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

￭♣S-319￭
Usefulness of high-flow nasal cannula in patients with acute respiratory failure undergoing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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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acute respiratory failure (ARF) undergoing bronchoscopy have an increased risk of hypoxaemia-related 
complication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in awake, hypoxemic patients non-invasive ventilation is helpful in preventing hypoxemia during bron-
choscopic procedure. Recently, high-flow nasal cannula (HFNC) therapy has been used to improve oxygenation in patients with ARF. However, there 
are minimal data evaluating the use of HFNC undergoing bronchoscopy with BAL.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and safety of 
HFNC oxygen therapy for ARF in adult patients undergoing bronchoscopy with BAL. Methods: We identified 19 patients with suspected pneumonia 
and hypoxemic ARF (PaO2/FiO2 ≤ 300) who were admitted to a medical intensive care unit and who received HFNC therapy undergoing broncho-
scopy with BAL between May 2014 and March 2016 at Dankook University Hospital. Their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The subjects included 13 men and 6 women, mean age 61 years (range 23-86 y). Of the 19 patients, 18 (94.7%) successfully complete BAL on HFNC. 
Only 1 patient required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BAL. Two patients required endotracheal intubation with mechanical ventilation 3 and 5 hours 
after BAL, respectively. The etiologies of acute respiratory failure were bacterial pneumonia (8, 42.1%), Influenza pneumonia (2, 10.5%), pneumonia 
due to undefined pathogen (7, 36.8%), and diffuse alveolar hemorrhage (1, 5.3%), acute exacerbation o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1, 5.3%). HFNC 
was initiated at a mean FiO2 of 0.56 (range 0.30 - 0.9) and flow of 44.3 L/min (range 30 - 50 L/min). Mean PaO2/FiO2 at baseline was 168 (range 77 - 
260) mm Hg and at the end of procedure was 157.8 (range 54.5 - 266). Changes in mean blood pressure, heart rate, respiratory rate and PaO2/FiO2 val-
ues induced by the procedure did not reach significance (p＞0.05). Conclusions: Application of the HFNC to be a saf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in-
tubation for accomplishing bronchoscopy with BAL in patients with hypoxemic 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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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을 포함한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흡연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매우 높은편 이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제 2014년 및 2015년도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흡연자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시도 이유와 담뱃값 인상 이후 습관 변화
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성인 남성 2,154명 중 39.3% (407.4명)에서 
2015년 성인 남성 2,352명 중 34.4% (413명)로 감소하였다. 흡연자에서 금연 시도를 한 2,008명 중에서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38% (763명), 건강의 악화 
23.4% (470명), 가족의 건강을 위해 12.9% (260명), 주위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9% (181명),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131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4% (80명), 사회생활이 불편해서 1.9% (38명), 금연 광고를 보고 0.4% (8명), 담뱃갑의 경고문구 영향 0.1%(3명)로 금연 이유를 들었다. 금연이유를 소득 계
층에 따라 분석 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습관변화로 변화
없음이 55% (576명), 흡연량 감소가 34.4% (360명), 금연한 경우가 8% (84명) 이었다. 결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연 하거나 흡연량을 줄인 경우도 일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비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