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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Ultrasonography Score as a Respiratory Parameter
of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Very Preterm Infants:
A Single Cent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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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ediatrics,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Korea

ABSTRACT
Purpose: Comparison between lung ultrasound (LUS) score and indices of respira
tory severity in very preterm infants born at 28 to 31 weeks’ gesta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32 very preterm infants
born at 28 to 31 weeks’ gestation at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Before surfactant administration, bedside LU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was
recorded within the first hour of life. Partial pressure of capillary oxygen to fraction of
inspired oxygen ratio (PcO2)/FiO2, alveolar-arterial gradient (A-aO2), modified oxy
genation index (OI), and arterial to alveolar ratio were calculated. Correlation between
LUS score and indices of respiratory severity were analyzed between the intubation
and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CPAP) group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dotracheal intubation.
Results: Mean LUS scores, A-aO2, and modified OI in the intubation group were signi
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NCPAP group. Conversely, PcO2/FiO2 and arterial
to alveolar ratios in the intuba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NCPAP group. LUS sco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aO2 (r=0.448,
P<0.05) and modified OI (r=0.453, P<0.05), but not with PcO2/FiO2 ratio (r=–0.205, P>
0.05) and arterial to alveolar ratio (r=–0.190, P>0.05).
Conclusion: The LUS score is well correlated with indices of respiratory severity in
very preterm infants born at 28 to 31 weeks’ gestation.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
ed to use LUS as an alternative tool in infants with respiratory distress.
Key Words: Ultrasonography;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wborn; Infant, pre
mature

서론
1)

미숙아에서 호흡곤란증의 적합한 치료는 폐표면활성제의 투여이다 . 그렇지만, 폐표면활
성제의 투여를 위한 기도 삽관은 그 자체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잇달아 발생하는 양압환
2)

기에 의한 급성 폐 손상에 대한 문헌도 보고되고 있다 . 최근에는 비강 지속적 양압환기(n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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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CPAP)과 같은 비침습적 환

소생술 에 근거하여 양압환기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수가 반복적으

기가 출생 후 자발호흡을 가진 미숙아의 일차적인 치료로 사용되는

로 무호흡을 동반한 100회/분 미만의 서맥이 발생하였거나, 양압환

3-5)

보고들이 있다 . 특히 Cochrane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 출생 후

기에 반응 없이 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100회/분 미만의 서맥이 나

즉각적으로 기도 삽관 및 예방적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경우보다

타난 아기들에게 기도 삽관을 시행하였다. LUS는 신생아집중치료

NCPAP으로 치료한 경우 오히려 폐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

실 입원 1시간 이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받기 전에 시행되었다. 보

6)

하였다 . 2016년 발표된 유럽의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육기 안에서 인공환기 또는 NCPAP 치료를 받는 동안, 2명의 소아청

syndrome)의 가이드라인에서 폐표면활성제의 투여가 치료의 중요

소년과 전문의 또는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의하여 ACUSON

한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가능한 인공 환기를 피하거나 지속

Sequoia C512 Echocardiography System (Siemens Ultrasound,

7)

8)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 또한, Isayama 등 은 메타분석

Mountain View, CA, USA)을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10-MHz 선형 프

을 통하여 예방적인 폐표면활성제의 투여가 NCPAP에 비하여 어떠

로브(high-resolution 10-MHz linear probe)로 앙와위에서 경흉부

한 이점도 없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 국

접근 방법(transthoracic approach)으로 양측 흉부의 3 부위(upper

내에서 시행되는 임신나이 30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1,250 g 이하에

anterior, lower anterior, lateral)에서 촬영하였다. Brat 등 의 연구

서 시행되는 예방적 폐표면활성제의 투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를 참고하여, LUS score는 양측 흉부 3 부위에서 촬영된 각각의 영상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폐표면활성제의 투여를 위한 기도 삽관

을 분석하여, 늑막선 아래에 등거리로 나타나는 일련의 고해상의 수

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평선으로 보이는 A선이 보이면 0점, 또는 늑막선으로부터 발생하는

14)

폐 초음파(lung ultrasound, LUS)는 간질 또는 폐포의 패턴이 다르

‘혜성꼬리(comet-tail)’ 형태의 수직선인 B선이 존재하면 1점, 양측

게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기포된 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백색 폐병변(bilateral white lung)이 보이면 2점, 대규모 경화(large

9)

으며 , 신생아의 폐질환에 대한 진단적 도구로 LUS가 단순흉부영상

consolidation) 소견을 보이거나 늑막선 이상이 관찰되면 3점으로 정

에 비하여 정확성, 신뢰성, 단순성이 높고, 방사선 손상의 위험이 없

하고, 총 6 부위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10)

다 . 이러한 LUS의 장점을 바탕으로, Copetti 등

11,12)

은 LUS가 신생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후 1시간 이내에 모세혈관을 통하여 채취

아 호흡곤란에서 관찰되는 양상을 기술하면서, 신생아 호흡곤란증

된 혈액을 Radiometer ABL80 Flex Blood gas analyzer (Radiometer

후군 및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진단에서 LUS가 높은 민감도와 특

Medical ApS, Bronshoj, Denmark)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세

13)

이도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 2015년도 발표된 Standards for the

혈 산소분압(partial pressure of capillary oxygen, PcO2)과 흡입산소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STARD) guidelines에 따

(fraction of inspired oxygen, FiO2)의 비(PCO2 to FiO2 ratio), NCPAP

라 전향적으로 시행한 호흡곤란증후군의 진단 정확도 연구에 따르

의 압력 또는 침습적 인공호흡기의 평균 기도압(mean airway pres

면, LUS score가 산소화지수나 폐표면활성제 투여의 필요성을 예측

sure)과 FiO2의 승에 대하여 PcO2의 비율로 정의한 변형된 산소화지

14)

한다고 발표되었다 . 국내에서 LUS를 이용한 호흡곤란증후군의 중

수(oxygenation index), 폐포압(alveolar pressure, PA=FiO2×(760–

등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저자들은 LUS가 단일기관에서 출

47)–PcCO2/0.8)과 PcO2의 차(alveolar-arterial gradient), PcO2와 PA

생한 후기 미숙아에서 호흡곤란에 대한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을 줄

의 비(arterial to alveolar ratio)를 각각 계산하였다.

15)

16)

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미 밝힌바 있다 . 또한, Kim 등 은 국

다른 연관인자들인 임신나이, 출생체중, 성별, 분만 방법, 다태아,

내에서 예방적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이 허용된 후

양수감소증,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조기양막파수, 산전스테로이드

부터,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많이

사용, 1분/5분 아프가 점수, 폐표면활성제 투여 여부, 반복적인 폐표

붙여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임신나이 28–31주에

면활성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사망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기

해당하는 극소 미숙아(very preterm infant)에서 LUS를 이용하여 호

관지폐이형성증 발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등록된 환아는

흡곤란의 중등도를 평가하고, LUS가 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표면활

임신나이 23–31주에 출생한 극소 미숙아로, 출생 후 기도 삽관 또는

성제의 사용을 위한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NCPAP의 보조호흡기의 치료를 받으면서, LUS의 양측 흉부 3 부위

평가하였다.

에서 A선이 없이 백색의 폐병변을 보이거나, 단순흉부영상에서 미
만성의 망상과립상 음영 및 공기-기관지 음영이 보이는 경우를 호흡
곤란증후군으로 정의하고 기도 삽관 후 폐표면활성제를 투여와 동

대상 및 방법

시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IBM Co.,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출생한 임
+0

+6

신나이 28 –31 주의 극소 미숙아에서, 2015년도에 개정된 신생아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연속변수는 independent t -test
를 이용하여 mean±standard deviation으로 표시하였으며,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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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르지 않는 연속변수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median

결과

(interquartile range)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 또
는 Fisher’s exact test로 비교하였으며, 상관분석은 Pearson 상관계수

연구 기간 동안 본원에서 출생한 42명의 극소 미숙아에서 출생 후

를 이용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

즉각적인 기도 삽관 후 예방적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10명은 제외

으로 판정하였다.

하였다. 호흡곤란을 보인 32명 중 폐표면활성제를 투여받은 환아는

본 연구는 후향적 데이터분석연구로 연구자의 동의서 취득이 면

81.3% (26/32)이었는데, 기도 삽관을 받은 그룹에서 폐표면활성제

제되며, 연구의 계획은 사전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기관생명윤리

투여율은 100% (12/12), 대조군의 폐표면활성제 투여율은 70% (14/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9-05-068).

20)이었다. 반복적인 폐표면활성제 투여는 43.8% (14/32)이었다.
기도 삽관의 여부에 따른 두 그룹에서, 임신나이와 출생체중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1분/5분 아프가 점수가 기도 삽관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0.05). 두 그룹에서 성별, 분만 방법, 다태아, 양
수감소증,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조기양막파수, 산전 스테로이드

Table 1. Perinatal Characteristics between Intubation Group
and NCPAP Group
Variable

Intubation group
(n=12)

NCPAP group
(n=20)

P -value

29.5±1.4

30.2±1.4

0.201

1,317±184

1,451±362

0.175

GA (wk)
Birth weight (g)

사용의 차이는 없었다(P >0.05) (Table 1).
기도 삽관의 여부에 따른 두 그룹에서 호흡곤란의 중등도를 비교
하였는데(Table 2), LUS score와 호흡곤란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인
자인 변형된 산소화지수, PA와 PcO2의 차, PcO2와 FiO2의 비, PcO2
와 PA의 비가 기도 삽관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0.05). 그렇
지만, 폐표면활성제의 투여 여부, 반복적인 폐표면활성제의 투여 여

Multiple gestation

4 (33.3)

6 (30.0)

1.000

Oligohydramnios

1 (8.3)

1 (5.0)

1.000

부, 보조호흡기의 사용기간, 사망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폐이형

PIH

3 (25.0)

5 (25.0)

1.000

성증의 발생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 >0.05) (Table 2).

PROM

6 (50.0)

8 (40.0)

0.581

LUS는 변형된 산소화지수(r =0.453, P =0.009)와 PA와 PcO2의 차

Antenatal steroid

11 (91.7)

19 (95.0)

1.000

(r =0.448, P =0.010)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렇

Chorioamnionitis

4 (33.3)

8 (40.0)

1.000

지만, PcO2와 FiO2의 비(r =–0.205, P =0.261)와 PcO2와 PA의 비(r =

Apgar score, 1 min

5.3±1.1

6.9±0.9

0.000

Apgar score, 5 min

7.4±0.5

8.1±0.6

0.004

Cesarean delivery

12 (100.0)

15 (75.0)

0.130

6 (50.0)

13 (65.0)

0.473

Male sex

–0.190, P =0.297)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Figure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bbreviations: NCPAP,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GA,
gestational age;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ROM, prema
ture rupture of membrane.

Table 2. Primary Outcomes between Intubation Group and NCPAP Group during NICU Hospitalization
Characteristic
Surfactant administered
Repetitive surfactant administered
Duration of ventilator care (d)
BPD or mortality
LUS score
PcO2 to FiO2 ratio
Modified oxygenation index
Alveolar-arterial gradient
Arterial to alveolar ratio

Intubation group (n=12)

NCPAP group (n=20)

P -value

12 (100.0)

14 (70.0)

0.061

8 (66.7)

6 (30.0)

0.043

40.8±20.0

25.3±23.2

0.063

6 (50.0)

7 (35.0)

0.473

12.0 (12.0–13.0)

6.0 (5.3–12.0)

0.001

153.5 (105.8–180.8)

217.5 (159.3–265.8)

0.009

9.6 (4.7–14.0)

3.4 (2.8–4.3)

0.000

141.7 (58.4–202.9)

45.4 (25.0–68.9)

0.005

0.3 (0.2–0.4)

0.5 (0.4–0.6)

0.004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mean±standard deviation,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NCPAP,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LUS,
lung ultrasound; PcO2, partial pressure of capillary oxygen;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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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 between lung ultrasound (LUS) score and indices of respiratory severity. (A) Capillary partial
pressure of oxygen (PcO2) to fraction of inspired oxygen (FiO2) ratio. (B) Alveolar-arterial gradient. (C) Modified
oxygenation index. (D) Arterial to alveolar ratio.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re shown, with r indicating the crude
Spearman coefficient.

고찰

성제의 투여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산소화를 측정하는
인자로 경피적 산소분압(transcutaneous partial pressure of oxygen)
14)

본 연구에서는 Brat 등 의 LUS score를 이용한 연구를 바탕으로

에 대한 FiO2의 비, 산소화지수, PA와 산소분압의 차, 및 산소분압과

단일기관에서 임신나이 28–31주의 극소 미숙아에서 호흡곤란의 중

PA의 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세혈 가스분석을 통하여 얻

등도를 평가하였고, LUS score가 변형된 산소화지수와 PA와 PcO2의

은 산소분압 및 이산화탄소분압으로 상기 기술한 4가지 인자를 계산

차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LUS가 극소 미숙아에

하였고, 이러한 호흡곤란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LUS score

서 호흡곤란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를 비교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산소화지수는 국내에서도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조산아에서 폐
14)

LUS에 대한 연구로, Brat 등 은 출생 후 호흡곤란으로 NCPAP를
시행 받는 임신나이 34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LUS score가 폐표면활

18)

표면활성제 투여에 대한 치료 효과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Kim 등

은 폐표면활성제 투여 방법에 대한 비교를 위한 지표로 산소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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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및 동맥혈-폐포 산소분압의 비 등을 비교하였다. Jeon 등 은 폐표면

요인일 수 있다. 정확한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활성제 투여 후 산소화지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호흡곤란의 중등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하여, 폐표면활성제 사용을 위한 LUS score

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의 절단값(cut-off value)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폐표면활성제의

구들에서 측정한 산소화지수는 동맥혈 산소분압(partial pressure of

투여 방법에 따른 LUS score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arterial oxygen)을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인 동맥혈을

물론, 본 연구에서 등록된 환아에서 폐표면활성제 투여에 대하여

대신한 본 연구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얻은 혈액을 분석한 PcO2를 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LUS 또는 단순흉부영상 소견을 기초로 한 의

용하여 변형된 산소화지수를 계산하였다.

사의 주관적 기준으로 투여되었기에, 폐표면활성제 투여에 대한 결

PA와 산소분압의 차도 이미 호흡곤란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 사용
20,21)

되었는데

, 본 연구에서도 PA와 PcO2의 차가 LUS score와 유의한

한 단순흉부영상과 LUS의 진단적 민감도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11)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Copetti 등 의 연구에서 호흡곤란증후군에서 LUS를 나타내는 소견

또한, 동맥혈 산소분압과 FiO2의 비도 이미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22,23)

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과의 해석에 제한이 많다. 그렇지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 대

23)

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로 확인되었지만, 단순흉부영상과의 비

. Narayanan 등 은 태변흡입증후군을 가

교연구가 아니다.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LUS가 다수의 검사자

진 신생아에서 출생 후 첫 24시간 이내에 측정한 동맥혈 산소분압과

에 의하여 진행된 점도 검사자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한 연구 결과

FiO2의 비가 사망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라고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신생아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은 동맥 카테터를 삽관하거나, 동맥 천자

폐표면활성제 투여를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진 안정 미세기포 검사

를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임신나이 28–31

(stable microbubble test) , 제대혈의 혈청에서 측정한 폐표면활성

주에 출생한 극소 미숙아에서 동맥혈 채취에 대한 침습적인 시술을

제 단백 A (pulmonary surfactant protein A) , 제대혈의 혈관내피성

지양하고, 변형된 지표인 PcO2에 대한 FiO2의 비를 비교하였다. 최

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 라멜라 체 수(lamellar

근 동맥혈을 포함한 침습적인 혈액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소포

body count)

화도 측정기를 이용한 말초 관류 지표(peripheral perfusion index)

숙아에서 폐표면활성제 투여의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와 경피적 일산화탄소(transcutaneous carbon monoxide) 등 환자

있을 것이다.

24-26)

감시 장치에서 측정된 지표를 이용한 연구도 있다

26)

27)

28)

29)

30,31)

등과 함께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면, LUS가 극소 미

. Ray 등 은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후향적인 연구로 통계적인 유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소아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비침

성을 해석하기에 제한이 있지만, LUS가 극소 미숙아에서 호흡곤란

습적으로 측정한 혈중 산소포화도(hemoglobin oxygen saturation)

의 중등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를 이용한 호흡지표가 동맥혈에서 측정한 호흡지표와 비교하여서도

다. 다기관의 전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표면

나쁘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미숙아에서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

활성제 투여를 위한 보다 객관적인 진단적 도구로 LUS가 사용될 수

정된 호흡지표를 이용한 호흡곤란의 중등도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

있는 근거가 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의 투여와 LUS에 대
한 비교 연구가 아니다. 그렇지만, 임신나이 30주 미만 또는 출생체

이해관계

중 1,250 g 미만의 아기에게 예방적으로 폐표면활성제가 투여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된 다른 배경이기도 하

본 저자는 이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음.

4)

다. Finer 등 은 임신나이 24–27주에 출생한 환아들에서 NCPAP 그룹
과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그룹의 사망 또는 기관지폐이형성증 발생
5)

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Dunn 등 은 임신나이 26–29주에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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