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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개
국제적으로 보면 고기압 산소 치료 (hyperbaric oxygenation; HBO)의 적응
질환은 시대와 함께 추가 되어오고 있지만, 그 기본은 HBO 의 효과를 보여
임상 논문에 의한 과학적 근거에 있다. 특히 서양 전용 문적인 국제 학회 나
위원회 인 UHMS (Undersea & Hyperbaric Medical Society)와 ECHM
(European Committee for Hyperbaric Medicine)에서는 그구나지의 전문
부회가 HBO 에 관련된 임상 논문을 몇 년마다 검토 후 새로운 HBO 의 적응
질환을 업데이트하고오고 있다.
본 학회에서 HBO 의 적응 질환의 업데이트는 안전 대책위원회가 담당한다
"고기압 산소 치료의 안전 기준" 속에서 몇 번이나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
적응 질환과 업데이트의 과학적 근거가 동위원회에서 학술적으로 검토된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최근 많은 임상학회가 "치료 가이드 라인」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るなか에서 본 학회에도 고기압 산소 치료의
'적응 장애' 과학적 근거를 보여줄 수 강요 당하고이를 주된 목적 로
학술위원회가 본 학회에 이루어지면서 통화 위원회에서 "자료집」을
만들어왔다. 이번 학술위원회의 작업은 기존의 연장 선상에 있지만,임상 시험
중에서도 무작위 비교 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와 메타
분석에 중점을두고て각종 질환의 치료 효과의 평가를 가본 적이 한
특징이다. 영국의 Cochrane Library 에서 나와 있는보고 결과 이외에 소위
major journal 과 높이 기압 의학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지 Undersea &
Hyperbaric Medicine 주요 출신으로되어있다.
이번 과학적 근거 인 '고기압 산소 치료 에비덴스 보고서 2013」을 나타내는
계기는 2011 년에 진료 보수 사항 숫자의 개정에 관한 후생 노동성 (후생
노동성)과 청각시 사역 담당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신군 적응 질환 '을
본 학회에 요구하고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당시의 학술위원회로 각종 질환의
과학적 뿌리 거점의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후생 노동성에서 진료
보수 사항 2014 년 3 월 31 일 몇 개정안이 표시되면, 그 과학적 근거를

제공 시하 것은 가능한 상황이되어 있었지만, 학회 내에서 적응 질환 자체를
반죽 필요성도 의견으로는 나오지 있었다.
이상의 상황 속에서 2013 년 8 월의 사역과 불개미
링에 즈음하여 바야흐로 본 학회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한 '적응 장애'(치료 지침)을 수립 이외에 비용
용 효율적인 제공이 요구되었다. 전자의 '적응 장애'
는 후생 노동성의 담당자는 "안전 기준"속에서의
적응 질환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학회와 유사한 본 학회의 독자적인 '적응 장애'가 요구되고
것도 사실이다. 또한 후자의 비용 효과는
2009 년에 3 회째를 맞는 세계 12 개국의 HBO 의 치료비
청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 인당 GDP 에서 보
시정 된 비용이 표시된
1)
. 그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HBO 의 비용은 국제 평균의 그것과 비교하여
1/10 과 믿을 수없는 것이다. 이 치료비의 국제 조사
2003 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 6 년 동안 치료비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눈에 띄지 않고,이 「국가
때 평균의 1/10 "라고 격차는 현재는 더욱 확대
것으로 추측된다. 치료비 국제 격차는
후생 노동성에서 보인 현재 진료 보수 점수에서 파
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선진 의료를 실시해야
대학 병원에서조차도 HBO 시설의 폐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응급적인
사물 '과'비 갑자기적인 것 "으로 나누어 져있는 진료 보수
점수는 30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인용에서 25 배)이 극
끝 치료비의 격차는 창구에서 지불 측에 이해되지 않는
점에서도 현재의 진료 보수 점수는 HBO 의 적정한 유지

보험 진료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작업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질환은 UHMS 나
ECHM 로 대표되는 국제 학회 내지위원회가 보여
하는 적응 질환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되어있다 (표 1).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 한 질환은 몇 년 후, 혹은
1. 가스 색전증 또는 감압 증
2.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기타 가스 중독
3. 중증 연조직 감염 (가스 괴저, 괴사 성 근막 염) 또는 두개 내 농양
4. 급성 외상성 혈류 장애 (挫滅증후군 또는 구획 증후군)
5. 말초 혈관 장애
1) 망막 동맥 폐색
2) 난치성 궤양 (당뇨, 동맥 또는 정맥 혈류 장애)
6. 방사선 장해 (하악골을 포함한 두경부 하부 소화관, 방광, 뇌)
7. 골수염
8. 피부 이식
9. 중증의 화상 또는 동상
10. 돌발성 난청
11. 급성 심근 허혈
12. 방사선 또는 항암제와 병용되는 악성 종양 (두 경부암, 자궁 경부암,
악성 뇌종양)
13. 장폐색
14. 저산소 뇌증
15. 척수 · 신경 질환
16. 급성 두부 외상 (뇌부종)
17. 뇌경색
표 1 고기압 산소 치료의 적응 질환
주 1 : 1-10 은 모든 국제 학회 기준을 충족 치료 효과가 확인 된 것이며, 11
~ 17 1

두 개 이상의 국제 학회 기준을 충족하거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보고가있다 것이다.
주 2 : 국제 학회는 UHMS (Undersea & Hyperbaric Medical Society) ECHM
(European
Committee for Hyperbaric Medicine)과 ANZCA & ANZHMG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aesthetists and Australian and New Zealand
Hyperbaric
Medicine Group of the South Pacific Underwater Medical Society)의 3
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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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전문지에보고되면, 그것은
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번 HBO 의 적응 질환의 조직에서는 그
안을 본 학회의 모든 이사 및 임원 반죽달라고하면 어떻게
시 동의를 도모하고 그 동의하에 과학적 근거
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 한 것을 부기한다.
또한, 독해의 항공편을 고려하고 본론의 구성 위에서 참고
문헌은 각 항목 내지 적응 질환에 대해 게재한다.
1) 고우 키요 타카, 미조구치 의인,下河辺마사유키 다른 : 고기압
산소 치료의 적응 기준으로 치료비의 국제 비교. 일본
고기압 환경 · 잠수 의학회 잡지 2009; 44 : 205-217.
Ⅱ 적응 질환
1. 가스 색전증 또는 감압 증
이상의 양자를 맞게 감압 장애 (decompression

illness)이라고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환경 압력 낮은
아래 의한 혈관이나 조직 내에서의 불활성 가스의 '거품 형
성」에 의한 장애이며, 임상 적으로 경증에서 중증 없다
하여 사망에 걸쳐있다
1)
. 또한 가스 색전증은 무엇
라카의 원인으로 혈관 내에 가스가迷入하여 생기는 병태도 포함
된 드라이
2)
. 기포의 압축이 유일한 가능한 "재압 치료"는 감소
압력 장애에 대해 보편적 인 치료법입니다
3)
1896 년에
공기로 가압 치료가 이루어 1930 년대부터 산
소를 사용한 재압 치료 (고기압 산소 치료 : HBO)가 행
깨지게되었고 오늘날까지 치료 패턴이 개량 및 검사
討되어왔다
4)
. 감압 장애에 재압 치료의 효과
를 검토 한 RCT 는 이상의 역사적 배경과 윤리적 인 측면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질환에 대한 국제 표준과
되는 재압 치료는 "미 해군 재압 치료"이다
1, 4)
.
그러나이 재압 치료가 지연 될 경우 증상 개선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어왔다. 그 관점에서 두
의 RCT 가 그 하나는 180 례의 감압 장애를 대상
로 비 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 (tenoxicam)와 함께
치료를 실시한 것이다

5)
. 그보고에 의하면,이
약의 부가에 의한 효과는 6 주 후에는 표시되지 마라
가시 (relative risk (RR) : 1.04, 95 % CI : 0.90-1.20,
p = 0.58), 퇴원까지의 HBO 횟수는 3 회에서 2 회에
과 억제 된 (p = 0.01, 95 % CI : 0-1). 또한 88
예를 대상으로 재압 치료에 산소 내지 혼합 가스 (헬륨
체제와 산소)를 이용하여 검토 한 RCT 의보고에서는 후자
에서 치료 횟수가 적었다하고있다 (RR : 0.56, 95 %
CI : 0.31-1.00, p = 0.05)
6)
.
모든 국제 학회에서 재압 치료는 감압 장애에 대한
표준 치료되며이 치료에 의한 사망과 신경 장애
피해의 억제가 현저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는 높다.
1) Vann RD, Butler FK, Mitchell SJ, Moon RE :
Decompression illness. Lancet 2011; 377 : 153164.
2) Muth CM, Shank ES : Gas embolism. N Engl J
Med 2000; 342 : 476-482.
3) Bennett MH, Lehm JP, Mitchell SJ, Wasiak
J : Recompression and adjunctive therapy for
decompression illnes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5 : CD005277.
4) Moon RE : Decompression sickness. In :
Gesell LB, ed. Hyperbaric Oxygen Therapy :
Indications, 12th edition. The Hyperbaric
Oxygen Therapy Committee Report. Durham,
NC, Undersea & Hyperbaric Medical Society

2008; pp.51-56.
5) Bennett M, Mitchell S, Dominguez A : Adjunctive
treatment of decompression illness with 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enoxicam)
reduces compression requirement. Undersea
Hyperb Med 2003; 30 : 195-205.
6) Drewry A, Gorman DF : A progress report
on the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 blind
controlled study of oxygen and oxygen-helium
in the treatments of air-diving decompression
illness. Undersea Hyperb Med 1994; 21 : 98.
2.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기타 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에 의한 중독
사고 나 자살로 인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학 물질
사망자 가운데 최다이다. 병원에 반입 된 가운데
독 환자에서 문제가되는 것은이 중독에 의한 사망보다
고율 생기는 정신 신경 장애이다.
이 중독증의 치료는 조직의 저산소 상태의 개선
산소 요법이 필요하지만 대기압 산소 흡입 요법
(normobaric oxygenation; NBO)에 비해 HBO 가
더 효과적인지 논의되어왔다. 지금까지 6 개
RCT 논문보고되고 있지만 (1989~ 2010 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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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타 분석을 검토하기 전에 모든 RCT 에 문제가

것이 지적되고있다
1)
.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심각도를 대상으로하고있다 RCT 는 2 개다 마라
못할이다
2, 3)
. 하지만 그 하나의 RCT 에서는
2)
, 마시
술이나 약물의 참여가 고려되지 않았 음 24 시간 이상
안에 1 회 HBO 가 이루어 게다가 60 분간의 치료시
사이이며, 일반적인 표준 치료는 다를 수 지적에
있는
4)
. 다른 하나의 RCT 는 통계적 원칙에상의 실행
된 것으로 NBO 에 비해 HBO 의 현저한 효과가
표시된
3)
. 예를 들어, 6 주 전후에서 문제가되는 발성
성 뇌증의 발병 억제 효과 (HBO : 25 %, NBO : 46 %
odds ratio : 0.39, p = 0.007), 심지어 1 년 후인지 기계
기능 장애의 억제 효과 (HBO : 18 %, NBO : 33 %, odds
ratio : 0.46, p = 0.04)이 표시되어있다. 여기에서는 발견
24 시간 이내에 3 회 HBO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RCT 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24 시간 이내에 1-3
시간의 HBO (2.5 ATA 90 분)이 권장되고있다
4)
.
그 적응 기준은 신경 장애를 보이는 또는 의식 장애

기왕력이있는 경우 또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임산부 등이다.
모든 국제 학회에서 CO 중독에 대한 HBO 는 기본
적인 치료로되어있다. CO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및 의료
기관에 이송 환자 수에 상관이 보인다고 한 미국의
조사에서
5)
우리나라의 환자 수는 연간 약 58,000 명
시산 한보고가
6)
, NBO 만 치료로 후유
장애 정신 질환이 33 %에서 볼 수있는 반면 HBO 에서
는 후유 장해가 절반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3)
HBO 채널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1) Buckley NA, Juurlink DN, Isbister G, Bennett
MH, Lavonas EJ : Hyperbaric oxygen for carbon
monoxide poisoning.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4 : CD002041.
2) Scheinkestel CD, Bailey M, Myles PS, et al :
Hyperbaric or normobaric oxygen for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 :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Med J Aust 1999; 170 :
203-210.
3) Weaver LK, Hopkins RO, Chan KJ, et al :
Hyperbaric oxygen for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 N Engl J Med 2002; 347 : 1057-1067.
4) Mathieu D, Mathieu-Nolf M, Linke JC, Favory

R, Wattel F : Carbon monoxide poisoning.
In : Mathieu D, ed. Handbook on Hyperbaric
Medicine, The Netherlands, Springer, 2006;
pp.239-261.
5) Hampson NB, Weaver LK : Carbon monoxide
poisoning : a new incidence for an old disease.
Undersea Hyperb Med 2007; 34 : 163-168.
6) 고우 키요 타카, 패랭이꽃 타츠야,星子미치코 다른 :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회 의학적인 문제 - 사회적 손실
추계에서 - 일본 직업 재해 의학회 학회지 2012;
60 : 18-22.
3. 중증 연조직 감염 (가스 괴저, 괴사 성 근막 염)
또는 두개 내 농양
가스 괴저 및 괴사 성 근막 염은 고령자 나 당뇨병 환자 인
어떤 compromised host 에 생기기 쉽고, 또한 약제 내성
성 균에 의한 혼합 감염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도 높은 죽음
亡率에서 치료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이 심한 연부 조
짠 감염에 HBO 는 이미 1960 년대부터 실시
있으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RCT 가 윤리적으로도 어려움
이며, 한정된 상황에서 HBO 의 효과를 논의 함
되어왔다.
이 질환에서 대조를 취하고 비교 된 9 개의 임상보고
330 례에서 (1985~ 2005 년), 그 중 187 명에
HBO 가 병용되고 나머지 143 명을 대조군으로되어있다
1)
.
이러한 non-RCT 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전
의 병용 군 33 례 (17.6 %)에 후자에서 49 례 (34.3
%)와 HBO 인한 사망의 억제가 인정되고있다 (odds

ratio : 0.36, 95 % CI : 0.15-0.85). 또한 이것은 이전
non-RCT 에서 사망률을 비교 한 결과도 유사한 것
이다 (1971~ 1985 년)
2)
. 그 결과는 항생제와
절개로 치료에서는 123 례 중 45 례의 사망 (평균 사망률 :
37 %)이지만, 그 속에서 1971 년의보고 만 54
예 중 8 명 사망이 적고, 기타 사망은 69 례 중 37
예 (평균 사망률 : 54 %)이다. 이에 대해 또래
에서 HBO 을 병용 한 치료에서는 696 명 중 159 명 (평균
사망률 : 23 %)이다 (1972~ 1980 년). 또한 최근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입원 데이터베이스 (Nationwide
Inpatient Sample; NIS)에 따르면 45,913 명의 중증
연부 조직 질환을 대상으로 405 명에 HBO 가 이루어
하고 (1988~ 2009 년) 사망률 억제 (4.5 %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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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p = 0.001), 또한 예측 인자와 교란 인자 조정
나중에 HBO 는 사망률 억제 인자 (odds ratio : 0.49, 95 %
CI : 0.29-0.83)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
두개 내 농양은 뇌 농양, 경막 하 농양과 경막 외 농양
포함한 것이며, 세균이나 곰팡이가 원인이 사망률이
높은 이외에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HBO 의 효과
효과를 RCT 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

4, 5)
. 그러나이 마라
카노 두개 내 농양에 관련한 29 논문을 연대별로 비
교 한보고에서는
4)
보통 표준 치료로 사망률은 22
% (142/636 례, 1981~ 1986 년), 18 % (115/634 례,
1987~ 1993 년)와 13 % (27/207 례, 1995~ 2005 년)
대해 HBO 를 병용 한 5 개의보고 논문에서 사망
비율은 3 % (2/65 명, 1976~ 2003 년)이기 때문에,
HBO 의 병용은著効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중증 연조직 감염은 HBO 에 의한 의료
비용의 억제 (US $ 52,205 vs. US $ 45,464, p = 0.02)와 입
인 단축 (14. 3 일 vs. 10.7 일, p <0.001)을 보여 문의
거나
3)
또한 사망률의 억제에서 HBO 의 비용 효과가 높은
지극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두개 내 농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 Bennett M, Levitt D, Millar I : The treatment of
necrotising fasciitis with hyperbaric oxygenation
- progress report of a Cochrane review. In :
Lind F, et al. Treatment with Hyperbaric
Oxygen (HBO) at the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 2011; pp.102-122.
2) Mathieu D, Fovory R, Cesari JF, Wattel F :
Necrotizing soft tissue infections. In : Mathieu
D, ed. Handbook on Hyperbaric Medicine,
Springer, 2006; pp.263-289.
3) Soh CR, Pietrobon R, Freiberger JJ, et al :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necrotising soft
tissue infections : a study of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Nationwide Inpatient Sample.
Intensive Care Med 2012; 38 : 1143-1151.
4) Barnes RC : Intracranial abscess.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727-730.
5) Lampl L, Frey G : Intra-cranial abscess.
In : Mathieu D, ed. Handbook on Hyperbaric
Medicine, Springer, 2006; pp.291-304.
4. 급성 외상성 혈류 장애 (挫滅증후군 또는 컴 파트
문 증후군)
사지의 외상성 조직 혈류 장애는 이상 두 병
態がみ수
1)
. 그 하나의挫滅증후군에서는挫滅이 연
부 조직에서 뼈 · 관절까지 및 감염이나 뼈 접합 부전에서
외과 치료를 포함한 표준 치료로도 그 50 %는 절단
에 이른다. 또한 다른 병태 인 구획 증상
군은 사지의 구획 (근육 구획)의 부종과 출혈
에 의해 내압 상승에서 순환 장애로 근육 괴사 나 신
거친 마비를 일으킨다. 이들은 급성 외상성 혈류 장애로
일괄되는데, 이에 대한 HBO 의 효과가 검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 개의 RCT 가보고되고있다
2)
. 치아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피부 이식 수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CT
메타 분석은 어렵고,이挫滅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1
하나의 RCT 만된다.
이 보고서는 36 명의挫滅증후군을 대상으로 HBO

군과 비 HBO 군 (의사 적 치료로 가압 유지를 실시)
각각 18 명 씩 검토하고있다
3)
. 그 결과로
은 HBO 군에서 좋은 상처 치유를 얻을 수 (RR : 1.70,
95 % CI : 1.11-2.61) 더 재수술의 위험 감소 (RR :
0.25, 95 % CI : 0.06-1.02)과 조직 괴사 억제 (RR :
0.13, 95 % CI : 0.02-0.90)가 표시되어있다. 이
RCT 는 두 군에서 상처의 치유가 완료 각각 18
예 중에서 17 례와 10 례이며 (p <0.01), 또한 식물
피부 수술이나 절단을 포함한 재수술은 1 명에 대해 6 명이 표시
되어 (p <0.05). 또한 연령과 중증도를 가미한
한 고위험군에서의 상처 치유는 HBO 군의 7 명 (87.5 %)
에 비 HBO 군의 3 례 (30 %) 것으로보고되고있다
(p <0.05).
挫滅증후군은 치료 예후가 나쁜 것이지만 600
증례 이상을 대상으로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20 이상
보고 논문에서 그 약 80 %는 HBO 의 유효성을肯
정했다
1)
. 또한, 구획 증후군에서도 몇
수백 명의 치료 경험에서 유사한 HBO 의 효과가 소개되고
있다
1)
.
절단을 포함한 재수술의 억제가 현저이기 때문에,
미국 HBO 의 비용 효과는 높은 것으로되어있다
1)
.

1) Strauss MB : The effect of hyperbaric oxygen in
crush injuries and skeletal muscle-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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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s.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847-855.
2) Eskes A, Ubbink DT, Lubbers M, Lucas C,
Vermeulen H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treating acute surgical and traumatic
wound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10 : CD008059.
3) Bouachour G, Cronier P, Gouello JP, et al :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crush injuries :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J Trauma 1996
; 41 : 333-339.
5. 말초 혈관 장애
1) 망막 동맥 폐색
망막 동맥의 폐색에 의한 시력 장애이며, 동맥 경화,
혈전 성 색전증이나 동맥 염증 등으로도 발생하지만, 그 치료 예약
후는 나쁜 것이다. 이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
법이 시도되어왔다 속에서 HBO 을 제외하면 거의 부정
결과 만보고되고있다
1)
. 이 질환에 대한

HBO 와 다른 치료법과 비교 한 RCT 는 없다. 주요
다가오는 이유는 비교적 드문 질환 인 동시에緊
급성을 요할 수 꼽힌다.
모든 HBO 에 관련한 28 논문 (~ 2012 년)을 검
討한보고에 따르면
1)
476 증례 가운데 306 명 (65
%)에 시력의 개선이 인정하고있다. 그
속의 하나는 소극적 시험이지만 발병에서
8 시간 이내에 HBO 을 한 35 증례와 매치 - 콩트
롤의 37 증례를 비교 한 것이며, 입원시 비
교 한 퇴원시의 시력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음 (82.9 % vs.
29.7 %, p <0.00001), 심지어 퇴원시 평균 시력 나누기
선도 좋았죠 수 언급 된 (0.1957 vs.
0.0457, p <0.01)
2)
. 또한 발병 후 12 시간 이내에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혈액 희석 요법에 HBO 를 병용 한
51 례와 HBO 를 병용하지 않은 29 명을 비교하고,
HBO 군에서는 Snellen 의 평가법에서 3 단계의 개선이 얻어
수 (p <0.001)이 개선은 3 개월 후에도 지속하고 있었지만
(p = 0.01), 대조군에서는 유의 한 개선은 얻어지지 않는다
(p = 0.23)
3)
.
이 질환에 HBO 를 제외한 치료법으로 두
RCT 가보고되고 있으며, 그 하나는 pentoxifylline (피
흐름 개선제)이며, 다른 하나는 혈액 희석에 증강 형 대외 식 카우
터 파르 보호기 프로그램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이

양자의 RCT 에서는 혈류 개선은 인정하더라도 시력 개선
얻지 않은
4)
. 기타 치료를 검토 한 임상 시험
시험에서도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1)
.
이상에서 망막 동맥 폐색은 HBO 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판단되며 1 회 치료 비용이 200 ~ 500 달러
미국에서 10 회의 치료를했다하더라도 비용 효과
높다고되어있는
1)
.
2) 난치성 궤양 (당뇨, 동맥 또는 정맥 혈류
장애)
만성 궤양은하지에 발생 난치성 생활에 중요한 지
간섭이 것은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て상처 부위의 혈류 장애에서 저산소 상태를 초래 조직 장애
해를 악화시킨다. HBO 는 조직에 산소 공급에 의해 창
상처 치유를 촉진시킨다.
지금까지 9 개의 RCT 보고가
5)
그 가운데 8
하나는 당뇨병이 원인 인 동맥 혈관 장애로 인한 다리 병변
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중에서 3 개의 RCT 를 대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이 치료를 30 회 실시한 6 주 후
에서 다리 궤양의 현저한 개선이 나타나고있다 (RR : 5.20,
95 % CI : 1.25-21.66, p = 0.02). 또한 5 개의 RCT
메타 분석 (총 대상 수 : 312 증례)는 기초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 후하지 절단 율 억제의 경향
이 표시된 (RR : 0.36, 95 % CI : 0.11-1.18). 또는
한 당뇨 발 병변에서 외과적인 처치 후 감염을 수반
할 때주의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RCT 의 메타 분석
은 다리의 절단 율의 억제 효과 (odds ratio : 0.242,
95 % CI : 0.137-0.428), 또한 상처 치유 개선 (odds
ratio : 9.992, 95 % CI : 3.972-25.132)가 보여
하는
6)
. 다리 절단 율이 HBO 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나타낸 RCT 의 한에서는, 그 다변량 분석에서 다리의 궤양
瘍이 진행된 중증 예에 HBO 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있다 (odds ratio : 11.199, 95 % CI : 1.406-89.146,
p = 0.022)
7)
. 또한 난치성 궤양의 원인이 정맥 장애
해의 경우 16 증례를 대상으로 한 RCT 가 브로드
고되어있다
8)
. 여기에 6 주 후 (HBO 치료 수; 이하
치료 횟수 : 30 회) 궤양의 축소를 얻을 수 있지만 (평
均差 33 %, 95 % CI : 18.97-47.03, p <0.0001) 2 주와
4 주 그리고 6 주 후 궤양의 축소가 2 군간에 비교되어
있으며, 각각 HBO 군에서 6 ± 14, 22 ± 13,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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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에 대조군에서는 2.8 ± 11 3.7 ± 11 2.7
± 11 %이며,이 치료 효과의 차이가 4 주 (치료 수 :
20 회) (p <0.05)와 6 주 후 (치료 횟수 : 30 회) (p <0.001)
로 인정 받고있다.
6 주 HBO 의해 난치성 궤양의 현저한 개선이
얻을 수있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 된
있다. 1 개의 RCT 에서는 피부 궤양의 개선도가 높은 것인지
루오 HBO 에 의해 외래 통원 비용이 반감 된 것으로보고
되는
9)
.
1) Murphy-Lavoie H, Butler F, Hagan C :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treated with oxygen :
a literature review and treatment algorithm.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943-953.
2) Beiran I, Goldenberg I, Adir Y, et al : Early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retinal artery
occlusion. Eur J Ophthalml 2001; 11 : 345-350.
3) Menzel-Svering J, Siekmann U, Weinberger A,
et al : Early hyperbaric oxygen treatment for
nonarteritic central retinal artery obstruction.
Am J Ophthalmol 2012; 153 : 454-459.
4) Fraser SG, Adams W : Interventions for acute
non-arteritic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1 :
CD001989.
5) Kranke P, Bennett MH, Martyn-St James M,
Schnabel A, Debus SE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chronic wound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4 : CD004123.
6) Goldman RJ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wound healing and limb salvage : a systemic
review. PM R 2009; 5 : 471-489.
7) Faglia E, Favales F, Aldeghi A, et al : Adjunctive
systemic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treatment
of severe prevalently ischemic diabetic foot
ulcer. A randomized study. Diabetes Care 1996;
12 : 1338-1343.
8) Hammarlund C, Sundberg T : Hyperbaric oxygen
reduced size of chronic leg ulcers : a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Plast Reconstr Surg 1994;
93 : 829-834.
9) Abidia A, Laden G, Kuhan G, et al : The role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ischaemic
diabetic lower extremity ulcers : a doubleblind randomized-controlled trial. Eur J Vasc
Endovasc Surg 2003; 25 : 513-518.
6. 방사선 장해 (하악골을 포함한 두경부 하단 소화
관, 방광, 뇌)
암은 가장 중요한 질환의 하나이지만, 그 치료법
속에서 방사선 치료가 확대되고 장기 생존자의 절반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있다. 그 심각한 부작용이 쌍
천 혈관 장애를 주체로하는 만발 성 방사선 장해이다
하거나 방사선 치료에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혈관 폐색에 의한
조직 괴사 나 이상 혈관에 의한 출혈 등의 증상이 보인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로 적출으로 제한된다.
HBO 는 방사선 장해의 조직 산소와 정상 혈관 성형술
촉진하여 조직 손상의 복구가 생각된다.

RCT 의 11 의보고에서는 669 증례를 대상으로 HBO
의 유효성이 검토되고있다
1)
. 거기에서는 대상 질환은
동일은 아니지만, HBO 는 방사선 성 뼈 괴사를 수반
때 점막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되어있는 (RR :
1.3, 95 % CI : 1.1-1.6, p = 0.003 치료 필요 수 (1 명
치료 효과를 얻을 수 필요한 인원수) : 5). 방사선에
따르면 직장 염은 1 개의 RCT 가보고되고 있으며, 건강 상태
개선 내지 치료가 HBO 에 의해 얻을 수 표시
되어 (RR : 1.72, 95 % CI : 1.0-2.9, p = 0.04, 지
요양 필요 : 5). 방사선 장해의 외과 적 수술에서 HBO
는皮弁복구 수술 (RR : 8.7, 95 % CI : 2.7-27.5,
p = 0.0002 치료 필요 : 4), 또한 한쪽 아래 턱뼈 절제
수술 (RR : 1.4, 95 % CI : 1.1-1.8, p = 0.001 치료 필요
번호 : 5)에서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다. 또한 방사선 조
사정을받은 턱뼈에서 발치 후 치조골의 치유 촉진 (RR :
1.4, 95 % CI : 1.1-1.7, p = 0.009 치료 필요 : 4)이
HBO 에 의해 얻어진다.
방사선 방광염은 외과 적 수술을 제외하고 유효한 수단이
없이 혈뇨가 보인다고 약 4 %의 사망률에 이른다. HBO
효과는 RCT 에서 검토되지 않고 치료 예의보고가
중요하다
2)
. 그 중에서도 40 명 같은 질환을 검토 한
HBO 의 긍정적 시험 대상 예가 가장 많은 것이며,
37 명에 완전한 증상의 소실 내지는 개선을 얻을 수 다시
발은 0.12 / 년이 표시된
3)

. 또한 최근
44 증례를 대상으로 한 HBO 에서의 검토도 완전히 소실이
57 %이며, 50-90 % 개선이 32 %였다 것으로 나타
있는
4)
.
방사선 장해는 HBO 의 치료 횟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みられ최근 연부 조직에 40-60 회 HB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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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악골은 수술 전후에 각각 20 ~
30 회와 10 회가 이루어지고있다
4)
.
중추 신경계에서의 검토는 적게 29 증례를 대상으로 HBO
을보고 한 내용은 58 %에 신경 소견의 개선을 얻을 수있어
69 %에 스테로이드의 감량이 표시된
5)
. 그러나 방
사선 외과 치료 (라디오 서 제리) 후에는 조기에 방출
선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이시기에 HBO 을 할
에서 방사선 괴사가 현저하게 억제되는 한 101 명을 대상
한보고가
6)
1 년 후 방사선 장해가 발생 가능

가능성이 단 변량 분석에서 나타난 (HBO : 2 %, 대조 예 : 36
%, p <0.02), 다변량 분석에서는 HBO 의 유효성 제안
되는 (odds ratio : 4.34, 95 % CI : 0.86-21.70, p
= 0.07).
1) Bennett MH, Feldmeier J, Hampson N, Smee R,
Milross C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late
radiation tissue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5 : CD005005.
2) Feldmeier JJ : Hyperbaric oxygen therapy and
delayed radiation injuries (soft tissue and bony
necrosis) : 2012 update.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1121-1139.
3) Bevers RF, Bakker DJ, Kurth KH : Hyperbaric
oxygen treatment for haemorrhagic radiation
cystitis. Lancet 1995; 346 : 803-805.
4) Hampson NB, Holm JR, Wreford-Brown
CE, Feldmeier J : Prospective assessment
of outcomes in 411 patients treated with
hyperbaric oxygen for chronic radiation tissue
injury. Cancer 2012; 118 : 3860-3868.
5) Warnick RE, Gesell LB, Breneman JC, et al :
Hyperbaric oxygen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radiation necrosis of the brain. Neurosurgery
2002; 51 : 560.
6) Ohguri T, Imada H, Kohshi K, et al : Effect of
prophylactic hyperbaric oxygen treatment for
radiation-induced brain injury after stereotactic
radiosurgery of brain metastases.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2007; 67 : 248-255.

7. 골수염
각 부위의 골수염만을 대상으로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RCT 는 실시되지 않았다. 1960 년
대부터 HBO 가 난치성 골수염에 이용되고 고객
거나
1)
지금까지 수술 후 항균제와의 병용이 정기적으로 수행
되어 온 것이 영향을주고있다
2)
. 최근 골수염의 치료
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약제 내성 균에 의한 감염을들
하는
3)
.
그 속에서 골수염을 합병 한 당뇨병 발 병변
(Wagner 분류 3,4 번)는 HBO 에 의한 대 절단 억제
제가 현저하다는 것을 보인 (RR : 0.31, 95 %
CI : 0.13-0.71)
4)
. 이어 흉골 절개 후 흉골 골수
불꽃의 32 증례를 대상으로 한 전향 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염 관리 비율 개선 (0 % vs. 33.3 %, p = 0.024), 항균
제 사용 기간의 억제 (47.8 ± 7, 4 일 vs. 67.6 ± 25 1 일
p = 0.036)와 입원 일수 단축 (52.6 ± 9.1 일 vs. 73.6
± 24 5 일, p = 0.026)가 표시된
5)
. 재발 성 길이
관 뼈의 골수염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받은
40 증례를 대상으로 HBO 가 이루어 34 례 (85 %)에 치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며
6)
7 - 10 년의 장기 관찰에서 75 %
재연을 인정하지 않는
7)
. 그런 다음 아래 턱뼈의 골수염으로
항균제만으로 치료로 재발을 반복하는 33 증
예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에 HBO 를 실시 치유는 26 증례
(79 %)하고있다
8)
. 척추 뼈의 골수염에서는 항균제의
은혜와 수술은 10 ~ 30 %에서 재발이 보이지만 항균제
와 HBO 와 병용은 재연는 볼 수 없다고보고이 많아
또한 두개골 수술 후 감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소개 함
있는
2)
. 이러한 평균 한 HBO 의 치료 횟수는 35
50 시간이다
2)
.
재발 성 골수염의 치료 비용은 고액이며 ($ 144,000360,000), HBO 의 비용은 전체 치료의 5 % 정도 인 것을
에서 비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
1) Slack WK, Thomas DA, Perrins D : Hyperbaric
oxygenation chronic osteomyelitis. Lancet 1965;
I (7395) : 1093-1094.
2) Hart B : Osteomyelitis (Refractory) with

literature review supplement.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753-775.
3) Lind F, Öhlén G, Lindén V, Eriksson BM,
Frostell C : Acute cranial osteomyelitis, chronic
refractory osteomyelitis, infected implants.
Treatment with Hyperbaric Oxygen (HBO) at
the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 2011; pp.8792.
4) Roeckl-Wiedmann-I, Bennett M, Kranke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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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review of hyperbaric oxygen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wounds. Br J Surg 2005;
92 : 24-32.
5) Barili F, Polvani G, Topkara VK, et al : Role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the treatment of
postoperative organ / space sternal surgical site
infections. World J Surg 2007; 31 : 1702-1706.
6) Morrey BF, Dunn JM, Heimbach RD, Davis J :
Hyperbaric oxygen and chronic osteomyelitis.
Clin Orthop Relat Res 1979; 144 : 121-127.
7) Davis JC, Heckman JD, DeLee JC, Buckwold
FJ : Chronic non-hematogenous osteomyelitis
treated with adjuvant hyperbaric oxygen. J Bone
Joint Surg Am 1986; 68 : 1210-1217.
8) Aitasalo K, Niinikoski J, Gréman R, Virolainen

E : A modified protocol for early treatment of
osteomyelitis and osteoradionecrosis of the
mandible. Head Neck 1998; 20 : 411-417.
8. 피부 이식
피부 이식은 피부 이식 수술과 皮弁 기술이 포함된다. 이것은
급성 상처 치유로 HBO 의 유효성이 검토되고
있지만, 피부 이식 수술에서는 1 개의 RCT 가 소개되고
있으며, 95 %의 건강한 피부 밸브 생 입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RR : 3.50, 95 % CI : 1.35-9.11)
1)
. 이 RCT 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한 48 증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검토 된도
이며, 완벽에 가까운 피부 밸브의 생착률이 HBO 군의 64 %
에 비 HBO 군의 17 %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0.01)
2)
. 또한 전문지의 리뷰에서는 괴사
위험이 높은 105 명의 허혈성 피부 이식의 검토에
있고, HBO 을함으로써 약 10 %의 비 생착률에 대해
HBO 의 비 시행으로 67 %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하는
3)
.
피부 이식이 아닌 삶 입고 미국에서 의료비가 고액 일
수에서도 HBO 의 비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소개 함
있는
3)
.
1) Eskes A, Ubbink DT, Lubbers M, Lucas C,

Vermeulen H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treating acute surgical and traumatic
wound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10 :
CD008059.
2) Perrins DJ : Influence of hyperbaric oxygen on
the survival of split skin grafts. Lancet 1967; I
(7459) : 868-871.
3) Baynosa RC, Zamboni WA : The effect of
hyperbaric oxygen on compromised grafts and
flaps.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857-865.
9. 중증의 화상 또는 동상
국제적으로도 화상이나 동상에 HBO 가 사용된다
하게 된 것은 일본의 탄광 화재 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가보고 된 것을 비롯있다
1, 2)
.
그 후, 1974 년 RCT 가보고되고 HBO 에 의해
피부 손상 개선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는 것으로보고 함
되어있다 (19. 7 일 vs. 43. 8 일, p <0.001)
3)
. 이 RCT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HBO 가 화상 치료에 사용
되어오고있다. 또한 21 명의 중증 화상을 대상으로
밖으로 HBO 의 경제 효과를 검토 한보고가 있으나 (1982~
1987 년), HBO 를 추가로 14. 8 일의 입원 일수
단축을 얻을 수있어 39 %에 수술이 절감되고, 1 건
당 31,600 달러의 의료비 절감으로보고되어
있기에
4)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 Cianci P, Slade JB Jr, Sato RM, Faulkner J :
Adjunctive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the
treatment of thermal burn. Undersea Hyperb
Med 2013; 40 : 89-108.
2) Wada J, Ikeda T, Kamata K, Ebuoka M : Oxygen
hyperbaric treatment for carbon monoxide
poisoning and severe burn in coal mine
(hokutanyubari) gas explosion. Igakunoayumi
(Japan) 1965; 5 : 53.
3) Hart GB, et al : Treatment of burns with
hyperbaric oxygen. Surg Gynecol Obstet 1974;
139 : 693-696.
4) Cianci P, Williams C, Lueders H, et al :
Adjunctive hyperbaric oxygen in the treatment
of thermal burns. An economic analysis. J Burn
Care Rehabil 1990; 2 : 140-143.
10. 돌발성 난청
갑자기 발병하는 원인 불명의 느낌 소리 난청이며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문제이다. 달팽이는
높은 산소 대사뿐만 아니라 혈관이 부족한 등 생리적
특징이 있으며,이 질환은 HBO 에 의해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청력 장애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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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환에서 HBO 의 치료 효과의 검토는 7 가지
RCT 392 증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발병에서
14 일 이내이다. 그 속에서 순음 청력 검사의 역치로
검토 한 것은 불완전한 하나를 포함한 2 개의 RCT
메타 분석 결과에서 HBO 군의 64 증례와 대조군의 50
사례를 비교하고이 역치의 50 %는 개선 기울기
방향을 보여 (RR : 1.53, 95 % CI : 0.85-2.78), 25 % 나누기
젠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있다 (RR 1.39, 95 %
CI : 1.05-1.84). 이 RCT 결과에서는 22 %의 가능성
에서 HBO 에 의한 청력 장애의 개선, 더 개선에 필요한
HBO 의 평균 횟수는 5 회 (95 % CI : 3-20)이 표시됩니다
있다. 또한 통계 학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4 개의 RCT 하나
루오 HBO 의 부가 내지 단독 치료군의 86 증례와 대조군
83 증례를 비교 한 것으로는 평균 15.6dB (95 %
CI : 1.5-29.8)의 유의 한 청력의 개선을 얻을 수있다.
또한이 메타 분석에서는 발병 후 6 개월 이상 경과 한
만성기 예에서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1)
.
HBO 이외에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한 치료법으로는 3 개의
의 RCT 가 혼합 가스 (95 % O
2
5 % CO
2
) 전문
스타구란진 제제와 스테로이드, 또한 저분자 데키스
트란과에서 검토 한 것이지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도 나타나고있다
2)

. 그러나 혈관 확장제는 頭重
느낌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능과 안전성은 분명
없다고되어있다. 또한 항 바이러스제의 효과를 검
討 한 4 개의 RCT 가 존재하지만, 모든 효과는
부정적인 결과가있다
3)
. 또한 스테로이드의 효과
를 검토 한 3 개의 RCT 에서는 하나의 개선율이 61 %로
32 %와 상당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2 개의 RCT
는 치료 효과에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
이 질환에 HBO 의 치료 효과는 RCT 의 메타 분석
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1)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도
HBO 가 가장 효과가 높은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말이야
더욱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3)의보고에 의하면, 청력 장애로 인한 직업
위의 장애와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적 더욱 경제적
마라 손실을 초래할 수 전문지에 소개되어
5)
이
질환의 HBO 의 비용 효과는 높다고 판단된다.
1) Bennett MH, Kertesz T, Perieth M, Yeung P,
Lehm JP : Hyperbaric oxygen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tinnitu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10 :

CD004739.
2) Agarwal L, Pothier DD : Vasodilators and
vasoactive substances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4 : CD003422.
3) Wei BP, Stathopoulos D, O'Leary S : Steroids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7 :
CD003998.
4) Awad Z, Huins C, Pothier DD : Antivirals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8 :
CD006987.
5) Murphy-Lavoie H, Piper S, Moon RE, Legros
T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Undersea
Hyperb Med 2012; 39 : 777-792.
11. 급성 심근 허혈
여기에는 급성 심근 경색 및 불안정성 협심증이 포함
있으나 심장 카테터 치료가 어렵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
하기 어려운 경우가 과제로 남겨진다.
이에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6 개의 RCT 보고
되는 (대상 총 : 665 증례)
1)
. 메타 분석
결과는 사망률 억제 (0.58, 95 % CI : 0.36-0.92,
p = 0.02), 심근 상해 확대 억제하다 심근 일탈 효소
소 감소 (평균 차이 : 493 IU, p = 0.005) 좌심실 생도
비율 장애의 억제 (평균 차이 : 5.5 %, p = 0.001) 심각한

마라 진행성 관상 동맥 장애의 억제 (RR : 0.12, p = 0.03)
다시 경색 억제 (RR : 0.28, p = 0.04), 율동 불일의 억제
제 (RR : 0.59, p = 0.01), 또한 흉통 감소 (평균
차이 : 353 분 단축, p <0.00001)로 좋은 결과이다
있다. HBO 에 의한 부작용은 분명 아니지만, 하나의
RCT 에서 15 %에 공포증이 보여지고있다 (RR : 31.6,
p = 0.02).
이 질환에 대한 HBO 는 순환기 전문의에 의해 행
깨지는 필요가 있지만, 그 경우의 비용 효과는 높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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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사선 또는 항암제와 병용되는 악성 종양 (머리
경부암, 자궁 경부암, 악성 뇌종양)
암 방사선 치료에서는 저산소 종양 세포의 통제가 최대
과제이며, 강력하게 산소가 가능한 HBO 의 병용이
이루어왔다.
이 병용의 각종 장기에 19 RCT 가 이루어지고 소리
하거나 두 경부암은 사망률의 억제가 1 년 후와 5 년 후에
각각 표시된 (RR : 0.83, p = 0.03, 치료 필요
수 : 11, RR : 0.82, p = 0.03, 치료 필요 : 5)
1)
. 또한
에 3 개월 후에 좋은 국소 제어가 표시된 (RR :
0.58, p = 0.006 치료 필요 : 7). 또한 HBO 에 따라
밖으로 국소 재발이 억제되어 1 년 후에는 두 경부암 (RR :

0.66, p <0.0001 치료 필요 : 5)에서 2 년 후에는 자궁
경부암 (RR : 0.60, p = 0.04, 치료 필요 : 5)과 5 년 후
두 경부암 (RR : 0.77, p = 0.01, 치료 필요 : 6)에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HBO 와 동시 조사에서는 방사
선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RR : 2.35, p <0.0001 유해
필요 : 8) 또한 경련 발작도 발생하게된다 (RR :
6.76, p = 0.03 유해 필요한 수 (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 : 22).
이상의 HBO 와 동시에 방사선 조사에서는 치료 효과는
높지만 부작용도 나오기 쉬운 것이 과제였다. 만
하고 간편한 HBO 후 방사선 조사에서는 치료 효과도 높은
않을 수 표시된
2, 3)
. 예를 들어, 101 명의 두경부이
때문에는 5 년의 질환 특이 적 생존율은 70 %와 40 %이며
(p = 0.004), HBO 만 예후 결정 인자임을 표시
되는 (odds ratio : 6.37, 95 % CI : 2.11-19.24)
2)
.
또한 악성 뇌종양에서의 메타 분석은 어렵지 있지만, 29
증례를 대상으로 한 비교 대조 시험에서 생존 기간 HBO
만 관여하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 (RR : 0.27,
95 % CI : 0.088-0.800)
3)
. 마찬가지로 제 II 상 시험에서 일반적
치료에 비해 1.5-2 배의 생존 기간의 연장이보고 함
되어 있지만
4)
이 새로운 병용 법의 부작용 증강은

표시되지 않은
2-4)
.
또한 화학 요법 제 (카루보뿌라찐)과 HBO
병용으로는 129 증례의 재발 성 악성 뇌종양을 대상으로
한 비교 대조 시험에서 하나의 예후 결정 인자가
HBO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hazard ratio (HR)
: 0.59, 95 % CI : 0.36-0.97) 부작용의 증강은 진술
하지
5)
.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HBO 와의 병용으로도 비용 효과
은 높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1)
새로운 병용 법은 부작용
증강없이 비용 효과는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비용
용 절감 효과는 화학 요법 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 Bennett MH, Feldmeier J, Smee R, Milross C :
Hyperbaric oxygenation for tumour sensitization
to radiotherap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4 : CD005007.
2) Oya R, Hirashima S, Akimori T, et al :
Hyperbaric oxygen concurrent with intraarterial carboplatin chemotherapy enhances
survival of patients with oral cancer. 3rd Conf
US / JPN Panel Aeros Diving Physiol Tech
Hyperb Med. Tokyo, Japan, 2008; pp.190-194.
3) Kohshi K, Kinoshita Y, Imada H, et al : Effects
of radiotherapy after hyperbaric oxygenation on

malignant gliomas. Br J Cancer 1999; 80 : 236241.
4) Ogawa K, Ishiuchi S, Inoue O, et al : Phase
II trial of radiotherapy after hyperbaric
oxygenation with multiagent chemotherapy
(procarbazine, nimustine, and vincristine) for
high-grade gliomas : long-term results.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2012; 82 : 732-738.
5) Kohshi K, Beppu T, Tanaka K, et al : Potential
roles of hyperbaric oxygenation in the
treatments of brain tumors. Undersea Hyperb
Med. 2013; 40 : 351-362.
13. 장폐색
복부 수술 후 생길 수 많은 기계적 내지 기능
인 장폐색으로 나뉘는데, 그 치료의 주체는 이레우
스 관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HBO 가 병용되어왔다
질환이다.
685 례의 기계적 장폐색을 검토 한 것으로, 이레우
스 튜브에만 그 외에도 HBO 을 7 일 이내에 갔는지
이후 선가보고 있지만 조기에 HBO 를 병용하는 것이
개선율이 높다고하고있다 (장폐색 관 만 : 79.8 %
vs. HBO 의 부가 : 85.9 %, odds ratio : 1.6, p <0.02)
1)
.
또한, 동일 시설에서이지만, 수술 후 장폐색의 626 증
예를 대상으로 개선율을 비교하면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장폐색은 각각 92 %와 85 %이며, 75 세 이상에서는
기능적인 장폐색의 36 증례에서 35 증례 (97 %)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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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장폐색의 52 증례의 42 증례 (81 %)로 개선
있었지만 75 세 이하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고하고
하는
2)
. 또한 HBO 의 도입 전후에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는 도입 이전 41 명과 도입 후 119 명에서 대기 수술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5/41 vs. 14/119),이
레 우스 튜브 사용은 HBO 도입 후 적은 것으로 보여
다 (16/41 vs. 10/119)
3)
.
HBO 의한 장폐색의 해제는 평균 2.9 일 미라
되기 때문에
3)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1) Ambiru S, Furuyama N, Kimura F, et al : Effect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on patients with
adhesive intestinal obstruction associated with
abdominal surgery who have failed to respond
to more than 7 days of conservative treatment.
Hepatogastroenterology 2008; 55 : 491-495.
2) Ambiru S, Furuyama N, Aono M, et al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postoperative paralytic ileus and adhesive

intestinal obstruction associated with abdominal
surgery : experience with 626 patients.
Hepatogastroenterology 2007; 54 : 1925-1929.
3) 쿠로키 克郎 다나카 경 한 우에하라 나오토, 쿠로키 敦郎 :이
레 우스에 대한 고기압 산소 치료. 일본 고기압 환경
의학회 잡지 2002; 37 : 29-33.
14. 저산소 뇌증
저산소 뇌증의 원인으로는 심폐 정지 또는 불완전한 縊頸
(near-hanging)을들 수있다. 전자는 저체온 요법
의 효과를 나타낸 RCT 도 있지만,이 치료의 소아 예
에서의 효과는 RCT 의 메타 분석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1)
.
또한 후자의 near-hanging 에서 저체온 요법
치료 효과를 비교 검토 한보고가 아니라, 게다가 몇몇 예
경험 예보고에 그치고있다
2)
.
HBO 는 저산소 뇌증 중에서도 심장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near-hanging 170 명을 대상으로 한보고에서는
3)
의식
장애를 나타내는 136 명에 HBO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08 명 (79
%)는 완전 회복 후유 장애 시나리오가 8 례, 또한 사망자가
20 명이며, 치료 예후에 영향을주는 것은 심장 마비와 뜻
상실의 정도 인 것으로 소개되고있다. 그러나,
이 증례 검토 속에서 구명에서 3 시간 이내로 이후
에서 HBO 의 시작에 신경 예후가 검토되고 있으며, 전
에서 완전 회복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94/111

vs. 14/25, p <0.05). 여기에서는 HBO 는 24 시간 이내에
3 회가 다음 24 시간 이내에 2 회 총 5 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상의 HBO 에서 증상 개선은 없다고되어
있다.
저산소 뇌증의 치료 예후가 나쁘고, HBO 의한 조기 치료
료 의해 신경 장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
이 높다고 생각된다.
1) Scholefield B, Duncan H, Davies P, et al :
Hypothermia for neuroprotection in children
after cardiopulmonary arrest.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2 : CD009442.
2) Feeney JM, Loiacono LA, Shapiro D : Mild
therapeutic hypothermia and anoxia due
to hanging : case seri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Conn Med 2013; 77 : 347-351.
3) Mathieu D, Wattel F, Gosselin B, Chopin C,
Durocher A : Hyperbaric oxygen in the treatment
of posthanging cerebral anoxia. J Hyperbaric
Med 1987; 2 : 63-67.
15. 척수 · 신경 질환
급성 척수 손상을 대상으로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것으로, 50 명 이상의 증례 중 25 명에 受傷에서 7.5
시간에 HBO 가 시작되면 증상 회복이 빠르다하고
있다
1)
. 또한 급성 頸髄 손상 34 례를 검토 한
는 受傷에서 25 시간 이내에 HBO 을받은 13 명
평균 개선율이 75.2 %에 대해 HBO 를받지 않았다
21 명 개선율이 65.1 %이며, 그들에 통계 학적

차이를 인정하고있다
2)
.
허리 척추 협착증에 HBO 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이다
벌어진보고가있다
3, 4)
. 자각 증상 속에서 주로 통증
몸에 VAS (visual analog scale)과 JOA (일본
정형 외과 척추 질환 치료 성적 판정 기준) 점수 등을
이용하여 20 회 HBO 의 종료 혹은 2 개월 후 더
치료 종료 1 개월 후 비교하고있다
3)
. 치료 시작 후 2
개월 후에 평가에서는 68 례의 치료 군에서 좋은 결과이다
っ했지만 (p <0.05), 대조군 30 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치료 효과의 차이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의 병용은
관계하지 않았다. HBO 종료 후 1 개월 후에도 증상 개선
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어서,이 질환의 143 증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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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 평균 30.3 회 HBO 하고 그 전후에 호소의 변화
를 본 것으로는 2.97 ± 1.33 점에서 4.57 ± 1.57 점
개선 한 것으로보고되고있다 (p <0.05)
4)
.
말초 신경 질환 중에서도 안면 신경 마비로 HBO 의

효과를 검토 한 하나의 무작위 시험이있다
5)
.그 결
효과는 79 례를 대상으로 회복율을 본 것이며
6)
,
42 명 HBO 군에서는 95.2 %에서 37 증례 스테로이드
みでは 75.7 %이며 (RR 1.26, 95 % CI 1.04-1.53)
또한 평균의 회복도 빨랐다하고있다 (22 일 vs.
34 4 일, p <0.001).
척수 · 신경 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제한되어 있으며,
HBO 의 효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에서 비용 효과도 높다고 생각
나타난다.
1) Gamache FW Jr, Myers RA, Ducker TB,
Cowley RA : The clinical applica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spinal cord injury :
a preliminary report. Surg Neurol 1981; 15 : 8587.
2) Asamoto S, Sugiyama H, Doi H, et al :
Hyperbaric oxygen (HBO) therapy for acute
traumatic cervical spinal cord injury. Spinal
Cord 2000; 38 : 538-540.
3) 카토 츠요시, 대천 쥰, 야나기 시타 和慶 다른 : 고기압 산소 료
법에 의한 요부 척 주관 협착증 저장 요법. J Spine
Res 2010; 1 : 1242-1247.
4) 요시다 公博 강 嶌眞 인 타무라 히로아키, 나가요 郁文 높은
尾勝浩 : 요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고기압 산소
치료의 효과. 일본 고기압 환경 의학회 잡지 2001;
35 : 189-193.

5) Holland NJ, Bernstein JM, Hamilton JW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Bell 's
pals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2 :
CD007288.
6) Racic G, Denoble PJ, Sprem N, Bojic L, Bota
B : Hyperbaric oxygen as a therapy of Bell 's
palsy. Undersea Hyperb Med 1997; 24 : 35-38.
16. 급성 두부 외상 (뇌부종)
외상성 뇌 손상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사망의 높이와 심각한 후유 장해가 사회적 과제
있으며, 약제 나 저체온 요법 등을 포함한 치료법 속
에서 HBO 의 유효성이 검토되어왔다.
급성 두부 외상에 대한 HBO 의 RCT 보고 7
하나 있고, 571 명을 대상으로하며 285 명에 HBO 가 이루어
있는
1)
. 이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1 개월 후 치료
療後에서 5 단계 평가 Glasgow Outcome Scale (GOS)
를 이용하여 신경 장애의 감소가보고되어있다 (RR :
0.74, 95 % CI : 0.61-0.88, p = 0.001). 또한, 최종
치료 결과에서 사망의 억제가 보여지고 있지만 (RR :
0.69, 95 % CI : 0.54-0.88, p = 0.003)이 통계 학적
결과는 HBO 에 의해 7 명 가운데 1 명은 사망을 면할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하게된다 (치료 필요 수 7, 95 % CI
4-22). 또한 의식 장애를 3-15 단계의 점수로 보면
Glasgow Coma Scale (GCS)에서 평가 한 2 개의 RCT
메타 분석에서는 그 평균 차이는 2.68 의 개선을 얻을 수
있다 (95 % CI : 1.84-3.52, p <0.0001).
이상의 RCT 의 하나는 GCS 가 9 점 이하인 168

예를 들어 중증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HBO 와 NBO 을 비교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발병 2 주에 21 회를 행
있어 12 개월까지 관찰하고 있지만 (탈락 : 2 명), HBO 군
사망률의 억제가 표시된 (14/84 vs. 26/82,
p = 0.04)
2)
. 그 내역은 GCS 가 4-6 중증 머리
외상 사망률이 억제되는 (7/42 vs. 16/38,
p = 0.04).
또한 치료제로 마그네슘, 바루비쯔레토
또한 만니톨이 시도되었지만,이 모든에
치료 효과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려면 못하고있다
3-5)
. 또한
생리적 전신의 부담을 줄인 저체온 요법에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결과에 끝나
있다
6)
.
이상의 여러 치료법으로 메타 분석의 결과는 의식
장애를 나타내는 중증의 급성 두부 외상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손
단이 HBO 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죽음
亡率과 신경 장애의 억제에서 비용 효과가 높다고 판단
된다.
1) Bennett MH, Trytko B, Jonker B : Hyperbaric
oxygen therapy for the adjunctive treatment of
traumatic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12 : CD004609.
2) Rockswold GL, Ford SE, Anderson DC,

Bergman TA, Sherman RE : Results of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for treatment of
severely brain-injured patients with hyperba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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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J Neurosurg 1992; 76 : 929-934.
3) Arango MF, Bainbridge D : Magnesium for acute
traumatic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 4 : CD005400.
4) Roberts I, Sydenham E : Barbiturates for acute
traumatic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12 : CD000033.
5) Wakai A, McCabe A, Roberts I, Schierhout
G : Mannitol for acute traumatic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8 :
CD001049.
6) Saxena M, Andrews PJ, Cheng A : Modest
cooling therapies (35 degrees to 37.5 degrees C)
for traumatic brain injur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 3 : CD006811.
17. 뇌경색
허혈성 뇌 혈관 장애는 발병 후 시간에 치료 예후가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의 초 급성기 치료의 기본은
혈전 용해 요법이다. 그러나이 치료가 가능한 환자
는 제한된 더욱 출혈성 부작용이 고율 생기는이

그리고이 큰 문제이며
1, 2)
이러한 상황에서 HBO 의
유효성이 검토되어왔다
3)
.
급성기 허혈성 뇌 혈관 장애에 대한 HBO 의 효과
를 검토 한 RCT 가 3 개 있고, 총 106 증례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법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이 메타 솔루션
분석의 한계가 지적되고있다
3)
. 그러나 하나의 RCT 에서
는 Trouillas, Orgogozo 과 Rankin 의 평가 척도를
이용한 1 년 후에는 전 2 자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인
4)
.
예를 들어, Trouillas 규모 (평균 차이 2.2 점, 95 %
CI : 0.15-4.3, p = 0.04)과 Orgogozo 규모 (평균 차이
27.9 점, 95 % CI : 4.0-51.8, p = 0.02)이다. 또한
혈전 성 뇌경색 122 례를 검토 한 것은 발병 4 시
사이 이내 16 예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입원 기간이 2/3 이상
아래에 단축 된 15 례 집 퇴원이 가능했던 것
대해 대조군에서 그것은 16 례 중 6 례였다로
있다
5)
.
이상의 결과에서 초 급성 혈전 성 뇌경색은
HBO 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작용없이 안전한 치료
이다에서 비용 효과도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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