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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호흡을 주소로 내원한 신생아에서 내원 당시
임상 소견 중 예후 추정 인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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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e Prognostic Factors among the Revealing Clinical Manifestations
at Admission in Neonates with Tachypnea
Jung Mu Lee M.D., Doo Kwun Kim, M.D., and Sun Ju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Purpose : This study is for being aware of clinical manifestations in neonates with
tachypnea; discussing the early clinical characteristics that would lead to prolonged symptoms; and investigating the predictive factors that would cause more morbid and progressive diseases other than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TTN).
Methods :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44 neonates
who we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Dongguk University Hospital of
Pohang for tachypnea, from March 1, 2003 to December 31, 2005.
Results : The patient characteristics showed male predominance of 2.6:1. Among the 44
neonates with tachypnea, TTN (24 cases, 54.5%) showed the highest incidence, followed by
pneumonia (6 cases, 13.6%), idiopathic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5 cases, 11.4%),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4 cases, 9.1%), cardiac disease (2 cases, 4.5%), sepsis (2
cases, 4.5%) and neonatal asphyxia (1 case, 2.3%). We compared TTN group with other
groups including pneumonia, idiopathic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nd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We observed less incidence of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
(P<0.05); less likely to develop tachypneic symptom after 12 hours postpartum (P<0.05);
shorter duration of tachypneic symptom (P<0.05); and less incidence of nasal flaring
(P<0.05) in TTN group.
Conclusion : The higher chance of pulmonary complications was observed in tachypneic neonates with either history of PROM or onset of tachypneic symptom after 12
hours postpartum. The prolonged tachypneic symptom and combined pulmonary complications were seemed to be accompanied with neonates showing nasal flaring. (J
Korean Soc Neonatol 2006;1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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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빈호흡은 신생아기 호흡 곤란의 증상 중의 하나이
며, 신생아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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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호흡 ―

호흡수가 분당 60회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며, 유병률

차 과도통기는 호전되며 폐혈관 음영이 증가하게 된

은 신생아의 2.9-7.6% 정도로 나타나고, 약 4.3%는

다고 하였다. 신생아기 동안의 이러한 폐액 제거에 관

산소 투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한 기전은 폐의 상피 세포에서 능동적 나트륨 흡수에

신생아에서 생후 첫 날 나타나는 징후들 중 약 60%

의해 출생 후 분비에서 흡수로 전환됨에 의해 이루어

1)

를 차지한다 . 빈호흡의 원인은 크게 폐에 관련된 원

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atrial natriuretic peptide

인과 폐 외의 원인으로 분류되며, 청색증을 동반하기

(ANP)가 이 나트륨 통로의 활성도에 영향을 주고, 2

도 한다. 빈호흡은 패혈증이나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

형 폐포 세포가 ANP의 표적 역할을 한다고 하며, 혈

성 폐렴의 한 징후일 수도 있고, 높은 외부 환경 온도

중 ANP의 농도가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환아에서 감

에 노출될 때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한 주산기

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 또한 혈액량이 증가된 만삭아

저산소증에 의한 대사성 산증이나 저칼슘혈증, 저혈당

에서 이에 대한 적응반응의 지연으로 인하여 빈호흡

2)

4)

5)

증 등도 빈호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 초래되기도 하므로 ,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에게

빈호흡은 흔히 태아의 폐액 흡수가 지연되거나 폐

의 수액 투여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비교

표면 활성제의 부족으로 인해 폐 유순도가 감소됨으

적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환아

로 인하여 초래된다. 폐 유순도가 감소되는 경우, 일

에서 투여되는 수액량이 많을 경우, 폐 상피 세포에서

회 호흡량은 낮추고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환아

의 이러한 폐액 제거 과정이 더욱 저해될 수 있을 것

가 호흡 운동에 힘을 덜 들이고도 기능적 잔류용적을

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빈호흡의 지속 시간과 투여된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빈호흡이 생후 3-4시간

수액량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상 지속되는 끙끙거림과 동반된다면, 이는 특발성

알아보고자 하였다.

호흡곤란 증후군, 폐렴, 패혈증 또는 중증 심장 질환
에 의한 호흡 곤란을 시사한다고 하나, 신생아 일과성

대상과 방법

빈호흡으로 최종 진단되는 환아 중에서도 빈호흡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일부 환아에서는 호흡수는 빠
르지만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 보이지는 않는 경

1. 대 상

2)

우도 있다 .
따라서 빈호흡을 가진 신생아들이 1차 의료기관으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9

로부터 자주 전원되어 오는 본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

개월간 포항 동국대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빈호

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

흡을 보여 입원한 신생아 44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호흡을 가진 신생아들

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의 임상 양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환아들의 초기 임상

2. 방 법

증상, 징후 및 산과력 중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동반될
때에 환아의 증상이 더욱 오래 지속되는지, 신생아 일

환아들에서 남녀비, 출생체중, 재태연령, 출산력, 조

과성 빈호흡보다 더 중한 경과를 취하는 질환을 예견

기 양막 파수, 분만 방식, 자궁수축제 사용 여부, 1분

할 만한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

과 5분의 Apgar 점수, 출생 후부터 빈호흡이 발현된

고자 하였다.

시점까지의 기간, 빈호흡의 지속시간, 최대 호흡수, 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

대 산소 공급량을 조사하였고 빈호흡과 동반된 증상

3)

지지 않았지만, Avery 등 은 출생시 폐포내에 있던

으로 흉부 함몰, 비익 호흡, 호기성 신음 및 청색증

폐액의 제거 및 흡수가 늦어져서 발생한다고 하며, 이

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흉부 방사선 사진과 동맥혈

는 흡수되지 못한 간질 내의 폐액이 기도를 압박하여

가스 분석, 적혈구 용적, 혈당 및 혈액 배양검사 결과

기도 폐색에 의해 공기가 잔류되어 과도통기 소견을

를 조사하였으며 뇌초음파와 심초음파 검사가 실시된

보이고 이로 인해 환기-관류비의 불균형으로 저산소

경우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증이 생기고 그 후 간질 내의 폐액이 흡수되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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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진단은 출생 후 6시간 이

― 저 자 : 이정무·김두권·이선주 ―

내에 빈호흡을 보인 신생아로서 빈호흡이 지속되면서

3. 통계적 방법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과도통기, 폐혈관 음영증가, 심
비대 등을 보인 경우 중 빈호흡을 일으킬만한 다른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폐렴의 경우는 특발

Windows (ver 10.0)를 이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

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유사한 흉부 방사선 소견을 보

해서는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연

이면서 청진상 수포음이 들리거나 C-반응성 단백이나

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Oneway ANOVA, Kruskall-

혈청 백혈구 수가 증가되었고 인후 배양 검사 상에서

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로

양성을 보인 경우로 폐표면활성제의 사용 없이 호전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

된 경우에 진단하였다. 태변흡인 증후군은 태변에 착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색된 양수를 보이면서 흉곽의 팽창, 수포음이 청진되
거나 흉부방사선 소견 상 양측 폐의 과환기, 폐문주위

결

의 불규칙한 음영증가와 횡격막의 수평화 등의 소견

과

을 보일 때에 진단하였다. 신생아 호흡곤란의 가장 중
요한 원인 질환인 특발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위액 진
탕검사 및 흉부 방사선 소견으로 진단하였는데 과소
통기, 망상 과립상 및 기관지 음영을 보이면서 표면활
성제 사용 후 산소요구량이 감소한 경우로 신생아 일
과성 빈호흡과 구별하였다. 혈액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생아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심장
질환은 심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로 하였다.
환아들의 최종 진단명을 빈도순으로 분류하였으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폐렴, 특발성 신생아 호흡곤
란 증후군, 태변흡인 증후군을 포함한 폐 질환 군과,
일과성의 경과를 나타내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군
으로 나누어서 양 군 사이의 남녀비, 출생체중, 재태
연령, 출산력, 조기 양막 파수, 분만 방식, 자궁수축제
사용 여부, 1분 Apgar 점수, 출생 후부터 빈호흡의
발현시간, 빈호흡의 지속시간, 최대 호흡수, 최대 산소

대상 환아의 임상적 특징으로는 남아가 32례(72.7
%), 여아는 12례(27.3%)로 남아에서 2.6:1로 많이 발
생하였으며, 출생체중의 평균은 2,904±639 g이었고,
2,500 g 미만이 10례(22.7%), 2,500 g 이상에서 4,000
g 미만이 32례(72.8%), 4,000 g 이상이 2례(4.5%)였
다. 재태연령은 평균 37.4±3.1주였으며 34주 미만이
4례(9.1%), 34주에서 37주 미만이 14례(31.8%)였으며,
37주 이상이 26례(59.1%)였다(Table 1).
분만력을 보면 12시간 이상 지속된 조기 양막 파수
가 5례(11.4%), 유도 분만된 경우가 2례(4.5%)였다.
질식 분만으로 태어난 경우가 19례(43.2%), 제왕절개
로 태어난 경우가 25례(56.8%)였으며, 겸자 분만이나
둔위 분만의 경우는 없었다. 산모가 당뇨나 천식 등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1분 Apgar 점수가 46점인 경우가 5례(11.3%) 있었으나 기도삽관이나 인

공급량, 흉부 함몰 여부, 코 벌렁임 여부, 호기성 신음
및 청색증 등 여러 임상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천성 심장 질환, 패혈증 등의 전신적인 질환은 증례
수가 많지 않아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Variables

또한,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신생
아 일과성 빈호흡 군의 환아에서 입원 2일째와 3일째
투여된 수액의 양을 조사하고 빈호흡 지속기간과의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입원 첫날은 본원에서의 재원
시간이 환아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자료는 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입원 4일째 부터는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한 환아의 수가 증가하여 이후에는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배제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Infants with Tachypnea
according to Sex, Birth Weight and Gestational Age
(n=44)

Sex
Male
Female
Birth weight (g)
<2,500
≥2,500
Gestational age (wks)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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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patients (%)
32 (72.7)
12 (27.3)
10 (22.7)
34 (77.3)
18 (40.9)
26 (59.1)

― 빈호흡 ―

공호흡기의 사용은 없었으며, 5분 Apgar 점수는 모두

각각 2례(4.5%), 신생아 질식이 1례(2.3%)의 순으로

7점 이상으로 정상이었다(Table 2).

나타났다(Table 5).

빈호흡의 양상을 보면 출생 후 6시간 이내에 발생

최종 진단명 중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신생아

한 경우가 26례(59.1%),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발

일과성 빈호흡 군과, 그 외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생한 경우가 13례(29.5%)이며, 24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 특발성 호흡 곤란 증후군, 태변 흡인 증후군을

경우도 3례(6.8%)가 있었다. 빈호흡 지속시간은 48시

포함하는 폐 질환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신생아

간 이내가 8례(18.1%), 72시간 이상은 22례(50.0%)가

일과성 빈호흡 군에서 조기 양막 파수의 병력이 있는

있었으며, 최고 264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고(P<0.05), 빈호흡이 발현된

최대 호흡수는 평균 94±14회/분이었으며 대개가 100

시기가 출생 후 12시간 이후인 경우가 의미있게 적었

회 미만이었으나 100회 이상인 경우도 14례(31.8%)에
이르렀다. 최대 산소 투여량은 분당 5 L 이상이 23례
(52.3%)로 가장 많았다(Table 3).
빈호흡과 동반되는 증상을 살펴보면 흉부 함몰(28
례)과 코 벌렁임(19례)이 많았으며 청색증도 12례나
되었다. 청색증과 흉부함몰은 빈호흡 지속시간과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코 벌렁임을 동반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호흡의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최종 진단명으로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인 경우가
24례(54.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폐렴이 6
례(13.6%), 특발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5례(11.4%),
태변 흡인 증후군이 4례(9.1%), 심장 질환과 패혈증이

Table 2. Perinatal Data of Infants with Tachypnea
(n=44)
Variables
Parity
Primigravida
Multigravida
PROM (hrs)
<12
12-24
>24
Mode of delivery
Vaginal
Cesarean section
Oxytocin induction
Yes
Apgar score (1 min)
0-3
4-6
7-10

No. of patients (%)
20 (45.5)
24 (54.5)
39 (88.6)
4 ( 9.1)
1 ( 2.3)

Table 3. Distribution of Infants with Tachypnea
according to Onset, Duration, Maximum RR and O2
Supply (n=44)
Variables

No. of Patients (%)

Onset of tachypnea (hrs)
<6
6-12
12-24
>24
Duration of tachypnea (hrs)
<24
24-48
48-72
>72
Maximum RR (rates/min)
60-80
80-100
100-120
>120
Maximum O2 supply (L)
<1
1-2
2-5
>5

26
13
2
3

(59.1)
(29.5)
( 4.5)
( 6.8)

2
6
14
22

( 4.5)
(13.6)
(31.8)
(50.0)

6
24
12
2

(13.6)
(54.3)
(27.3)
( 4.5)

8
2
11
23

(18.2)
( 4.5)
(25.0)
(52.3)

Abbreviation : RR, respiratory rate

Table 4. Distribution of accompanied Physical
Findings in Infants with Tachypnea and Correlations with Duration of Tachypnea (n=44)

19 (43.2)
25 (56.8)

Variables

2 ( 4.5)

Chest retraction
Nasal flaring
Cyanosis
Inspiratory rale
Expiratory wheezing

0 ( 0.0)
5 (11.3)
39 (88.7)

Abbreviation :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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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patients (%)
28
19
12
2
1

(63.6)
(43.2)
(27.3)
( 4.5)
( 2.3)

Significance
NS
P<0.001
N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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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5). 또한, 이 경우에 빈호흡의 지속 시간이
더 짧았으며(P<0.05), 진찰 소견에서 코 벌렁임을 동

고

반한 경우가 의미 있게 적었다(P<0.05). 성별, 출생체

찰

중, 재태연령, 분만 방식을 비롯한 그 외의 항목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빈호흡에 대한 진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후 수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군에서 입원 2일째와 3일째

분 내에 환아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정맥내로 투여된 수액량은 평균 85.6±23.9 mL/kg/

만, 대개의 경우 첫 15분에서 20분 내에 빈호흡이 소

day와 106.8±29.6 mL/kg/day이었으며, 2일째는 최저

실된다. 따라서 생후 20분 이상 빈호흡이 지속되는 경

50 mL/kg/day와 최고 137 mL/kg/day, 3일째는 최저

우에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60 mL/kg/day와 최고 185 mL/kg/day 였다. 투여된

빈호흡의 주요 원인은 호흡기와 심혈관계 문제이므

수액량과 빈호흡의 지속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로 이러한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병력

으나 유의한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청취에서 얻어지는 유용한 정보가 있으므로 자세한
2)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 . 당뇨병 산모에게서 출생한 과
체중 신생아에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특발성 신생
6)

아 호흡곤란증, 저혈당의 빈도가 높으며 , 천식을 가
Table 5. Diagnosis and Incidence of Tachypnea in
44 Infants
Diagnosis
TTN
Pneumonia
RDS
MAS
Cardiac disease
Sepsis
Asphyxia

진 산모의 신생아에서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빈
7)

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o. of Patients (%)
24
6
5
4
2
2
1

출생 시 적혈구 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혈

(54.5)
(13.6)
(11.4)
( 9.1)
( 4.5)
( 4.5)
( 2.3)

관의 저항이 증가하고 태아 폐액의 흡수가 감소되어
호흡 곤란의 빈도가 증가하며, 형제 자매의 출생 시
병력에서 폐표면활성제 B 단백 결핍이나 조기 발현된
침습성 B형 연구균 질환이 있는 신생아에서는 같은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18시간 이상의 양막 파수
가 있거나 임신 중 산모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신

Abbreviations : TTN, transient tachypnea of newbor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MAS,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생아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 경막외 마취도 산모와 신
생아에서의 발열과 관련되며, 진통없이 제왕절개술로

Table 6. Comparisons of Clinical Data according to TTN and Other Pulmonary Disease including Pneumonia,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and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onate

Male (%)
Birth weight ≥2,500 (%)
Gestation age ≥37 week (%)
Cesarean section (%)
PROM ≥12 hours (%)
Onset of tachypnea ≥12 hours after birth (%)
Duration of tachypnea (hrs)
Maximal RR (/min)
Chest retraction (%)
Nasal flaring (%)
Cyanosis (%)

TTN (n=24)

Other pulmonary disease (n=15)

Significance

20 (83.3)
19 (79.2)
14 (58.3)
12 (50.0)
1 ( 4.2)
0 ( 0.0)
68.7±39.9
94.8±12.1
14 (58.3)
6 (25.0)
4 (16.7)

9 (60.0)
11 (73.3)
10 (61.5)
6 (40.0)
4 (26.7)
4 (26.7)
131.3±80.2
93.3±16.3
11 (73.3)
12 (80.0)
6 (40.0)

NS
NS
NS
NS
P<0.05
P<0.05
P<0.05
NS
NS
P<0.05
NS

Abbreviations : TTN, transient tachypnea of newbor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RR, respirato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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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경우에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과 신생아 지
8-10)

속성 폐 고혈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5)

경우가 있으므로 , 투여하는 수액량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여되는 수액량이 많을수록

출생 이후에는 호흡 곤란의 시간 경과도 진단에 도

폐 상피 세포에서의 이러한 폐액 제거 과정에 방해가

움이 되는데, 출생 시부터 증상을 나타내는 신생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빈호흡의 지속 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특발성 신생아 호흡 곤란증,

간과 투여된 수액량과의 사이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였

기흉, 태변 흡인 증후군, 또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 등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고, 출생 후 수 시간이 지나면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과 관계되는 주산기 상황은

서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경우는 청색증형 선천성 심

미숙아,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경우, 둔위분만이나 급

질환, 출생 후 흡인, 기관식도루 또는 마약금단 등과

작분만, 신생아 가사, 산모의 마취나 과진정, 저단백혈

8, 11)

관련되어 있다

15, 16)

.

증 등이 있다

환아의 진찰은 중성 온도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

. 또한 당뇨병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
17)

아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위험이 높으며

천식

며, 호흡수와 함께 코 벌렁임, 흉부 함몰, 끙끙거림 등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의 위험

도 기록하여야 하며, 심장 박동수의 변화도 관찰해야

이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 연관관계는 아직 불분명

한다. 흉부 방사선 소견에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은

하다 . 또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을 앓았던 신생아가

폐 부위가 희미하고 정상 폐 용적을 가지며, 폐문림프

성장하여 4-5세가 되었을 때 천식의 발병률이 상대적

절 주위 음영이 증가하고 수평틈새에 체액이 차기도

으로 높다는 보고도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일

한다. 경증의 특발성 신생아 호흡 곤란증은 초기에 방

과성 빈호흡이 44례 중 24례로 50% 이상을 차지했으

사선 사진 상 특이적이지 않지만 몇 시간 내에 점점

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5배 많았으나, 분만력에서

진행되면서 망상과립모양과 공기기관지 조영상을 볼

는 질식분만과 제왕절개가 각각 12례로 나타나, 제왕

수 있으며 중증의 특발성 신생아 호흡 곤란증에서는

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에서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이

폐용적이 줄어든다. 태변 흡인 증후군은 모호한 침윤

더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자궁수축제를 사용한

이 보이며, 무기폐의 반점형태로 표현되거나 공기잡이

경우가 2례였으며 산모가 당뇨나 천식 등의 질환을

12-14)

에 의한 과팽창을 볼 수 있다

.

18)

19)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있는 신생아의 관리는 진단,

폐렴은 주로 지속된 분만산통이나 양막파열로 인해

중증도, 증상발현 시간에 의존하며, 일반적인 원칙이

발생하며 양막염이 보이기도 한다. 출생시 종종 처져

필요하다.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로 금식 중이라면

있으며 간혹 소생술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

생후 첫날은 정맥내로 10% 포도당 용액을 3-3.5 mL/

나 대부분은 항생제에 잘 반응한다. 보통 임상적으로

kg/hr의 속도로 공급해야하며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3-4일 내에 호전을 보이나 1주 이상 지속되기도 한

2)

1)

72-84 mL/kg/day이다 . 본 연구에서는 수액량의 편

다. Agrawal 등 은 특발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유사

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은 일부 환아에서 경구로

한 흉부 방사선 소견을 보이면서 청진상 수포음, 패혈

투여된 수액량을 고려하지 않고 정맥내로 투여된 양만

증 등의 폐외증상, 기도 흡인액이나 혈액배양에서의

조사하였기에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액량이

양성, C-반응성 단백이나 혈청 백혈구수 등 비특이적

많았던 경우는 생 후 수일이 지나서 본원으로 전원되

인 혈액검사상 비정상소견, 인후배양 검사 상 양성을

었던 경우가 포함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혈

보인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를 진단 기준

당치는 자주 감시해야하며 50 mg/dL 이상을 유지하

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진단 기준에 따라

여야 한다. 맥박산소측정기와 심폐감시기를 통해 활력

폐렴을 진단하였으며 44례 가운데 6례가 진단되었다.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복사온열기나 보육기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인 경우보다

내에서 중성온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관류가 잘 안 되

폐렴, 특발성 호흡곤란 증후군, 태변 흡인 증후군과

는 것처럼 보이면 생리식염수를 20 cc/kg로 15분 이

같은 질환에서의 호흡수가 더 많았으며, 이 경우 빈호

상 일시정맥주사로 줄 수 있다. 반면, 만삭아에서 혈액

흡의 지속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 소견

량 증가에 대한 적응반응이 지연되어 빈호흡을 보이는

중에서 흉부 함몰이나 청색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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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빈호흡을 시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코 벌렁임

출생 후 12시간 이후인 경우가 의미있게 적었다(P<

을 동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빈호

0.05). 또한, 빈호흡의 지속 시간이 더 짧았으며(P<

흡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빈호흡

0.05), 진찰 소견에서 코 벌렁임을 동반한 경우가 의

을 가진 환아를 진찰함에 있어서 코 벌렁임의 동반

미있게 적었다(P<0.05).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군에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

서 투여된 수액량과 빈호흡의 지속시간과의 상관관계

되며, 추후 더 많은 증례 수집과 함께 산모의 마취 방

를 조사하였으나 유의한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법, 자세한 과거력 등의 병력 청취, 주의 깊은 신체

결 론 : 빈호흡을 나타내는 신생아에서 조기 양막

검진 및 수액 투여 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및 분석

파수의 병력이 있거나 빈호흡이 발현된 시기가 출생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후 12시간 이후인 경우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보다
는 폐렴, 특발성 호흡 곤란 증후군, 태변 흡인 증후군

요

과 같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폐 질환의 가능성

약

이 더 높고, 이 경우 빈호흡의 지속기간이 더 길게 나
타났다. 진찰 소견 중에서는 코 벌렁임을 동반한 경우

목 적 : 본 연구에서는 빈호흡을 가진 신생아들의
임상 양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환아들의 초기 임상 소

에서 빈호흡이 더 오래 지속되며, 중증의 폐 질환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 중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동반될 때에 환아의 증상
이 더욱 오래 지속되는지,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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