 연구 

결과가 애매 했던 것에 비해,[13-15] 본 연구에서는 CPIS와 

같은 비교  객 인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FENO의 수치가 

기계 환기 련 폐렴 진단에 도움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PIS는 기존의 임상 양상을 바탕으로 주치의의 주 으로

만 진단되었던 VAP를 조  더 객 이고 정확하게 진단

하기 해 제시된 진단 방법이다.[8,9] 발열, 화농성 기 내 

분비물, 상에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폐침윤, 백 구 증

가증, 기 지 흡인액에서의 세균배양 결과  그람 염색 결

과 등을 수치화한 결과로 진단하며 비교  객 이다. 임

상양상에 한 언 이 여 히 애매하여 찰자 간의 일치

도가 높지 않고 조직 검사로 진단한 결과와 52%에서만 일

치하는 등, 정확성에 한 논란이 있지만, 어도 빠른 항

생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 후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사용되고 있다.[24-27] 뿐만 아니라 CPIS 수가 

높을수록 나쁜 환자 상태를 반 하며 환자의 후와 련 

있고 폐렴을 치료하면서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치

료 상태를 반 할 수 있어 임상 으로 유용하다. 한, 

FENO 값을 43.5 ppb를 기 으로 할 때 민감도 73.3%, 특이

도 84.3%로 비교  기계 환기 연  폐렴을 진단하는데 유

용함을 알 수 있었다. 

  호기 산화 질소는 폐 염증뿐만 아니라 신 패 증 등에

도 증가되는 지표로 동물 패 증 모델을 통해 연구 된 바 

있다.[12-14,19,28] 세균에서 분비된 독소나 체내의 사이토카

인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유도산화질소합성효소(indu-

ced nitric oxide synthase, iNOS)를 활성화 시키고 이 효소를 

통하여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21,22] 이러한 이유로 FENO

는 폐포 식세포에서의 iNOS의 발 과 상 계가 있으며 

기도의 염증유무  염증의 정도를 변한다. FENO는 기도 

염증을 반 하는 요한 지표이지만 모든 기도의 염증 질

환에서 증가되지는 않는다. 낭포성 섬유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성 악화, 그리고 감염이 동반된 기 지 확

장증 환자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성 폐 손상

이나 성인호흡곤란증후군에서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다.[18-20,23,29]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이 산소증으로 인하여 

 내피 세포기능 이상으로 과도한 분비물이 기도 내 발생

하고 이런 분비물에 의하여 산화질소의 확산이 감소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30] 아직까지 정확한 기 은 밝 진 바 없

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기계 환기 호흡  발생하는 감염에 

의한 염증은 산화질소 과도한 발생을 유발하고 FENO를 높

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 환기 호흡 인 환자에서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FENO의 정상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기존의 천식이나 다

른 폐질환에서 연구된 FENO의 수치들은 정상군과 질환군을 

비교하여 그 평균 수치가 높고 낮음으로 표 되었고 최근

에서야 정상인에 하여 FENO의 정상 수치에 한 연구들

이 나라별로 시행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FENO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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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표 화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크며, 기계의 종류, 상자들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아

토피 유무, 흡연력, 종족 등에 FENO가 크게 향 받기 때문

이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 특히 기계 환기 인 환자의 경

우 ATS/ERS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기계 환기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다

를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12,15,16] 기계 환기 호흡 인 

환자에서 FENO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자의 호기를 직  기

계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재는 On-line 방법과 환자의 호

기 가스를 따로 모아 나 에 분석하는 Off-line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ff-line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는 기 지 

내시경하 수집한 산화질소 농도와 유사한 값을 보인다고 

증명된 바 있는데 특히 호기 말 정지하여 기도 나온 폐포

내의 가스는 기도의 사강(dead space) 내의 공기를 배제하고 

폐포에서 직  배출된 호기 가스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15] 공기를 수집할 때의 카테터 끝 부

분의 치도 요한 요소로 본 연구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그 치가 기도내 의 끝부분에 오도록 조 하여 수집하는 

것이 권고된다.

  기존에 보고된 FENO의 평균 수치보다 본 연구의 결과들

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 는데 환자의 임상  요소와 환경, 

FENO 측정 방법이 달랐던 것이 하나의 요한 요인으로 생

각된다. 이 의 연구들에서 환자들의 기계 환기 설정을 동

일하게 맞추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용 -조  설정을 이용하 지만 일회 호흡량, 호흡수, 유속 

 호기말 압력 등은 환자 개개인의 동맥  가스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최 화 된 상태에서 시행하 다(pH ＞ 7.3, 

PaO2 ＞ 60 mmHg, 호흡수 ＜ 28회/min). 비록 기계환기 설

정이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AP로 진단

된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FENO 수치를 보 기 때문에 임

상  유용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FENO 수치의 평

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폐렴 환자군에서 조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성은 이  연구들의 결과와 같았

다.[31-33] 

  CPIS 수치의 정도와 VAP의 경과  후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FENO 수치는 CPIS의 수치와 양의 

상 계를 보 는데(CPIS day 1 r = 0.700, p ＜ 0.001, CPIS 

day 3 r = 0.674, p ＜ 0.001), CPIS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FENO 수치를 보 기 때문에 폐 염증의 정도가 CPIS와도 

련성 있음을 추정 할 수 있었다. FENO 값이 기계 환기 치료 

기간과도 련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 고 보정 후에

도 CPIS와 유의하게 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소수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환자들을 상으

로 시행한 연구이고 단순히 FENO의 값을 비교한 것으로 

FENO의 임상  유용성을 주장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FENO를 쉽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 하 고 실제 

다양한 환자군에서도 폐렴의 유무만을 감별하는데 FENO가 

도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더 많은 환

자를 상으로 기계 환기 련 폐렴으로 진단된 환자를 치

료하면서 FENO의 수치도 감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렴 

환자와 정상환자를 나  수 있는 수치 등을 정할 수 있다

면 VAP의 진단과 경과 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 될 것으로 기 된다. 

  VAP는 매우 흔한 원내 감염으로 그 사망률이 일반 폐렴

이나 다른 원내 감염에 비하여 매우 높다. 조기 진단과 신

속한 항생제 치료가 그 후를 호 시킬 수 있는 요한 

인자이지만 진단이 애매하여 많은 진단법들이 제시되고 있

다. FENO는 기계 환기 련 폐렴 환자들에서 발열 당시 상

승 되어 있기 때문에 VAP의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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