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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적 치료로서 Indomethacin과
Ibuprofen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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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buprofen and Indomethacin for Prophylaxis of Patent Ductus Arteriosus in
Premature Infants
Bok Seon Jeon, M.D., Kyung Ah Kwon, M.D., Kyung Hee Park, M.D., Shin Yun Byun, M.D. and Myo Jing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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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our study was to compare the efficacy and safety of ibuprofen and indomethacin in the prophylaxis of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in preterm infants and to determine whether ibuprofen could be an alternative agent in prophylactic use.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including 37 preterm infants <1,500 g of birth weight, <34 weeks of gestation, whom were administrated indomethacin (n=17; January 2009-December 2009) or ibuprofen (n=20; January 2010-February 2011) within 24 hr
after birth was conducted. The rate of ductal closure, need for surgical ligation, clinical outcomes such as necrotizing enterocolitis,
intraventricular hemorrhage, bronchopulmonary dysplasia,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and death rate were compared.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mean gestational age, mean birth weight,
Apgar score, sex, type of delivery, maternal dexamethasone treatment, frequency and duration of ventilator and surfactant treatment. The closure of PDA on day 7 of life was in 19 of 20 infants of the ibuprofen group and 13 of 17 infants of the indomethacin
group (P =0.159).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clinical outcomes.
Conclusion: Ibuprofen has similar effects to indomethacin in the rate of PDA closure. Our study demonstrates that prophylactic
ibuprofen is relatively effective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clinical outcomes compared with indomethacin.
Therefore, ibuprofen may be used as an alternative agent in the prophylaxis of PDA in preterm infants.
Key Words: Ibuprofen, Indomethacin, Patent ductus arteriosus, Preterm infant

차지하는 질환이다1-3).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은 수분 제한 및

서론

대증 요법 등 보존적 치료나 약물 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
미숙아에서 동맥관 개존증은 동맥관을 통한 좌우 단락을 증

다. Indomethacin은 동맥관을 개존시키는데 필수적인 pro

가시켜 뇌실 내 출혈, 기관지폐 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등 여러

staglandin의 합성 억제제로 동맥관을 수축시켜 효과를 나타내

질환의 이환에 영향을 주는 미숙아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어4) 동맥관 개존증의 약물적 치료로 1976년부터 사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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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예방적 요법으로도 사용되었었다5). 그러나 indo

Indomethacin은 생후 첫 24시간 이내 정맥으로 0.2 mg/kg

methacin은 뇌, 신장, 장간막의 혈류를 감소시켜 신부전, 괴사

을 투여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0.1 mg/kg 을 2회 더 투여하였

성 장염, 위장관 출혈, 뇌실 내 출혈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

다. Ibuprofen은 생후 첫 24시간 이내 경구 혹은 정주로 10 mg/

6-8,29,30)

. 한편에서는 indomethacin만큼 동맥관 폐쇄

kg 을 투여하였고 24시간 간격으로 5 mg/kg 을 2회 더 투여하

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ibuprofen이 동맥관 개존증의

였다. Ibuprofen 군과 indomethacin 군 사이의 투여시간의 차

기도 한다

9)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 Ibuprofen은 indomethacin과 같은

이는 없었다. 이때 경구용법과 정주용법의 선택은 임상가가 판

prostaglandin합성 억제제이며 indomethacin에 비해 뇌혈류나

단하여 선택하였다.

신장, 장간막의 혈류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
10-13)

각 약물 사용 환자에서 성별, 출생체중, 재태연령, 분만 방법,

. 2009년까지 정주용 ibuprofen은 국내에서 이용이 쉽지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steroid 사용 여부, 폐 표면활성

않았기에 국내에서는 주로 경구용 ibuprofen이나 정주용

제 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및 사용기간을 조사하였다.

indomethacin을 미숙아 동맥관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여 왔

심장 초음파는 약물투여 종료후인 생후 7일에 시행하여 동맥관

다

14,15)

.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에서 indomethacin을 구할 수

단락 정도를 측정하였다. 주산기 합병증 평가를 위해 수유를 시

없게 되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정주용 ibuprofen을 구입하

작한 시기 및 완전 장관 영양이 가능해진 시기, 괴사성 장염, 뇌

여 경구 ibuprofen을 사용할 수 없는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동맥

실 내 출혈, 기관지 폐 이형성증, 미숙아 망막증, 생존여부 및 생

관 개존증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료적 목적

존아의 경우 총 입원기간 일수를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

뿐만 아니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indomethacin의 자

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괴사성 장염은 modified Bell’s

리를 대체하기에는 ibuprofen의 예방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

staging criteria Stage IIA16) 이상인 경우, 뇌실내 출혈은 Papile

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분류17)에 따라 뇌실 확장이 없는 2단계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미숙아에서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적 치료에 대해 그간 주로 사

미숙아 망막증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retinopathy of

용되어 왔던 indomethacin과 최근 indomethacin의 자리를 대

prematurity18) Stage III 이상이거나 양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하

체하고 있는 ibuprofen의 예방적 용법의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

였으며,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Jobe와 Bancalari19)의 진단기준

하고자 하였다.

에 따라 중등증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료와 검사의 모든

다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chi-square를 이용, P 값

대상 및 방법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2월까지 indomethacin과 ibuprofen을 각각 사용했던 기간으
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환자는 부산대학교 병원, 양

총 연구대상 37명 중 indomethacin군의 평균 재태 연령은

산부산대학교 병원과 동아대학교 병원의 3개 대학병원 신생아

27.14±2.36주, 평균 출생체중은 988.06±315.16 g 이고 ibupro

중환자실에 입원한 34주 미만, 출생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

fen군의 평균 재태 연령은 28.04±2.93주, 평균 출생체중은

체중 출생아에서 indomethacin이나 ibuprofen을 예방적 목적

1113.5±420.33 g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외 성

으로 생후 24시간 내에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기

별, 분만 방법,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steroid 사용 여부,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500 g 이하, 선천 심질환, 지속

폐 표면활성제 사용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및 사용기간에

성 폐고혈압, 선천기형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 전 혈뇨, 위장관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Ibuprofen을 사용한

출혈, 폐 출혈, 뇌실 내 출혈 등의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 배양 검

군에서 20명 중 2명(10%)만이 경구 약제를 사용하였으며, 18명

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중증 전신감염 소견이 있는 경우, 혈소판

은 정맥으로 약물을 투여하였다.

3

이 <60,000 /mm 인 경우는 환자군에서 제외하였다. 총 연구대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예방적 요법 시행 후 생후 7일에 시행

상은 37명으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indome

한 심초음파에서 indomethacin군은 76% (17명 중 13명),

thacin을 투여한 환자는 17명,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ibuprofen군은 95% (20명 중 19명)가 동맥관 폐쇄율을 보였으

ibuprofen을 투여한 환자는 20명이었다.

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159). 동맥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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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Parameters of Study Groups

Gestational age(wk)
Birth weight(g)

Table 3. Perinatal Outcome Variables of Studied Newborns

Indomethacin
Group
(n=17)

Ibuprofen
Group
(n=20)

Pvalue

27.14±2.36

28.04±2.93

318

988.06±315.16 1113.5±420.33 0.319

Apgar score

Indomethacin
(n=17)

Ibuprofen
(n=20)

P -value

Initiation of feeding (day)

10.29±8.8

6.1±4.70

0.073

Full enteral feeding (day)

63.00±7.0

42.88±21.47

0.065

NEC

4/17 (24%)

7/20 (35%)

0.447

BPD

11/17 (65%)

12/20 (60%)

0.769

(1 min)

3.71±2.2

3.95±1.94

0.283

IVH

12/17 (71%)

11/20 (55%)

0.330

(5 min)

5.88±2.08

6.25±1.27

0.180

ROP

7/14 (50%)

4/16 (25%)

0.156

Male/Female

9/8

13/7

0.456

Deaths

5/17 (29%)

4/20 (20%)

0.703

Antenatal steroid

4/17 (24%)

10/20 (50%)

0.098

Hospital days(alive)

113.17±58.95 71.53±33.09

0.034

Caesarean section delivery

9/17 (53%)

12/20 (60%)

0.666

Frequency

15/17 (88%)

16/20 (80%)

0.667

Duration (days)

32.76±30.88

15.8±16.16

0.058

Abbreviation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Data expressed as number (%) or mean±SD.

Surfactant treatment

11/17 (65%)

16/20 (80%)

0.460

3.82±4.14

8.95±4.73

0.084

Ventilator

Initiation of tratment (hr)

Data expressed as number (%) or mean±SD.

지속될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이 증가하고, 기관지 폐 형성
이상, 뇌실 내 출혈,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등의 이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20,21). 동맥관 개존증의 약물적 치료는 출생 24
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예방적 용법과 동맥관 개존증이 진단된

Table 2. Closure Rate of PDA
Indomethacin (n=17) Ibuprofen (n=20)
PDA closure

13/17 (76%)

19/20 (95%)

PDA ligation

4/17 (24%)

2/20 (10%)

P -value
0.159
0.383

Data expressed as number (%) or mean±SD.

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는 indomethacin군은 17명 중 4명,

후 치료적 목적으로 투여하는 용법이 있다. 동맥관 개존증의 치
료제로서 indomethacin은 약 20년간 사용되어온 효과적인 약
제로 indomethacin을 이용한 예방적 치료는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뇌실 내 출혈의 빈도는 감소시키는 결과
를 보였다22).

ibuprofen군은 20명 중 2명이었다(P=0.383)(Table 2). Ibupro

동맥관 개존증의 치료에 있어 ibuprofen의 효능에 대한 연구

fen을 사용한 환자 중 1명은 생후 7일 시행한 심 초음파상 동맥

에서 ibuprofen은 indomethacin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관 개존증이 닫힌 것을 확인하였으나 생후 11일부터 저혈압과

뇌혈류, 신장, 장간막 혈류에 영향을 주지 않아 indomethacin보

산소포화도 감소를 보여 생후 12일에 시행한 심초음파상 동맥

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23,24). 그러나 ibuprofen의 예방

관이 다시 열려 생후 13일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적 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들이 보고

수유 시작 시간(P=0.073) 및 완전 장관 영양까지 도달하는데

되고 있다. Gournay 등25)은 정주용 ibuprofen의 예방적 사용으

걸리는 시간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P=0.065). 괴사성 장염

로 3명의 미숙아에서 급성 저산소증과 폐고혈압이 발생하여 사

(P=0.447) 및 기관지 폐 형성 이상증(P=0.769), 뇌실내 출혈(P=

용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Shah 등26)도 ibuprofen이 예방

0.330), 사망률(P=0.703) 에서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생후 3일에 동맥관 개존증의 발생과

다. 생존환아의 평균 총병원일수는 indomethacin군은 113.17±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은 감소시켰으나 뇌실 내 출혈, 괴사성 장

58.95일, ibuprofen군은 71.53±33.09일로 ibuprofen군에서 통

염, 미숙아 망막증, 패혈증의 발생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P=0.034)(Table 3).

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동맥관이 자연폐쇄 될 수 있다는 점과
신장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방적으로

고찰

ibuprofen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Dani 등27)은 34주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생후 24

동맥관은 태아순환에 필수적인 혈관이지만 신생아에서 동맥

시간내 예방적으로 ibuprofen을 사용한 군과 심초음파로 진단

관 개존증이 지속될 경우 빈맥, 무호흡, 이산화탄소 저류 등의 다

된 후에 ibuprofen을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비교한

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미숙아에서 동맥관 개존증이

연구에서 ibuprofen을 예방적으로 투여한 군에서 생후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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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관 개존증의 발생이 의미있게 낮으며 두 군에서 의미있는

한 영향과 부작용 측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주용 제재 사용

합병증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Carolis 등

시 두 약제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볼 때 indomethacin이

28)

도 31주 미만의 미숙아 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bu

다시 생산되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다면 indomethacin

profen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였을 때 동맥관 폐쇄에 효과가 있

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한편으로 ibuprofen의

으며 ibuprofen의 사용으로 인한 의미있는 합병증의 발생은 없

경우, 정주용 제재는 고가의 약제이지만 경구용 ibuprofen (14

었다고 보고하였다.

원/kg)은 그 가격이 정주용 indomethacin (8,450원/kg)보다도

동맥관 개존증은 미숙아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렴하다. 현재까지 경구용 ibuprofen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

indomethacin의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본 저자들은 대체제

정이지만 몇몇 연구에서 indomethacin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

로서 ibuprofen을 예방적 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되었다. 국내의 한 연구31)에서는 경구용 ibuprofen이 indo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이견이 있어 본 연구에서 동맥관 개존

methacin 과 비교하여 효과와 부작용에서 차이가 없고 경제적

증의 예방적 치료로 indomethacin과 ibuprofen을 비교하게 되

으로 저렴하고 투여가 간단하므로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 치

었다. Ibuprofen을 사용하였던 군과 indomethacin을 사용한

료에 경구용 ibuprofen의 보편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

군에서 생후 7일에 동맥관 폐쇄율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예방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생후 24시간 이후에 약 투여를 고려한

적 ibuprofen이 indomethacin만큼 동맥관 폐쇄에 효과적임을

치료적 용법의 연구였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구용

알 수 있었다. 주산기 합병증 측면에서는 입원 기간 외에 두 군간

ibuprofen 의 예방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 치료적 용법

에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 ibuprofen이 비교적 안전한 약물

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도 입증된다면 가격적 장점을 가진 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indomethacin을 사용한

차 선택약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buprofen군

시기는 2009년이고 ibuprofen을 사용한 시기는 2010년에서

에서 경구로 투여한 군과 정맥으로 투여한 군 사이에는 경구 투

2011년이므로 환아의 총 입원기간이 ibuprofen을 사용한 군에

여한 군의 환자 수가 적어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예방적 용

서 의미있게 짧은 것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치료에 대한 전반

법으로 사용할 때 경구 제재 투여에 대한 임상가의 괴사성 장염

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수유시작시간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주용 제재를 우선시하여 나타난 결

또한 indomethacin군에서는 평균 10.29일, ibuprofen군에서는

과로 해석되며 앞으로 경구용 ibuprofen 의 예방적 용법에 대한

평균 6.1일(P=0.073)에 시작하여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예방적 용법의 indo

ibuprofen군이 빨랐으며 완전 장관 영양까지 도달하는데 걸리

methacin과 ibuprofen 사용이 극소 저체중 출생아들에게 치명

는 시간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지만(P=0.065) ibuprofen 군에

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적 용법과 24

서 약간 짧게 나타났다. 이는 ibuprofen이 장간막 혈류등에 미

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치료적 용법의 비교를 통해 동맥관 개존

치는 영향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되나 두 약물

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환

을 사용한 시기가 달라서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치료수준 향상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본 연구
는 두 약물간의 전향적인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니며, 포함된

요약

환자수가 적고 사용 시기가 다른 후향적 분석 연구이므로 단정
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indomethacin의 사용이 불가

목적: Indomethacin은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적 용법

한 경우 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난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

및 치료적 용법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indome

예방에 있어 ibuprofen을 사용해 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acin의 국내 보급이 중단됨에 ibuprofen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ibuprofen이 indomethacin에

Ibuprofen은 동맥관 폐쇄에 indomethacin만큼 효과적이며 부

비해 장간막이나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

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buprofen의 예방적

고 알려져 있으나23,24) 본 연구에서는 ibuprofen의 이러한 장점

용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에서 동맥

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전체 환자수가 적었기 때문일 가

관 개존증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ibuprofen의 효과와 안정성을

능성이 있다.

indomethacin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indomethacin과 ibuprofen의 동맥관 폐쇄에 대

방법: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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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까지 두 기간동안 3개의 참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
자실에 입원한 34주 미만, 1,500 g 미만의 신생아 중에서 생후
24시간 이내에 indomethacin이나 ibuprofen이 예방적 목적으
로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
하였다. 두 군간의 동맥관 폐쇄에 대한 효과와 주산기 합병증의
발생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두 군간에 환아의 성별, 재태 연령, 출생체중, 분만 방법,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steroid 사용 여부, 폐 표면활성
제 사용 여부 및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에 있어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생후 7일에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indomethacin군은 17명 중 13명, ibuprofen군은 20명 중 19명
이 동맥관의 폐쇄를 보였다. 총 입원 기간 외에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Ibuprofen의 예방적 사용은 동맥관 폐쇄에 효과적이며
주산기 합병증 측면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indomethacin을 대체하여 ibuprofen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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