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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increased survival of preterm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ecently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frequency of 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
especially with atypical form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compairing classic and
atypical BP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ypes of BPD.
Methods : Infants with a gestational age less than 32 weeks born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y 2004 to April
2007 were included. The data were categorized in 2 groups, classic and atypical BPD. We
determined the incidence of BPD, and compared perinatal factors and postnatal managements
between two groups.
Results : Among 260 study subjects, 141 (54.2%) infants had BPD. Classic BPD infants
were 64 and atypical BPD infants were 77.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classic BPD infants were associated with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atent ductus arteriosus,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more high-frequency ventilator (HFV) use, low 1 and
5 minute Apgar scores. Atypical BPD infants were associated with antenatal steroid use, maternal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and chorioamnionitis (CAM). In multivariate analysis,
more HFV use was associated with classic BPD. Antenatal steroid use, clinical CAM and histological CAM were associated with atypical BPD.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ntenatal factors (antenatal steroid use,
clinical CAM, histological CAM) were associated with atypical BPD and postnatal factors
(HFV used more) were associated with classic BPD.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BPD. (J Korean Soc Neonatol 2010;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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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1. 대 상

BPD)은 1967년 Northway 등1)이 처음으로 기술한 질
환으로 출생 후 발생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espi-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ratory distress syndrome)의 치료로 인공 환기요법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

시행 받은 환아에서 생후 28일 이후에도 인공 환기기 또

원한 월경 후 주령 32주 미만인 미숙아 304명을 대상으

는 산소에 의존도를 보이면서 방사선학적 검사와 병리학

로 하였다. 이들 중 의미 있는 선천성 심기형, 다발성 기

적 검사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지칭한다.

형,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그러나, 최근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출생 직후 인공 폐

와 월경 후 주령 36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모두 44례가

표면활성제의 투여와 최신 인공 환기전략의 도입 등으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26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하여 심한 형태의 전형적(classic) 기관지폐이형성증

2. 병력의 기록

은 감소하게 되었다2). 그리고, 과거에 비해 더 어린 월경
후 주령(postmenstrual age)과 더 작은 출생체중의 미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산모의 병력에서

숙아 생존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생 후 초기에 신생아 호

산모의 나이, 분만방식, 다태임신의 유무, 자궁내 성장지

흡곤란 증후군이 없었다가 생후 2-3주경 부터 산소 투

연 유무, 임신중독증의 유무, 18시간 이상의 조기 양막

여가 필요하게 되거나 또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파수 여부, 임상적 융모양막염의 유무, 병리학적 융모양

해결된 후 산소 없이 지내다가 생후 2-3주경 부터 다시

막염의 유무, 산전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를 비교 분석하

산소 투여가 필요하게 되는 비전형적(atypical) 기관지

였다. 환아의 병력에서는 출생시 체중, 월경 후 주령, 성

폐이형성증이 늘어나고 있다3, 4).

별, 1분과 5분의 Apgar 점수를 조사하였다. 환아의 치료

성장 중인 미성숙한 폐가 압력/용적손상 이외에도 과

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입원 기간, 인공 환기기 사용 기

산소증 또는 출생 전 태내 감염 등에 노출되면 기관지폐

간, 산소 사용 기간, 고빈도 인공 환기기 사용 유무, 흡입

이형성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

일산화질소(inhaled nitric oxide) 사용 유무 및 산후 스

되고 있는데5-10), 이 과정 중에 폐의 염증반응이 관여하

테로이드 사용 유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입원 기

게 된다. 최근, 출생체중 1,250 g 미만이나 월경 후 주령

간 동안 발생한 질환 중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

30주 미만인 미숙아 군에서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맥관 개존증, 신생아 괴사성 장염, 뇌실내 출혈, 미숙아

이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 4, 11), 심한

망막증, 골 감소증, 세균성 패혈증과 진균성 패혈증에 대

산소독성이나 압력/용적손상에 별로 노출되지 않은 미숙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아 군에서 새로운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발생되
3.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전형적 기관지
폐이형성증의 분류

며 그 원인기전이 출생 전 태내 감염과 관련되었을 가능
성을 제기한 가설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8,
12-20)

. 그에 반해서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비전형적 기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관지폐이형성증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 해결되지 않고 최소 28일 이상 연속적으로 산소 공급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필요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폐이형성증의 발생률을 조사하

성증은 초기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없었던 경우 또

고,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과 비전형적 기관지

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해결되면서 생후 10일 이

폐이형성증 환아군을 비교하여 주산기적 요인과 출생 후

내에 산소를 연속적으로 7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치료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후 다시 산소를 사용하여 총 28일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였다3, 21). 단, 무호흡 등으로 생후 10일 이내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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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산소 농도 0.3 미만으로 산소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6. 중증도 점수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분류하였다.

중증도 점수(severity score)는 흡기 산소 농도와 평
균기도압(mean airway pressure)의 곱으로 정의하였

4. 기관지폐이형성의 정의 및 중증도 분류

다28). 생후 1일에서 7일까지는 매일 조사하였고, 이후에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생후 28일 이상 산소가 필요했

는 1주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형적 기관지

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는 월

폐이형성증 환아와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를

경 후 주령 36주에 산소 요구도에 따라 산소가 필요 없

나누고,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를 신생아 호흡

는 경우는 경증, 흡기 산소의 농도가 0.3 미만으로 필요

곤란 증후군이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으로 나누어 총 세

한 경우는 중등증, 흡기 산소의 농도가 0.3 이상 또는 양

군간의 중증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압 환기가 필요한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하였다2).

7. 통계적 방법

5. 기타 질환의 진단기준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흡기 산소의 농도가 0.4 이

이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

상 필요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방사선학적인 소견이 그

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

에 합당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호흡 부전이 아닌 경우를

해서는 Mann-Whitney U-test 를 이용하였다. 연속형

3)

정의하였다 . 동맥관 개존증은 심장초음파로 진단되고

변수 값은 중간값(median)과 25-75 percentile로 표

특징적인 증상(넓은 맥압, 도약맥, 심첨부의 과도한 박

시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중증도 점수의 변화를 비

동, 흉골좌연 상부에서의 특징적인 지속성 기계양 심잡

교하기 위해서 repeated measure ANOVA test를 시

22)

음 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 폐동맥 고혈압은

행하였고, 독립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 로지

심장초음파로 진단하였는데 우좌단락이 있으면서 중등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 <0.05인 경우를 통계적

23)

도 이상의 삼천판부전이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Modified Bell's criteria를 기준
으로 하였다24). 뇌실내 출혈은 Volpe의 분류에 따라 중

결

과

증도 2 이상인 경우를 의미 있는 뇌실내 출혈로 정의 하
였다. 세균성 및 진균성 패혈증은 각각 패혈증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액 배양 검사에서 1쌍 이상 균이 동정된 경

1. 대 상

우로 정의하였다. 미숙아 골감소증은 단순 손목 방사선
소견에서 골단의 중앙부가 컵 모양으로 들어가거나, 컵

총 304명의 환아 중 260명이 최종 연구 대상에 포함

의 양쪽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깥쪽으로 불분명하게 확대

되었다. 이 중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있는 환아는 141명

되거나, 골간의 음영이 연해지는 등의 방사선학적으로

으로 발생률은 54.2%였다. 141명의 기관지폐이형성증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면서 약물 치료를 한 경우로 정의

환아 중에서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는 64명, 비

하였다. 미숙아 망막증은 국제 미숙아 망막증의 정의에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는 77명이었다. 전형적

25)

따라 분류하였다 . 임상적 융모양막염은 산모의 발열이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 중 경증은 20명(31.2%), 중등

37.8℃ 이상이면서, 악취나는 분비물, 자궁의 압통, 혈액

증은 22명(34.4%), 중증은 22명(34.4%)이었다. 비전

검사상 백혈구수가 15,000/μL 이상, 산모의 맥박수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 중 경증은 31명(40.2%),

100회/분 이상, 태아의 맥박수 160회/분 이상 등 5가지

중등증은 29명(37.7%), 중증은 17명(22.1%)이었다.

14, 26)

. 병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환아는 총 44명이었다. 이들 중

리학적 융모양막염은 중증도 2 이상의 양막 또는 융모

1명의 환아는 의미있는 선천성 심기형이 있었고, 2명은

기저막염이 있거나 중증도 1 이상의 제대염이 있을 때로

다발성 기형이 있었고, 1명은 다운 증후군으로 제외되었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7)

정의하였다 .

다. 타 병원으로 전원된 환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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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으로 진

유무(adjusted odds ratio [OR], 5.0; 95% confidence

단되어 소아외과적 치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

interval [CI], 1.2-20.7; adjusted P =0.028)가 전형

되었다. 그리고, 월경 후 주령 36주 이전에 사망한 환아

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

는 총 30명이었다(Fig. 1).

고,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adjusted OR, 3.1; 95% CI,
1.3-7.9; adjusted P =0.014), 임상적 융모양막염

2.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전형적 기관지
폐이형성증의 비교

(adjusted OR, 7.7; 95% CI, 2.9-20.7; adjusted P <
0.001)과 병리학적 융모양막염 (adjusted OR, 2.7; 95

출생 체중은 각각 810.0 g (670.0-1,042.5)과 960.0
g (775.0-1,170.0)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출

% CI, 1.2-6.4; adjusted P =0.021)은 비전형적 기관
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 당시 월경 후 주령도 각각 26.9주(25.4-28.1)와
3. 각 중증도 내에서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전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비교

27.6주(25.9-29.1)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자궁
내 성장지연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의
하게 높았고,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은 비전형적 기관지

1) 경증 기관지폐이형성증

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18시간 이상의

자궁내 성장지연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

조기 양막파수, 임상적 융모양막염과 병리학적 융모양막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5분 Apgar 점수는 전

염은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의하게 더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동반되었고, 1분과 5분 Apgar 점수는 전형적 기관

낮았다. 병리학적 융모양막염의 동반은 비전형적 기관지

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고빈도 인

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공

공환기기 사용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더

환기기 사용 기간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많았다(P =0.007).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전형적

유의하게 더 길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동맥관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는 64명 모두에서 동반되었

개존증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으

고,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는 33명(42.9

로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하였다(Table 2).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병리학적 융모양막염

%)에서 동반되었다. 동맥관 개존증도 전형적 기관지폐
이형성증 환아에서 더 많았다(P =0.04, Table 1).

(adjusted OR, 8.8; 95% CI, 1.3-62.5; adjusted P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고진동 인공환기기 사용

0.028) 동반이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

Fig. 1. Breakdown of stud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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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Therapeutic Aspects and Morbidities of all BPD Patients

Birth weight (g)
Gestation (weeks)
Male sex
Maternal age
Multiple pregnancy
IUGR
Antenatal steroids
Cesarean section
Maternal hypertension
PROM
CCAM
HCAM
1 min Apgar
5 min Apgar
Hospital days (d)
Duration of MV (d)
Duration of O2 therapy (d)
HF ventilator use
iNO gas use
Postnatal steroids
RDS
PDA
Pulmonary hypertension
NEC
IVH (Gr≥2)
ROP
Osteopenia
Bacterial sepsis
Fungal sepsis

Total (N=141)

Classic (N=64)

Atypical (N=77)

880.0
[715.0-1,117.5]
27.3 [25.9-28.9]
79 (56.0%)
32.0 [29.0-34.0]
64 (45.4%)
31 (22.0%)
99 (70.2%)
100 (70.9%)
37 (26.2%)
57 (40.4%)
27 (19.1%)
56 (39.7%)
4.0 [2.0-5.0]
6.0 [4.0-7.0]
82.0 [63.0-103.0]
11.0 [2.0-36.5]
66.0 [46.0-92.0]
26 (18.4%)
12 ( 8.5%)
21 (14.9%)
97 (68.8%)
108 (76.6%)
15 (10.6%)
37 (26.2%)
15 (10.6%)
72 (51.1%)
20 (14.2%)
44 (31.2%)
2 ( 1.4%)

810.0
[670.0-1,042.5]
26.9 [25.4-28.1]
34 (53.1%)
32.0 [29.0-34.0]
31 (48.4%)
20 (31.3%)
37 (57.8%)
45 (70.3%)
21 (32.8%)
19 (29.7%)
6 ( 9.4%)
15 (23.4%)
3.0 [1.0-5.0]
5.0 [4.0-6.0]
84.0 [67.3-116.8]
21.0 [7.0-41.8]
74.0 [56.8-104.5]
18 (28.1%)
5 ( 7.8%)
10 (15.6%)
64 (100.0%)
54 (84.4%)
9 (14.1%)
18 (28.1%)
9 (14.1%)
38 (59.4%)
11 (17.2%)
23 (35.9%)
2 ( 3.1%)

960.0
[775.0-1,170.0]
27.6 [25.9-29.1]
45 (58.4%)
32.0 [29.0-35.0]
33 (42.9%)
11 (14.3%)
62 (80.5%)
55 (71.4%)
16 (20.8%)
38 (49.4%)
21 (27.3%)
41 (53.2%)
4.0 [2.0-6.0]
6.0 [5.0-7.0]
78.0 [60.0-99.5]
4.0 [1.0-26.5]
57.0 [45.0-87.5]
8 (10.4%)
7 ( 9.1%)
11 (14.3%)
33 (42.9%)
54 (70.1%)
6 ( 7.8%)
19 (24.7%)
6 ( 7.8%)
34 (44.2%)
9 (11.7%)
21 (27.3%)
0 ( 0.0%)

P -value
0.100
0.125
0.527
0.926
0.508
0.015
0.003
0.884
0.106
0.018
0.007
<0.001
0.020
0.005
0.090
0.069
0.118
0.007
1.000
0.824
<0.001
0.047
0.229
0.643
0.229
0.072
0.351
0.269
0.204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25-75%]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CCAM, clinical
chorioamnionitis; HCAM, histological chorioamnionitis; MV, mechanical ventilation; HF, high-frequency; iNO,
inhaled nitric oxid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3)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

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동반만 전형적 기관지폐이

2) 중등증 기관지폐이형성증
18시간 이상의 조기 양막파수와 임상적 융모양막염

형성증 환아에서 유의하게 많았다(Table 4).

의 동반은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통계적

4. 중증도 점수(severity score)

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인공환기기 사용 기간은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의하게 길었고, 고진동 인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

공 환기기 사용도 유의하게 많았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

성증 환아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유무에 따라 두 군

후군의 동반은 전형적인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유

으로 나누어 총 세 군간의 중증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전

의하게 많았다(Table 3).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의 점수와 신생아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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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Therapeutic Aspects and Morbidities of Mild BPD Patients

Birth weight (g)
Gestation (weeks)
Male sex
Maternal age
Multiple pregnancy
IUGR
Antenatal steroids
Cesarean section
Maternal hypertension
PROM
CCAM
HCAM
1 min Apgar
5 min Apgar
Hospital days (d)
Duration of MV (d)
Duration of O2 therapy (d)
HF ventilator use
iNO gas use
Postnatal steroids
RDS
PDA
Pulmonary hypertension
NEC
IVH (Gr≥2)
ROP
Osteopenia
Bacterial sepsis
Fungal sepsis

Total (N=51)

Classic (N=20)

Atypical (N=31)

1,070.0
[870.0-1,235.0]
28.0 [26.7-29.1]
26 (51.0%)
32.0 [29.0-35.0]
21 (41.2%)
4 ( 7.8%)
35 (68.6%)
39 (76.5%)
10 (19.6%)
20 (39.2%)
8 (15.7%)
22 (43.1%)
4.0 [2.0-6.0]
7.0 [5.0-7.0]
64.0 [57.0-77.0]
3.0 [1.0-9.0]
43.0 [34.0-54.0]
4 ( 7.8%)
1 ( 2.0%)
0 ( 0.0%)
37 (72.5%)
39 (76.5%)
0 ( 0.0%)
9 (17.6%)
4 ( 7.8%)
6 (11.8%)
1 ( 2.0%)
10 (19.6%)
0 ( 0.0%)

917.5
[810.0-1,230.0]
27.5 [26.6-28.9]
10 (50.0%)
33.0 [30.3-35.5]
9 (45.0%)
4 (20.0%)
11 (55.0%)
17 (85.0%)
5 (25.0%)
6 (30.0%)
3 (15.0%)
2 (10.0%)
3.5 [1.0-6.0]
6.0 [3.3-7.0]
66.0 [55.8-80.0]
5.5 [1.3-13.3]
45.0 [32.5-60.0]
3 ( 15.0%)
0 ( 0.0%)
0 ( 0.0%)
20 (100.0%)
19 ( 95.0%)
0 ( 0.0%)
3 ( 15.0%)
2 ( 10.0%)
4 ( 20.0%)
1 ( 5.0%)
4 ( 20.0%)
0 ( 0.0%)

1,105.0
[890.0-1,235.0]
28.3 [27.0-29.4]
16 (51.6%)
32.0 [29.0-35.0]
12 (38.7%)
0 (0.0%)
24 (77.4%)
22 (71.0%)
5 (16.1%)
14 (45.2%)
5 (16.1%)
20 (64.5%)
5.0 [2.0-6.0]
7.0 [6.0-8.0]
62.0 [57.0-75.0]
3.0 [1.0-7.0]
40.0 [34.0-53.0]
1 ( 3.2%)
1 ( 3.2%)
0 ( 0.0%)
17 (54.8%)
20 ( 64.5%)
0 ( 0.0%)
6 (19.4%)
2 ( 6.5%)
2 ( 6.5%)
0 ( 0.0%)
6 (19.4%)
0 ( 0.0%)

P -value
0.085
0.512
0.910
0.495
0.656
0.019
0.092
0.209
0.486
0.279
1.000
<0.001
0.313
0.030
0.898
0.049
0.369
0.287
1.000
<0.001
0.017
1.000
0.640
0.195
0.392
1.000
-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25-75%]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CCAM, clinical
chorioamnionitis; HCAM, histological chorioamnionitis; MV, mechanical ventilation; HF, high-frequency; iNO,
inhaled nitric oxid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증후군이 있는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의 점수

후 1일째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는 군에서 통계

비교에서는 생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주, 2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생후 5주째에는 신생아 호흡곤

주, 3주, 5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형적 기관지폐이

란 증후군이 없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ig. 2).

형성증 환아군의 점수가 높았다.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
증 환아의 점수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없는 비전

고

찰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의 점수 비교에서는 생후 1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주, 2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의 점수가 높았

극소저체중 출생아 및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

다.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 중 신생아 호흡곤

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 폐 표면 활성제와 산전

란 증후군 있는 환아군과 없는 환아군의 비교에서는 생

스테로이드의 사용, 새로운 인공 환기기 사용 방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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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Therapeutic Aspects and Morbidities of Moderate BPD Patients
Classic (N=22)

Atypical (N=29)

P -value

765.0 [660.0-961.3]
26.5 [25.6-27.8]
11 ( 50.0%)
32.0 [29.8-34.0]
14 ( 63.6%)
7 ( 31.8%)
12 ( 54.5%)
13 ( 59.1%)
8 ( 36.4%)
4 ( 18.2%)
1 ( 4.5%)
7 ( 31.8%)
2.5 [1.8-5.0]
5.5 [4.0-6.0]
84.0 [72.8-110.8]
20 [8.5-36.8]
73.5 [64.0-84.0]
4 ( 18.2%)
0 ( 0.0%)
1 ( 4.5%)
22 (100.0%)
18 ( 81.8%)
0 ( 0.0%)
6 ( 27.3%)
5 ( 22.7%)
16 ( 72.7%)
5 ( 22.7%)
7 ( 31.8%)
1 ( 4.5%)

880.0 [730.0-1082.5]
27.6 [25.9-29.2]
21 (72.4%)
31.0 [29.0-34.0]
15 (51.7%)
7 (24.1%)
23 (79.3%)
20 (69.0%)
6 (20.7%)
15 (51.7%)
10 (34.5%)
13 (44.8%)
5.0 [2.5-6.0]
6.0 [4.5-7.0]
79.0 [63.0-94.5]
4.0 [1.0-25.5]
66.0 [52.0-85.0]
0 ( 0.0%)
0 ( 0.0%)
2 ( 6.9%)
9 (31.0%)
20 (69.0%)
1 ( 3.4%)
7 (24.1%)
2 ( 6.9%)
14 (48.3%)
1 ( 3.4%)
8 (27.6%)
0 ( 0.0%)

0.162
0.089
0.101
0.599
0.395
0.543
0.059
0.465
0.214
0.020
0.015
0.346
0.144
0.131
0.065
0.009
0.934
0.029
1.000
<0.001
0.348
1.000
0.799
0.216
0.079
0.073
0.743
0.431

Total (N=51)
860.0 [710.0-990.0]
Birth weight (g)
26.9 [25.9-28.6]
Gestation (weeks)
32 (62.7%)
Male sex
32.0 [29.0-34.0]
Maternal age
29 (56.9%)
Multiple pregnancy
14 (27.5%)
IUGR
35 (68.6%)
Antenatal steroids
33 (64.7%)
Cesarean section
14 (27.5%)
Maternal hypertension
19 (37.3%)
PROM
11 (21.6%)
CCAM
20 (39.2%)
HCAM
4.0 [2.0-5.0]
1 min Apgar
6.0 [4.0-7.0]
5 min Apgar
82.0 [64.0-103.0]
Hospital days (d)
11.0 [2.0-32.0]
Duration of MV (d)
68.0 [58.0-83.0]
Duration of O2 therapy (d)
4 ( 7.8%)
HF ventilator use
0 ( 0.0%)
iNO gas use
3 ( 5.9%)
Postnatal steroids
31 (60.8%)
RDS
38 (74.5%)
PDA
1 ( 2.0%)
Pulmonary hypertension
13 (25.5%)
NEC
7 (13.7%)
IVH (Gr≥2)
30 (58.8%)
ROP
6 (11.8%)
Osteopenia
15 (29.4%)
Bacterial sepsis
1 ( 2.0%)
Fungal sepsis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25-75%]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CCAM, clinical
chorioamnionitis; HCAM, histological chorioamnionitis; MV, mechanical ventilation; HF, high-frequency; iNO,
inhaled nitric oxid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로 인하여 초기 급성 폐질환의 빈도는 과거에 비하여 많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일

이 감소하였다2). 그러나, 미숙아에서 만성적인 호흡기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 병인론에 대하여 확실

합병증의 하나인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아직도 미숙아에

하게 증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기관지폐이형

게 중요한 장기적인 합병증이고, 미숙아들의 생존율의

성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는 대부분 기관지폐이형성증 있

증가와 더불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는 환아와 없는 환아 간의 비교였다11, 31-34). 기관지 폐

29, 30)

. 최근에는 출생체중 1,250 g 미만이나 월경

이형성증의 발생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할 수 있다

후 주령 30주 미만인 미숙아 군에서 비전형적 기관지폐

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

이형성증이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3, 4,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연구

11)

3, 21, 35)

있다

, 원인기전이 출생 전 태내 감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
6, 8, 12-20)

는 적고, 아직은 국제적인 공감도 부족하다. 이에

. 그러나, 태내 감염이 최근 발생

본 연구에서 월경 후 주령 32주 미만의 미숙아들 중 기

률이 증가하고 있는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모두를

관지폐이형성증으로 진단된 환아들을 전형적 기관지폐

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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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Therapeutic Aspects and Morbidities of Severe BPD Patients
Classic (N=22)

Atypical (N=17)

P -value

695.0 [575.0-1,077.5]
25.9 [24.4-28.4]
13 ( 59.1%)
31.5 [27.0-34.0]
8 ( 36.4%)
9 ( 40.9%)
14 ( 63.6%)
15 ( 68.2%)
8 ( 36.4%)
9 ( 40.9%)
2 ( 9.1%)
6 ( 27.3%)
2.5 [1.0-4.3]
5.0 [3.0-6.0]
131.0 [98.8-155.8]
50.5 [36.0-79.0]
131.0 [91.3-155.8]
11 (50.0%)
5 ( 22.7%)
9 ( 40.9%)
22 (100.0%)
17 ( 77.3%)
9 ( 40.9%)
9 ( 40.9%)
2 ( 9.1%)
13 ( 59.1%)
5 ( 22.7%)
12 ( 54.5%)
1 ( 4.5%)

760.0 [667.5-975.0]
26.3 [25.5-28.0]
8 (47.1%)
33.0 [30.0-35.5]
6 (35.3%)
4 (23.5%)
15 (88.2%)
13 (76.5%)
5 (29.4%)
9 (52.9%)
6 (35.3%)
8 (47.1%)
4.0 [2.0-5.0]
6.0 [3.0-7.0]
120.0 [95.0-164.0]
42.0 [8.5-110.5]
102.0 [86.5-158.0]
7 (41.2%)
6 (35.3%)
9 (52.9%)
7 (41.2%)
14 (82.4%)
5 (29.4%)
6 (35.3%)
2 (11.8%)
13 (76.5%)
8 (47.1%)
7 (41.2%)
0 ( 0.0%)

0.656
0.823
0.455
0.118
0.662
0.307
0.140
0.568
0.740
0.455
0.059
0.201
0.261
0.524
0.836
0.456
0.749
0.584
0.482
0.455
<0.001
1.000
0.518
0.721
1.000
0.318
0.172
0.408
1.000

Total (N=39)
710.0 [625.0-990.0]
Birth weight (g)
26.3 [24.9-28.1]
Gestation (weeks)
21 (53.8%)
Male sex
32.0 [29.0-34.0]
Maternal age
14 (35.9%)
Multiple pregnancy
13 (33.3%)
IUGR
29 (74.4%)
Antenatal steroids
28 (71.8%)
Cesarean section
13 (33.3%)
Maternal hypertension
18 (46.2%)
PROM
8 (20.5%)
CCAM
14 (35.9%)
HCAM
3.0 [1.0-5.0]
1 min Apgar
5.0 [3.0-6.0]
5 min Apgar
128.0 [96.0-157.0]
Hospital days (d)
45.0 [30.0-85.0]
Duration of MV (d)
Duration of O2 therapy (d) 112.0 [89.0-155.0]
18 (46.2%)
HF ventilator use
11 (28.2%)
iNO gas use
18 (46.2%)
Postnatal steroids
29 (74.4%)
RDS
31 (79.5%)
PDA
14 (35.9%)
Pulmonary hypertension
15 (38.5%)
NEC
4 (10.3%)
IVH (Gr≥2)
26 (66.7%)
ROP
13 (33.3%)
Osteopenia
19 (48.7%)
Bacterial sepsis
1 ( 2.6%)
Fungal sepsis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25-75%]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CCAM, clinical
chorioamnionitis; HCAM, histological chorioamnionitis; MV, mechanical ventilation; HF, high-frequency; iNO,
inhaled nitric oxid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이형성증 환아군과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

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Charafeddine 등3)은

으로 분류하고 두 군을 비교하여 주산기적 요인 및 출생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를 초기 신생아 호흡곤

후 치료 중 차이점을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문헌에서와

란 증후군이 없었으면서 최소 6일 이상 산소를 사용하지

같이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들의 치료에서 전

않았거나, 초기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해결되었고,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들 보다 산소나 인공환기기

이후 생후 10일 이내에 최소 72시간 이상 산소 없이 지

치료 등의 기간이 더 짧은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낸 경우로 분류 하였고, 2004년 Panickar 등21)은 출생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

초기 급성 호흡 곤란증의 해결 유무와 생후 48 시간 동

성증의 분류는 1999년 Charafeddine 등3)에 의해 발표

안 흡기 산소 필요량 0.3을 기준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되었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고, 이에 대한

그러나, 두 분류 모두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류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상

Charafeddine 등3)의 분류에서는 출생 초기 대기 농도

기의 분류를 따르고 있지만 이전의 연구에서 보였던 여

의 산소로 지낸 환아만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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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severity scores. Abbreviations : BPD, bronchopulmonary dys*
plasia;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 <0.05 vs. Classic BPD group and Atypical BPD RDS+ group; †P <0.05 vs. Classic BPD group and Atypical BPD RDS- group;
‡
P <0.05 vs. Atypical BPD RDS+ group and Atypical BPD RDS- group.

분류하였기 때문에 미숙아 무호흡 등으로 초기에 단기간

소를 쓰지 않다가 이후 다시 산소를 사용하게 된 환아들

저농도 산소나 비강내 지속적 양압환기요법을 받은 환아

중에서 총 산소 투여 기간이 28일 이상인 환아들을 비전

가 모두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로 분류가 되는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으로 정의하였다. 단, 생

21)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Panickar 등 의 분류법은 기관

후 10일 이내에 무호흡 등의 치료 목적으로 흡기 산소

지폐이형성증의 정의를 생후 28일을 시점으로 하였기

농도 0.3 미만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생후 10일 이후에

때문에 발생률이 높아지고, 생후 48시간을 시점으로 급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전형적 기관

성 호흡곤란의 해결 유무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지폐이형성증 환아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에는 무호

늦게 급성 호흡곤란이 해결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비

흡으로 산소를 사용한 기간은 산소 사용 기간에서 제외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 해당되나 정의상 전형

하였다.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발생률에 대한 국내 논

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로 분류되는 단점이 있었다.
3)

이에 본 저자들은 Charafeddine 등 의 분류를 기본으

문으로는 2001년 Choi 등35)과 2002년 Kim 등36)의 연

로 하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없었거나 또는 신생

구가 있는데 당시 연구들은 전형적인 환아군이 비전형적

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해결된 환아 중에서 초기에 무호

환아군에 비하여 발생률이 더 높았고, 전형적인 환아군

흡 등의 치료로 산소나 비강내 지속적 양압환기요법을

에서 인공 환기기나 산소 치료의 기간도 통계적으로 유

단기간 받고 지내다가 이후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사용

의하게 길었다. 또한, Charafeddine 등3)의 연구에서도

21)

한 환아를 분류할 때 Panickar 등 의 분류법을 참조하

전형적인 군에 속하는 환아들의 발생률이 비전형적인 군

였다. 그래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해결되지 않고

의 발생률 보다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전형적

지속적으로 산소를 총 28일 이상 사용한 환아들을 전형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이 전형적인 환아군에 비하여

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으로 분류하였고, 신생아 호

많았고(77명 vs 64명), 두 군간 인공환기기나 산소치

흡곤란 증후군이 없었거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해

료 기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되면서 생후 10일 이내에 연속적으로 72시간 이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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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간의 중증도 분류를 보면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의해서 중등증 이상의 기관지폐이형성증을 보일 수 있다

환아에서 경증:중등증:중증이 20:22:22 이고 비전형적

는 가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 환아군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의 경증:중등증:중증은 31:

을 대상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더

29:17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등도 분류의 차

흔한 고진동 인공환기기의 사용은 전형적인 환아군에서,

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두 군간 산소 및 인공환기

산전 스테로이드의 사용, 임상적 융모양막염과 병리학적

기 치료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

융모양막염은 비전형적인 환아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할 수 있다.

을 보였다. 이는 산전 요인(산전 스테로이드의 사용, 임

중증도 점수 비교를 보면 생후 14일까지는 전형적 기

상적 융모양막염, 병리학적 융모양막염) 중 일부가 비전

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의 점수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

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과 관련이 있고, 출생 후 요인(더

군이 있었던 비전형적 환아군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흔한 고진동 인공환기기의 사용) 중 일부가 전형적 기관

이 없었던 비전형적 환아군의 점수에 비해 각각에서 통

지폐이형성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

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지만, 특히 신생아 호흡곤란

증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경증에서 병리학적 융모양막염

증후군이 없었던 환아군과는 이후에 일부 시점을 제외하

만이 독립변수로 나오고, 중등증과 중증에서는 다변량

고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추하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세분될 때 환아군이 많지 않은 것과 또한 중증도가 심해

있는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군 중 생후 14일

질수록 두 군간의 임상적 특징이나 치료 등에 있어서 차

이후에 인공환기기의 압력이나 산소요구량 등에 있어서

이점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

전형적인 환아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환아군이 포

증 기관지폐이형성증에서 전형적인 군과 비전형적인 군

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의 비교에 있어서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 여러 가지 주산기적 요인의 비

었는데, 이는 중증의 기관지폐이형성의 발생은 출생 전

교에서 자궁내 성장지연은 전형적인 기관지폐이형성증

원인 이외에 출생 후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등에 의하여

환아군에서 더 많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

폐손상이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두 군간의 폐손상 정

결과와는 약간 상이하다3, 21, 33). 이러한 결과는 자궁내

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지연이 있는 경우 태내부터 폐의 발달에 이상이 생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치료법은 알

겨서 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려져 있지 않은 병이다. 1980년대 초부터 기관지폐이형

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생

성증의 치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왔던 전신 스테로이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비전형

드는 1990년대 말에 들어와 신경발달지체, 뇌성마비 등

적 환아군에서 더 많았는데, 이것은 산전 스테로이드 사

장기 신경학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

용으로 인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이 감소되었기

지면서 급격히 사용이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매우 제한적

때문이라 생각된다. 1분과 5분 Apgar 점수가 전형적인

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39, 40). 또한 예전부터 기관지

군에서 낮았던 이유는 모든 환아들이 급성 호흡곤란 증

폐이형성증의 고전적인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이뇨제는

후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 초기 Apgar 점수가

기관지폐이형성증의 경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 양막파수 여부, 임상적 융

전해질 불균형과 신석회화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모양막염, 병리학적 융모양막염은 모두 비전형적 기관지

있어 최근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밖에 기관지폐

폐이형성증에서 더 많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자궁내 염증

이형성증의 병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호흡기계에

이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다른 연구

서 Ureaplasma urealyticum colonization을 박멸하기

결과와도 일치한다13-15, 37, 38). 두 군의 중증도별 비교에

위해 erythromycin을, 폐포화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서 보면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산소 치료의 기간과 인공

retinol (vitamin A)을, 활성 산소 라디칼에 의한 폐 손

환기기의 사용 기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서 비슷해지는

상을 막아보고자 항산화제를 투여한 시도들이 있어왔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

만 아직까지 이 중 효과가 널리 인정되어 기관지폐이형

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성증의 실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은 reti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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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 따라서 현재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독립변수였고, 산전 스테로

로서는 산소독성, 압력/용적상해, 출생 전후의 감염 등으

이드 사용, 임상적 융모양막염과 병리학적 융모양막염은

로 인해 손상된 폐를 재생시키고 정상 폐포발달을 유지

비전형적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독립변수였다.

(vitamin A)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또는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절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산전 요인(산전 스테로이드 사

실하다. 그런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용, 임상적 융모양막염, 병리학적 융모양막염)은 비전형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를 병인에 따라 제대로 분류하여

적인 기관지폐이형성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산후

각각의 유형에 맞는 예방법과 치료법의 발견이 필요하

요인(더 흔한 고진동 인공환기기 사용)은 전형적 기관지

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지폐이형성증에 대한 더 많은 임

폐이형성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앞으로, 위와 같은

상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연구

임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예방과 치

들이 더 많아질수록 신생아학에서 난제 중에 하나인 기

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관지폐이형성증에 대한 이해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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