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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Neonatal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Treated by
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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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in newborns (PPHN) is a disorder of the vascular transition from fetal to neonatal circulation. It results in cyanosis due to right-to-left shunting of
the blood through the ductus arteriosus and/or foramen ovale manifesting as hypoxemic
respiratory failure. We managed two cases of PPHN after meconium aspiration with high
frequency oscillating ventilators and inhaled nitric oxide. They did not respond to conventional management. 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was
provided, and ECMO weaning was possible resulting survivals in two cases. We report two
PPHN cases, which were treated successfully with veno-venous ECMO for the first time in
Korea. (J Korean Soc Neonatol 2010;17:109-115)
Key Words :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Respiratory failure, Veno-ven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과정에 문제가 생겨 폐동맥의 혈류저항이 떨어지지 않

서

고 출생 후에도 태아 순환이 지속되는 것을 신생아의 지

론

속성 폐동맥 고혈압증(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PPHN)이라고 부른다1).

신생아들은 출생 후 첫 호흡과 함께 폐동맥의 저항이

PPHN은 태변흡인증후군이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

낮아지고 제대혈 결찰 이후에 전신 혈관 저항이 올라가

군과 같은 폐 실질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면서 폐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난원공과 동맥관을 통

주산기 가사, 폐렴이나 패혈증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기

한 폐와 전신의 평행 순환인 태아 순환에서 연속 순환인

도 하고, 폐형성부전, 선천성 횡격막 탈장, 폐포 모세혈관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전

이형성 등 폐 발달의 문제로 발생하기도 한다. W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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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ys 등2)에 따르면 만삭아에서 PPHN의 발병률은
1,000명 출생당 2명으로 폐동맥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
로 지속되면, 조직 내에 적절한 산소화가 되지 않고 다장
기 기능부전 등이 생겨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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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진다. 산소치료, 고빈도 환기 요법, 흡인성 일산

index (OI) 34, 폐포 동맥간 산소분압차(alveolar

화질소 가스(inhaled nitric oxide), 계면 활성제의 사용,

arterial oxygen tension difference, A-a DO2)는

혈압상승제의 사용과 같은 집중적인 치료를 하여도 현재

619.25 mmHg이었다.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에 기

1, 3, 4)

. 이러한 고식

흉이 있었으며, 심장 초음파 소견 상 동맥관과 난원공을

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 체외

통해 양방향 단락이 관찰되었고, 중등도 이상의 삼첨판

막형 산소섭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

역류가 보여 폐동맥 고혈압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사망률은 10%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nation, ECMO)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

치료 및 경과 : 전원 후 양측 기흉을 교정하고(Fig. 1A)

으며, 외국에서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호흡 부전이 있

흡인성 일산화질소 가스 흡입과 고빈도 환기요법을 시작

을 때 ECMO를 시행하고 있다.

하였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최대 용량까지 올렸으

저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태변 흡인 후에 고빈

나 혈압은 유지되지 않았으며, 환아는 입맛을 다시는 모

도 환기 요법과 흡인성 일산화질소 가스의 최대 사용에

습과 한쪽 팔의 간대성 경련을 2차례 하였다. 질소 가스

도 불구하고 호흡 부전으로 진행하는 PPHN 두 명의 증

농도를 80 ppm까지 올렸으나 호전되지 않고 상지 산소

례에서 정맥-정맥 도관 체외막형 산소섭취(veno-ve-

포화도 55%, 하지 산소 포화도 30% 정도에서 회복되지

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않으면서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제 1병

ECMO)를 이용하여 치료 후 생존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일, 전원 12시간째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V-V-

보고하는 바이다.

ECMO를 시작하였다. 흉부외과에 의뢰하여 12 French
(Fr) 이중관 도관을 우측 내경정맥으로 삽입하였고 도

증

관 내 끝부분은 우심방 입구에 위치하였다 (Fig. 1B). 신

례

생아 중환자실에서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ECMO
도관 삽입 수술시간은 50분이 소요되었고, 삽입 시술 직
후 서맥이 오면서 5분간 심폐 소생술을 하였지만, 이후

1. 증 례 1

심장 박동수와 혈압은 정상화 되었다. ECMO 시작 직전

환 자 : 정○○ 아기, 생후 2일, 여아

의 동맥혈 가스 검사는 pH 7.14, PaO2 12.8 mmHg,

주 소 : 호흡곤란

PaCO2 56.2 mmHg, HCO3 18.8 mmol/L, OI 156 이

현병력 : 재태연령 40주 6일, 출생체중 3,140 g, 질식

었고, A-a DO2는 629.95 mmHg였다.

분만으로 개인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ECMO는 흡입산소농도 1.0, 혈류량 300 mL/min, 회

1분에 7점, 5분에 9점이었다. 산모의 임신 중 약물 사용

전수 2,000/분으로 시작하였고 헤파린을 점적 투여하여

병력, 양수 과다 등의 병력은 없었으며, 환아가 첫 번째

활성화응고시간을 150-200초로 유지하였다. ECMO

아이였다. 출생 후 태변흡입이 있었으나 지켜보던 중 이

시작 후 인공호흡기를 ‘폐 휴식 설정(lung rest setting)

후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타 대학병원에서 기흉과 PPHN

(흡입산소농도; 0.21, 호흡수; 10/min, 최고흡기압력;

으로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생후 2일째에 본원으로

15 cmH2O, 호기말양압; 10 cmH2O)으로 유지할 수 있

전원되었다.

었다. ECMO를 하는 동안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진찰소견 : 전원 당시 활력 징후는 체온 36℃, 맥박 156

혈압 상승제 치료는 제 5병일에 중단하였다. ECMO의

회/분, 혈압은 57/40 mmHg로 측정되었다. 환아는 기도

흡입산소농도와 기류의 양을 점차 감량하던 중 제 6병일

내 삽관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우측 기흉으로 흉관이 삽

째 혈뇨가 발생하여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 및 최고

입된 상태로 창백하였고, 청진상 좌측 호흡음이 감소되

흡기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ECMO를 종료하였다. ECMO

어 있었다.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심잡음은 들리지 않

종료 당시 동맥혈 가스 검사는 pH 7.42, PaO2 49

았다.

mmHg, PaCO2 45.4 mmHg, HCO3

-

28.4 mmol/L,

검사소견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직후 흡입산소농도

A-a DO2는 16.35 mmHg 이었다. 이후 제 19병일에 발

100%에서 동맥혈 가스검사는 pH 7.21, PaO2 47 mmHg,

관하였으며, 비강 지속적 양압 환기 치료를 4주간 적용하

PaCO2 35 mmHg, HCO3 18.4 mmol/L, oxygenation

였다. 환아는 ECMO 이탈 후 sildenafil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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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x-ray in case 1 (A, B, C) and case 2 (D, E, F).

2주 후 감량하여 끊었다. 환아는 ECMO 적용 전에 시행

아이였다. 출생 후 태변착색을 보였으나 신생아실에서

한 두부 초음파 검사상 출혈 소견은 명확하지 않았다. 내

관찰 중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감소 소견이 관찰되어

원 후 제 2병일에 시행한 두부 초음파 검사상 뇌실 내

생후 1일째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출혈 2단계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었으며,

진찰소견 : 전원 당시 활력 징후는 체온 36℃, 맥박

그 후 제 7병일에 시행한 두부 초음파 검사상 뇌실 내

140회/분, 호흡수 48회/분, 혈압은 51/36 mmHg로 측

출혈 및 뇌경색이 의심되었다. 퇴원 전에 시행한 뇌 자기

정되었다. 환아는 기도 내 삽관된 상태였고, 창백하였고,

공명영상 촬영상 뇌실 내 출혈 및 뇌실 확장, 뇌실 주위

청진상 양측 호흡음은 대칭적으로 들리고 있었으나 흉곽

백질 손상, 우측 측두엽 및 좌측 후두엽에 출혈성 병변이

함몰이 관찰되었다.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심잡음은

관찰되었다. 환아는 제 53병일에 퇴원하였고 현재 출생

들리지 않았다.
검사소견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직후 흡입산소농

13개월째이며 중증도의 발달 지연이 있는 상태로 외래에

도 100%에서 동맥혈 가스검사는 pH 7.14, PaO2 42.4

서 추적관찰 중이다.

mmHg, PaCO2 54.4 mmHg, HCO3 18.2 mmol/L, OI

2. 증 례 2

44.8, A-a DO2는 603.6 mmHg이었다. 흉부방사선 검

환 자 : 나○○ 아기, 생후 1일, 여아

사상 전 폐야가 하얗게 보이며 공기기관지조영상이 관찰

주 소 : 호흡곤란

되었고, 양측 폐에 기흉이 있었으며, 심장 초음파 소견

현병력 : 재태연령 40주 4일, 출생체중 3,600 g, 질식

상 동맥관을 통해 양방향 단락이 관찰되었고, 삼첨판 역

분만으로 개인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류 및 D 모양의 좌심실이 관찰되어 폐동맥 고혈압에 합

1분에 8점, 5분에 9점이었다. 산모의 임신 중 약물 사용

당한 소견을 보였다.

병력, 양수 과다 등의 병력은 없었으며, 환아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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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기흉을 교정하고(Fig. 1D) 흡인성 일산화질소 가스

료는 제 8병일에 중단할 수 있었으며, 제 7병일째

흡입과 고빈도 환기요법을 시작하였고, 혈압 상승제를

ECMO를 종료하였다. ECMO 종료 당시 동맥혈 가스 검

투여 하고, 최대 용량까지 올렸으나 혈압은 유지되지 않

사는 pH 7.53, PaO2 57.5 mmHg, PaCO2 38.9 mmHg,

았다. 질소 가스 농도를 50 ppm까지 올렸으나 상ㆍ하지

HCO3

의 산소 포화도는 60% 미만에서 호전되지 않고 OI도 지

mmHg이었다. 이후 제 13병일에 발관하였으며, 비강 지

속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전원 2일째에 신생아 집중치료

속적 양압 환기 치료를 3일간 적용하였다. 환아는 내원

실에서 V-V-ECMO를 시작하였다. 12 Fr 이중관 도관

후 2일간 경련이 있었으나 제 2병일 시행한 두부 초음파

을 우측 내경 정맥으로 삽입하였고 도관 내 끝부분은 우

검사상 종자 바탕질 출혈만 관찰되었으며 추적 검사한

심방 입구에 위치하였다 (Fig. 1E). ECMO 시작 직전의

초음파 검사상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퇴원 전에

동맥혈 가스 검사는 pH 7.28, PaO2 25 mmHg, PaCO2

시행한 두부 자기공명 영상은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48.2 mmHg, HCO3 18.2 mmol/L, OI 120, A-a DO2

않았으며 뇌파 검사에서 큰 이상 소견은 없었다. 환아는

는 627.85 mmHg이었다. ECMO 시작 후 인공호흡기를

제 33병일에 퇴원하였으며, 현재 출생 5개월째로 발달

‘폐 휴식 설정(lung rest setting)’까지 바로 이탈하지

지연은 없으며 성장은 양호한 상태이며 외래 추적관찰

못하고 고빈도 환기요법, 흡인성 일산화질소 가스를 사

중이다

-

32 mmol/L, OI는 26, A-a DO2는 186.68

용하며 ECMO 이탈 전까지 천천히 낮출 수 있었다.
ECMO는 흡입산소농도 1.0, 혈류량 230 mL/min, 회전

고

찰

수 1,900/분으로 시작하였고 헤파린을 점적 투여하여
활성화응고시간을 150초로 유지하였다. 혈압상승제 치
PPHN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B군 사슬알균 감염, 융모 양막염, 태변 흡인 증후군, 주
산기 가사,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장 질환, 선천성
횡격막 탈장, 폐포 모세혈관 형성이상, 선천성 간동정맥
기형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1, 3, 4).
PPHN은 출생 후 폐동맥의 저항이 낮아지고 전신 혈
관 저항이 올라가면서 폐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난원
공과 동맥관을 통한 폐와 전신의 평행 순환에서 연속 순
환인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폐동맥의 혈류저항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폐동맥의
혈류 저항을 낮춰주고 전신 관류를 증가시켜 조직의 저
산소증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 PPHN의 여부
는 환아의 산소화정도, 심초음파에서 동맥관이나 난원공
을 통한 우좌 또는 양방향 단락의 여부, 혈류 도플러를
이용하여 삼첨판 역류 정도를 측정하여 폐동맥 압력을
추정하여 진단되게 된다5-8). 본 증례에서 두 명의 환아
모두 병력 청취 상 출생 시 태변 착색이 관찰되어 태변
흡인 증후군이 의심되었으며, 저산소증이 있으면서 심장
초음파를 통해 다른 심장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 양방
향 단락이 관찰되어 PPHN으로 진단되었다.
PPHN은 산소치료, 고빈도 환기 요법, 흡인성 일산화
Fig. 2. Graphs showing a change in the oxygenation index (OI) and mean blood pressure (mean BP)
before and after ECMO. (A) Case 1, (B) Case 2.

질소 가스, 계면 활성제의 사용, 혈압 상승제 등을 사용
하게 되나 반응이 없는 심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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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O를 이용하기도 한다. 폐와 심장을 쉬게 하면서 전

제거에 더 효율적이며, 폐 및 심장의 휴식도 제공하고,

신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ECMO를 사용할

인공 호흡기 및 혈압 상승제의 빠른 이탈에 도움을 주지

9, 10)

.

만 경동맥에 관 삽입술을 해야 하며, 때로는 경동맥 결찰

그 후 전세계적으로 심한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 ECMO

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V-V ECMO는

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ECMO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정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고 이탈하기가 쉬우

전체적인 생존률 또한 그 선행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나

며 본래의 심장 박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포괄적으로 80-85% 정도이고, 태변 흡인 증후군의 경

그러나 V-A ECMO에 비해 말초혈관으로 산소를 적게

수 있고 1982년 이후 신생아들에게도 사용되었다

9-12)

우 90% 정도이다

. 본 증례의 환아들은 전원 후 고

10)

운반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 이 두 종류의

빈도 환기 요법 및 흡인성 일산화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

ECMO는 각각 생존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

으나, ECMO 시작 전까지 증례 1과 증례 2에서 모두

어 있다14). 위의 두 증례에서는 청색형 심장 질환이 없고

10)
A-a DO2가 610 mmHg 이상 지속되었으며, OI도 각

심기능 부전 없이 호흡 부전만 있었기 때문에 V-A

각 156, 120으로 기존에 ECMO의 적응증이라고 알려져

ECMO보다 덜 침습적인 V-V ECMO를 시행하였다. 신

10)

있는 OI 40 이상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지속되면서

생아 중환자실 침상에서 수술이 진행되었고, 본 증례에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는 등

서는 12 Fr의 이중관을 우측 내경 정맥을 통하여 삽입하

전신 장기의 산소화가 문제가 되어 ECMO를 시행하였

였다.

1)

다. Konduri 등 은 고빈도 환기 요법, 흡인성 일산화 질

ECMO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도관의 문

소 가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ECMO 적용이 필요한

제, 회로 내의 혈전과 공기 색전 등 기계의 합병증이 있

환아의 수는 5% 내외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으며 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

sildenafil이나 milinone과 같은 phosphodiesterase

로 보인다. 그리고 출혈, 특히 두개 내 출혈, 용혈 및 소

inhibitor 사용 및 prostacyclin analogue 사용을 같이

모 응고병증, 저혈압 또는 고혈압,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하면서 PPHN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보고

있다16). 두 번째 증례에서 도관의 위치 이상으로 도관 재

들이 있다1). 하지만 본 증례들에서는 혈압 및 산소 포화

삽입술이 시행되었으며, 두 증례 모두에서 용혈 및 소모

도가 급격하게 유지되지 않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분리하

응고 병증으로 인해 혈뇨가 발생하였지만 ECMO 이탈

기만 하여도 더욱더 활력 징후의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

이후에 모두 호전되었다. Khambekar 등17)에 따르면

이어서, 경구약의 효과를 기다릴 수 없었고 흡입 약제를

ECMO를 적용하여 생존한 환아에서 신경학적 문제가 있

투여할 수도 없었으며 전신 혈압 강하가 있는 상태에서

는 경우를 13% 정도라고 보고 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

는 milirone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

도 27%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다17-19). ECMO를 시행하

다. Steinhorn 등13)은 정맥용 sildenafil 의 사용으로

면서 항응고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용혈 및 소모 응고

PPHN의 정도에 급격한 호전을 보여 PPHN 치료에 있어

병증, 혈압 이상, 감염 등이 악화인자가 되어 두개 내 출

서의 유용성을 보고하였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정맥용

혈을 유발할 수 있어, 악화 인자를 교정하고 출혈 여부를

sildenafil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본 증례에서와 같이 태변

본 증례들과 같이 고식적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

이 선행되고 PPHN이 된 경우에는 분만 전후의 가사

한 PPHN의 환아에서는 ECMO 사용이 생존의 기회를

(asphyxia)가 있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동반될 수

갖는데 있어 중요하고 필요한 시술로 고려된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분만 전후에

ECMO에는 사용하는 혈관에 따라 정맥-동맥 도관 체

가사가 없었어도 PPHN 경과에 의해 저산소성 허혈성

외막형 산소섭취(veno-arterial extracorporeal mem-

뇌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전신 장기의 산소화를 최대

brane oxygenation, V-A ECMO)와 V-V-ECMO로

한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신경학적 감시가 필요하다.

나눈다. V-A ECMO의 경우, 우측 경정맥과 우측 내경

증례 1에서는 분만력 상 가사가 의심되는 상태는 아니었

동맥 또는 대퇴 동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V-V

으나 심한 저산소증 및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태가 지속

ECMO의 경우 이중관을 이용해 우측 내경정맥에 관삽입

되면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

술을 한다14, 15). V-A ECMO는 산소화 및 이산화탄소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한 뇌 초음파 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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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내 출혈의 증거가 없어서 ECMO를 시행했었고, 이
후의 검사에서 뇌내 출혈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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