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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산-염기 균형과 대사성 산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이병섭

Acid-base Balance and Metabolic Acidosis in Neonates
Byong Sop Lee, M.D., Ph.D.
Division of Neonatology, Department of Pediatric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Metabolic acidosis is commonly encountered issues in the management of critically ill neonates and especially of preterm infants
during early neonatal days. In extremely premature infants, low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immaturity of renal tubules to produce new bicarbonate causes renal bicarbonate loss. Higher intake of amino acids, relatively greater contribution of protein to the
energy metabolism and mineralization process in growing bones are also responsible for higher acid load in premature infant than
in adult. Despite widespread use of sodium bicarbonate in the management of severe metabolic acidosis, use of sodium bicarbonate in premature infants should be restricted to a reasonable but unproven exception such as ongoing renal loss. Despite concern
about the low pH value (<7.2) which can compromise cellular metabolic function, no treatment guideline has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management of metabolic acidosis in premature infants. Appropriately power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base
therapy to treat metabolic acidosis in critically ill newborn infants are de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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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계(non-bicarbonate buffer system, NBBS)로 구분되는데

서론

후자에는 혈색소(hemoglobin), 골격계가 수소이온을 완충하
1. 완충계(Buffering system)

는 가장 큰 역할을 하며, 그 외에 혈장 단백이나 인산 등이 나머

완충용액(buffer)이란 약산(weak acid) 또는 약염기(weak

지 완충계를 담당한다. BBS은 세포 외액 완충계의 약 86%를,

base)와 이에 각각 대응되는 음이온(conjugate anion) 또는 양

NBBS는 세포 내액 완충계의 약 60%의 역할을 담당한다. 완충

이온(conjugate cation)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대사성

용액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pKa의 값이 특

산증에서 완충용액은 새롭게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이온을 비

정 시스템의 pH와 유사하여야 하며 대체적으로 pH는 pKa의 ±

이온화된 형태로 변환시키는 방향으로 산-염기 반응을 진행시

1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2를 벗어나는 경우 첨가된 산 또는

킴으로써 한정된 시스템에서 수소이온 농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염기에 대한 완충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생체 BBS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완충계(buffering system)는 크게 중탄

의 pKa는 6.1이므로 정상 pH 7.4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

산염 완충계(bicarbonate buffer system, BBS)와 비중탄산염

구하고 BBS가 가장 효과적인 완충계인 이유는 첫째, 완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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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생성되는 CO2를 호흡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출시

(titratable acidity) 및 신수질 순환을 통해 공급된 암모니아이다.

킴으로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점, 둘째, BBS의 총량인

근위 세뇨관에서의 중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의 결합은 결국 여과

3

CO2의 및 약염기인 중탄산이온(HCO )의 농도의 합이 각각 1.2

되는 중탄산이온이 다시 흡수되는 것과 같으므로 혈액내로의

mmol/L 및 24 mmol/L로서 수소이온 농도인 40 nmol/L에 비

추가적인 염기의 공급은 없는 셈이지만 원위 세뇨관의 A형 사이

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 셋째, 신세뇨관의 중탄산염 재흡수 기능

세포(type A intercalated cell)에서 분비되는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 있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세포내의 기능은 세포

이온이 아닌 기타 완충계와의 결합은 혈액으로의 추가적인 염기

외액의 pH 7.4 보다 낮은 7.0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포

공급을 의미한다. 특히 원위 세뇨관에서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막 내외의 이온 농도에 따라 계산되는 세포내액 pH 값인 6.4 보

암모니아는 글루타민의 대사를 통해 근위세뇨관에서 생성되는

다는 높은 것이다. 이런 낮은 세포내 pH는 NBBS 등의 세포내

데 이를 촉매하는 효소는 glutaminase로 전신적 산증 상황에서

+

+

완충계와 Na -H exchanger를 통한 수소이온의 능동적 배출

활성도가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Fig. 1, 2)2).

등에 기인한다1).
2. 산 염기 균형

본론

인체에서 발생하는 종합적 산-염기 반응의 결과의 총합은 산
의 생산이다. 성인은 1 mEq/kg/일, 신생아는 이에 비하여 많은

1. 미숙아의 대사성 산증

2-3 mEq/kg/일의 수소이온을 생성한다. 이를 내재적 산 생산

대사성 산증은 미숙아, 특히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생후

(endogenous acid pro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사적 산

첫 1-2주 동안 흔히 관찰되는 문제로 신장기능의 미숙함이 원인

생산(metabolic acid production)과 위장관 산 생산(gastro

이다. 신장 기능의 미숙은 크게 사구체 여과율(glomerular

intestinal acid production)의 합이다. 대사적 산 생산은 섭취된

filtration rate)의 감소와 신세뇨관 산배설 기능의 미숙으로 구분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완전 산화

할 수 있다. 생후 첫 수일간 34주 미만 미숙아의 사구체 여과율

되어 CO2와 물로 변환되는 반면 아미노산 대사 과정은 수소이

은 성인의 약 10% 미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서서히 증가하

온의 농도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특히 염기성 아미노산이나 황

며 생후 3주경에야 만삭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3). 낮은 사

(sulfur)을 포함한 아미노산의 대사가 이에 기여한다. 위장관은

구체 여과율은 암모니아 및 적정가능산 배설의 감소 및 중탄산

유문을 기준으로 하여 산, 염기의 배설이 양상이 다른데 상부

이온 재흡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대사성 산증의 발생에 기여한

장관인 위에서는 위벽에서 수소이온을 분비하는 만큼 혈액으로

다. 신세뇨관의 미숙은 앞서 언급된 근위 신세뇨관에서의 이온

는 중탄산이온을 공급하는 반면 유문 이하인 췌장, 담낭 및 십
이지장 이하 장관에서는 내강으로 중탄산이온을 분비하는 만

NaHCO3

큼 혈액으로 수소이온을 공급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장관 내강
으로 더 많은 중탄산이온이 분비되므로 혈액으로는 더 많은 수
1)

소이온이 분비, 즉 산이 생성되는 셈이다 .

Na+

Na+

HCO3-

이처럼 인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혈액 내로 산이 공급됨에도 불

H+

구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신장에서 혈
액 내로 중탄산이온(bicarbonate)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신세뇨

H2CO3

+

H2O

CO2

HCO3Na+

H2CO3

CA Ⅳ

관 세포는 carbonic anhydrase를 촉매로 하여 내강에서 확산
을 통해 흡수된 CO2와 물로부터 수소이온과 중탄산을 발생시켜

ATP

H+

ATP

K+

CA Ⅱ

CO2

H2O

+

각각 세뇨관 내강과 혈액으로 분비한다. 이 과정에는 Na -K

ATPase, Na+-HCO3- co-transporter, Na+-H+ exchanger 및 H+
pump 등이 관여한다. 세뇨관 내강으로 수소이온을 분비하게 하
는 원동력은 근위 세뇨관에서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중탄산이온
이며, 원위 세뇨관에서는 인산염의 완충계인 적정가능산

Fig. 1. Mechanism of proximal tubular bicarbonate regeneration.
In premature infant, activity of Na+-H+ exchanger, Na+-HCO3 ¯ cotransporter and Na+-K+ ATPase is decreased and H+-ATPase activity
is not found. However, enzyme activities of carbonic anhydrase II and
IV are comparable to those of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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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 of distal tubular bicarbonate regeneration. In premature infant, the
number of type A intercalated cell is decreased to about a half numbers of adult. Increased
activity of glutaminase in response to metabolic acidosis is blunted. Thus, while the adult
kidney can increase ammonia production by 10-fold during acidosis, the neonate cannot.
These lead to decreased excretion of proton generated within the distal tubular cells and in
turn, decreased supplement of bicarbonate into blood.

통로들의 발현 저하, glutaminase의 활성도 저하와 원위세뇨관

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pH가 7.25 이상인 경우 PaCO2의 농도보

의 A형 사이 세포 수의 감소 등으로 설명된다. 다만 carbonic

다는 pH가 더 중요하다고 하여 소위 “permissive hypercapnea”

anhydrase의 활성도는 생후 26주의 초극소 저체중출생아에서

의 개념을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13). 그러나 임상적으로 생후 초

도 성인과 비슷하다고 알려졌다4). 이러한 신세뇨관 기능의 미숙

기의 미숙아에서 낮은 pH는 대부분 대사성 산증 뿐 아니라 호

은 낮은 신장 중탄산 역치(renal bicarbonate threshold)로 나타

흡성 산증에 의해서 함께 변화하므로 pH값 만을 기준으로 치

나며 생후 첫 수일간 미숙아에서는 혈청 중탄산 농도가 18

료 방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실제로 대사성 산증

mEq/L, 초극소 미숙아에서는 14 mEq/L 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뇌실내 출혈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뇌실내 출혈

5)

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pH나 base excess의 차이가 있을 뿐

. 미숙아에서 소변의 산성화 능력은 점차로 호전되어 생후 6주

경이 되면 만삭아나 성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다 . 또한 미

만 아니라 PaCO2 증가 또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 극소 저

숙아에서는 단백의 대사 이용률이 영아기의 5-6%보다 높아서

체중 출생아에서 PaCO2가 증가할수록 뇌혈류량이 증가하며 성

약 20%의 에너지가 단백질 대사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산의 부

인이나 만삭아에 비하여 뇌혈관의 자동조절범위의 폭이 좁으

6)

7)

하가 증가되는 원인이 된다 . 골성장의 과정에서 생기는

므로 혈압의 변화에 따른 뇌혈류의 변화폭이 큰 것은 잘 알려져

hydroxyapatite의 생성 또한 산 부하 증가의 원인이다.

있다14). 따라서 뇌실내 출혈이 산혈증에 의한 것인지, 과탄산혈

미숙아에서 대사성 산증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의 증가8), 뇌
9)

10)

혈류속도의 증가 , 뇌실내 출혈의 증가 등과 연관이 있으며 이
11, 12)

증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신생 자돈
(newborn piglet)에 염산(HCl)을 주입하여 대사성 산증을 유

. 그러

발한 경우 오히려 뇌백질 및 회색질의 혈류가 약 12% 정도 감소

나 아직 미숙아에서 대사성 산증의 확실한 치료방침은 정해져

하였으며 추후 6%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환기로 호흡성 산증을

있지 않다. 1992년 “A Joint Working Group of the British

유발한 후에야 뇌혈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5).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 and the Research Unit of

또한 염산 주입시 pH와 중탄산이온의 농도의 변화 폭이 동맥혈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의 보고서는 pH가 7.2미만인

에 비하여 뇌척수액에서 현저하게 적어서 뇌척수장벽은 중탄산

경우 세포의 대사기능을 손상시키므로 pH를 7.25 이상 유지하

이온이나 수소이온의 형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투과 저항성을 보

는 장기적인 신경학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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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뇌혈관의 직접적인 확장 및 이

반된 대사성 산증이 있는 경우에는 순환부전을 개선시키고 산

에 따른 혈류 증가는 이산화탄소가 뇌척수장벽을 통과하여 혈

소를 공급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나 유기산 대

관주위 조직에서 이차적 산혈증을 유발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

사 이상 등 비정상적인 이화작용에 의한 대사성 산증인 경우 역

으로 생각된다. 한편, 초미숙아의 치료 초기에 흔히 대면하는 상

시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서 대사성 산물의 체외 배출을 위한 치

황인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이 혼합된 경우 pH를 정상화하

료를 즉시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에서 중탄산염

기 위하여 보상적인 과호흡을 유발할 경우 자칫 과도한 알칼리

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초미숙아에서의 신성 소실이나 장 수

혈증을 유발하여 뇌혈류량의 감소는 물론 혈색소-산소포화도

술 후 또는 설사 등으로 인한 중탄산이온의 소실이 있는 경우에

곡선을 좌측 편위시키는 Bohr 효과에 의하여 조직의 산소 유리

한한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pH가 7.1 또는 7.0 미만인 심한 대사

능이 저하되어 허혈성 뇌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성 산증에서는 원인과 관계없이 NaHCO3를 공급하는 것을 권

16)

한다 .

장한다. 통상적인 NaHCO3 치료는 체중(kg)×염기 결핍량(base
deficit, mEq/L)×0.3의 절반 정도 용량을 서서히 정주한 후 동맥

2. 신생아 대사성 산증의 진단 및 치료

혈 가스검사를 확인하고 이후 추가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대사성 산증을 감별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혈중 음이온차

다18). 미숙아에서도 중탄산염의 투여는 교질용액에 비하여 대

(anion gap)를 확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소이온의 공급은 동

사성 산증을 교정하는 효과가 좋으며 호흡성 보상에 문제가 없

량의 비휘발성(non-volatile)산의 음이온이 공급되는 것이므로

는 미숙아에서라면 위의 용량의 투약은 pH를 대략 0.05, base

(예, lactate) 혈중 음이온차는 증가하는 반면, 중탄산이온의 소

excess를 대략 3 mEq/L 정도 증가시킨다19, 20). 그러나 NaHCO3

실은 소실되는 농도만큼 염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음이온

의 과다투여는 미숙아에서 체액과다, 고나트륨혈증, 과탄산혈증

차는 정상이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에서 정상 음이온차는 8-16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

mEq/L이며 미숙아에서는 18 mEq/L까지도 정상 음이온차의

히 생후 초기의 고장성 NaHCO3의 급속 주입이 미숙아에서의

17)

범위로 볼 수 있다 . 신생아에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정리하

뇌실내 출혈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1, 22). 폐표면활성제가

면 Table 1과 같다.

없었던 시기에 시행된 몇몇 연구에서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대사성 산증의 치료 원칙은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다. 즉, 신부

미숙아에게 NaHCO3을 수액 100 mL당 5-15 mEq/L 정도로 투

전이나 과도한 아미노산의 투여 같이 산의 생성이 배설을 넘어

여하여 pH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 실험군이 필요에

서는 경우 원인이 되는 물질의 공급을 제한하며, 주산기 저산소

따라 간헐적으로 NaHCO3를 보충한 대조군에 비하여 사망률과

증이나 패혈증 쇼크 등 불충분한 산소화로 인한 젖산혈증과 동

뇌출혈이 감소하지 않았고 추후 연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는 보고도 있으므로 현재 이러한 치료방침은 권장되지 않는다23,

Table 1. Common Causes of Metabolic Acidosis in Neonates
Pathogenesis
Loss of bicarbonate

Excess of excretory
capacity of acids

Abnormal metabolism

Causes
Renal loss
- immaturity, renal tubular acidosis, carbonic
anhydrase inhibitors
Gastrointestinal loss
- small bowel drainage, diarrhea
Rare causes
- aldosterone deficiency, excessive Cl¯ in
intravenous fluids
Renal failure
Toxins
- benzyl alcohol etc.
Amino acid metabolism
- pareteral nutrition or preterm formula
Rapid catabolism
- inborn errors of metabolism
Incomplete oxygenation
- lactic acidosis due to various causes

24)

. 심한 대사성 산증은 심폐소생술의 상황에서 흔히 겪게 되지

만 성인의 임상연구 및 동물실험에서 중탄산나트륨의 투여가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Levy 등25)이 심폐소생술시
의 NaHCO3투여의 효과에 대하여 20개의 문헌을 고찰한 연구
에서도 심폐소생술의 최종 결과에 이득을 준 연구는 없었으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2개,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가 8개였다.
유일한 전향적, 무작위적, 이중 맹검법을 이용한 성인 연구에서
도 심폐소생술시 염기성 완충용액의 투여는 생리식염수에 비하
여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했다26). 그 기전은 분명하지 않지만
호흡부전이 동반된 상황에서의 중탄산이온의 투여는 이산화탄
소 농도의 축적을 가져오고 이것은 심근 세포 내로 이산화탄소
의 확산을 유발하여 오히려 세포 내 pH를 감소시킴으로써 심근
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27). 지속적인 중탄산이온
의 공급은 추가적으로 NBBS의 완충계로부터 수소이온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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