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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Laser therapy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is commonly performed
under general anesthesia (GA). However, the use of GA for laser therapy in neonates
who have already undergone invasive ventilation may lead to postoperative complica
tions such as severe apnea or the development of ventilator dependenc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afety of administering only sedatives instead of GA in extremely
low birth weight (ELBW) infants, who are the usual recipients of laser therapy for ROP.
Methods: Among ELBW infants who we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at Samsung Medical Center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12, we
studied 30 patients treated with laser therapy for ROP.
Results: The mean gestational age of the patients was 24.6±1.9 weeks, with a mean birth
weight of 646±140 g. The mean age and weight of patients at the time of laser therapy
for ROP was 36.3±2.3 weeks and 1,470±423 g. In terms of sedatives, 14 patients (46.7%)
were administered chloral hydrate alone, 14 (46.7%) were administered a combination
of chloral hydrate and midazolam, one was administered midazolam alone, and one
received fentanyl. Prior to laser therapy, 16 patients (53.5%) had established self-respi
ration, 13 (43.3%) relied on non-invasive ventilation and one patient relied on 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Following laser therapy, two patients who initially had exhibited
self-respiration required respiratory assistance via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
tilation and no patient required intratracheal intubation.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 use of sedatives may be safe for ELBW infants who
undergo laser therapy for ROP.
Key Words: Retinopathy of prematurity, Laser therapy, Sedatives

서론
미숙아망막병증은 미숙아의 미성숙한 망막에서 망막 허혈 등에 의한 혈관의 비정상적인
증식 및 그로 인한 망막박리, 출혈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미
1)

숙아에게서 실명과 시각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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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 의한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서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
2)

빈도, 종류별 치료 시간을 조사하였다.
레이저 치료 전후의 호흡기 상태로는 자가호흡 상태, 가습 고유

다 . 이에 대한 치료 방법 중 레이저 치료는 미숙아망막병증의 진

량 비강 캐뉼라(Humidified high flow nasal cannula)와 경비 지

행으로 인한 망막박리와 그로 인한 실명 등 시각 장애를 막기 위

속 기도 양압(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을 포

하여 시행되는 치료이며 10년 이상에 걸쳐서 효과가 검증된 표준

함한 비침습적 양압 환기, 침습적 인공호흡기로 나누어 조사하였

3)

치료 방법이다 . 레이저 치료를 위해 국내 많은 기관에서는 전신

으며, 치료 후 24시간 이내에 새롭게 호흡기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마취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는 기관 삽관 및 인공 호흡기

를 조사하였다. 단기 추적 상황으로는 레이저 치료 후에 해부학적

4)

치료를 불가피하게 한다 .

인 경과와 재수술여부를 조사하였고, 장기로는 만 4세경 근시, 사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미숙아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치

시수술여부, 실명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료를 받는 시기에 장기간의 침습적인 인공호흡기 치료를 힘들게

레이저 치료를 위한 진정방법은 기관 삽관 유무에 따라 다르게

마치고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적용하였다. 기관 삽관이 되어 침습적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

dysplasia, BPD)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전신 마취를 위한

자에게는 fentanyl (1 mcg/kg)을 정주하였다. 기도 삽관이 되어

기관 삽관을 다시 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며, 수술 후에는 심각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레이저 치료 30분 전에 chloral hydrate

한 무호흡이나 인공호흡기를 지속해야 하는 의존성을 야기할 수

(50 mg/kg)를 투여하였고, 치료 5분 전에 충분히 진정이 되지

5)

있어 인공호흡기의 이탈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이에 본원에서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게 미숙아망막병증에

않은 경우에 chloral hydrate의 추가 투여를 하거나 midazolam
(0.1 mg/kg)을 정주하였다.

대한 레이저 치료 시 추가적인 기관 삽관과 침습적인 인공호흡기

모든 환자의 안과적 검진 및 레이저 치료는 한 명의 숙련된

치료를 피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아닌 진정제만을 이용하여 치료

안과 전문의가 시행하였고, 미숙아망막병증의 단계와 중증도

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본 연구는 미숙아망막병증 레이저 치료의

는 미숙아망막병증 국제분류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주된 대상인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미숙아 망막증 레이저 치

retinopathy of prematurity)에 따라 zone I, zone II, zone III 및

료 시 진정제만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고자 연

stage 1, stage 2, stage 3, 그리고 plus sign 유무로 분류하였으며,

구를 수행하였다.

미숙아망막병증의 치료는 Early Treatment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study (ET-ROP study)에 따른 Type 1 미숙아망막
9)

병증에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다 .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대상 및 방법

USA)을 이용하였으며, 관찰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
원하였던 출생 체중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중에서
미숙아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환자 30명의 의무기록

결과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으로는 출생 시 재태 연령, 출생 시

미숙아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 30명의 평균 재

체중, 성별, 원내 출생 여부, 미숙아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 전

태 연령은 24.6±1.9주이었으며, 평균 출생 체중은 646±140 g, 남

까지의 호흡 상태를 조사하였고, 동반 질환으로는 신생아 호흡곤

아는 12명(40%), 원내 출생은 24명(80%)이었고, 평균 침습적 인

란증후군, 기관지폐이형성증, 뇌실 내 출혈, 동맥관개존증, 괴사성

공호흡기 치료 기간은 47.5±55.3일, 평균 비침습적 양압 환기 치

장염, 패혈증을 조사하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생후 28일째, 혹

료 기간은 36.5±21.8일, 평균적으로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

은 월경 후 연령 36주 때 30% 미만의 산소가 필요한 중등도의 기

만 공급했던 기간은 14.0±36.8일이었다(Table 1). 환자의 동반

관지폐이형성증과 30% 이상의 산소나 양압 환기요법이 필요한 중

질환으로는 신생아호흡곤란 증후군과 기관지폐이형성증은 30명

6)

증의 기관지폐이형성증을 포함하였고 , 뇌실 내 출혈은 뇌 초음파

(100%)이었고 이중에서 중등도 기관지폐이형성증은 14명(46.7%),

7)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은 16명(53.3%)이었다. 3기 이상의 뇌실

stage II 이상을 포함하였다 . 또한 미숙아망막병증과 관련된 임상

내 출혈은 4명(13.3%), 동맥관개존증은 28명(93.3%), Modified

적 특징으로는 환자들의 레이저 치료시의 재태 연령과 체중, 레이

Bell’s stage II 이상의 괴사성 장염은 5명(16.7%), 패혈증은 13명

저 치료에 걸린 시간, 레이저 치료시의 미숙아망막증의 중증도를

(43.3%)이었다(Table 1).

에서 3기 이상의 뇌실 내 출혈을 , 괴사성 장염은 Modified Bell’s
8)

조사하였고, 레이저 치료에 사용한 진정제의 종류와 종류별 사용

미숙아망막병증 관련된 임상적 특징으로는 레이저 치료 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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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균 재태 연령은 36.3±2.3주, 평균 체중은 1,470±423 g, 레

growth factor (VEGF)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명(33.3%)이었다

이저 치료에 걸린 시간은 52.5±13.1분이었고, 치료 시 모두 Type

(Table 2). 레이저 치료에 사용했던 진정제 종류별 환자의 빈도

1 미숙아망막병증을 보였다. 미숙아망막병증의 중증도는 zone I

는 chloral hydrate 단독 사용 14명(46.7%), chloral hydrate와

에서 stage 1이 5명(16.7%), stage 2이 5명(16.7%), stage 3이 7명

midazolam의 병합 사용 14명(46.7%), midazolam 단독 사용 1명

(23.3%)이었고, zone II에서 stage 2이 1명(3.3%), stage 3이 12명

(3.3%), fentanyl 단독 사용 1명(3.3%)이었다(Table 3).

(40%)이었고, 모든 경우에서 플러스 sign이 있었고, 모두 양안에

레이저 치료를 받기 전, 환자의 호흡기 상태는 자가호흡 상태가

치료를 받았다. 또한, 레이저 치료 전 anti-vascular endothelial

16명(53.3%),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Humidified high flow na
sal cannula)와 경비 지속 기도 양압(nasal continuous positive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30
Gestational age, wks (range)

24.6±1.9 (21–30)

Birth weight, g (range)

646±140 (460–950)

airway pressure)을 포함한 비침습적 환기요법 13명(43.3%), 침습
적 기계환기요법은 1명(3.3%)이었다. 치료 전 자가호흡 상태였던
환자 중 2명(6.6%)에서 레이저 치료 후 무호흡이 발생하여 비침습
적 양압 환기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나 각각 50시간, 11시간 후

Male, n (%)

12 (40)

Inborn, n (%)

24 (80)

에 호전되어 호흡 보조 요법을 중단하였다. 수술 받은 환자들 중

Ventilator duration (d)

47.5±55.3

레이저 치료 이후 새롭게 기관 삽관을 시행하여 침습적 기계환기

CPAP duration (d)

36.5±21.8

치료를 필요로 한 사례는 없었다(Figure 1).

Oxygen supply duration (d)

14.0±36.8

불충분한 진정으로 인해 환자의 레이저 치료가 불충분하여 레

RDS, n (%)

30 (100)

이저 치료를 다시 시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레이저 치료 후 추적 검

BPD, n (%)

30 (100)

진 시 모든 경우에서 양안 모두 해부학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

Moderate

14 (46.7)

Severe

16 (53.3)

IVH (≥grade 3), n (%)
PDA, n (%)
NEC (≥stage II), n (%)
Sepsis, n(%)

4 (13.3)
28 (93.3)
5 (16.7)
13 (43.3)

Plus minus values are mean±SD.
Abbreviations: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t Laser Therapy
N=30
PMA at laser treatment, wks (range)
Body weight at laser treatment, g (range)
Duration of the procedure (min)

36.3±2.3 (33–42)

다. 만 4세까지의 장기 추적 시 1명은 1세 이전에, 다른 1명은 4세
이전에 사망하였고, 근시 24명(80%), 사시 수술 3명(10%), 실명 0
명이었다.
Table 3. The Frequency of Sedatives and Duration of Treat
ment of at Laser Therapy
N=30

Duration of
treatment (min)

Chloral hydrate, n (%)

14 (46.7)

53.4±11.9

Chloral hydrate+Midazolam, n (%)

Sedatives at ROP therapy

14 (46.7)

52.4±14.4

Midazolam, n (%)

1 (3.3)

34

Fentanyll, n (%)

1 (3.3)

60

Plus minus values are mean±SD.
Abbreviation: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1,470±423 (910–2,510)
52.5±13.1

ROP Stage at laser therapy, n (%)
Zone I with Stage 1+*

5 (16.7)

Zone I with Stage 2+*

5 (16.7)

Zone I with Stage 3+*

7 (23.3)

Zone II with stage 2+*

1 (3.3)

Zone II with stage 3+*

12 (40.0)

Involved, both, n (%)

30 (100)

Anti-VEGF injection, n (%)

10 (33.3)

*means plus sign.
Abbreviations: PMA, postmenstrual age; SD, standard deviation;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Plus minus values are mean±SD.

Figure 1. Comparison of respiratory status of patients at laser
therapy between pre-operation (<24hr) and post-operation
(<24hr). Abbreviation: OP,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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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을 피하고자 기관 내 튜브 대신에 nasopharyngeal prong을,
20)

21)

Lö nnqvist 과 Gunenc 등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 삽

고찰

관을 피하기 위하여 laryngeal mask를 이용하였다. Demirel 등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의 향상과 미숙아 생존율 증가로 인하

22)

의 연구에서는 소아 전문 마취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숙아망

여 미숙아 망막병증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1,000 g 미만의 초극

막병증 환자를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는 대신에 전신 마취 아닌

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82%의 유병율을 보이고 재태 연령 28주 미

remifentanil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시

만에서도 80%이상의 발생률을 보여 재태 연령이 낮고 출생 체중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Kirwan 등 의 연구에서도 전

이 적을수록 많이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신 마취에 대한 위험성과 이로 인한 추가적인 기관 삽관에 대한 위

10-12)

71%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기전은 두 단계로 설명되는 데, 조기 분
만으로 인한 상대적인 고농도 산소의 노출로 인해 혈관 내피성장

23)

험성, 지역적인 소아 전문 마취 인력의 부재, 추가적인 경제적인 비
용 발생의 문제를 근거로 전신 마취 대신에 morphine analgesia
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다.

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insulin-like

본 연구에서는 진정제만을 이용하여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

growth factor-1 (IGF-1)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한 혈관 형성 억

는데 레이저 치료에 걸린 시간은 평균 53분이었다. 과거 발표된

제 단계를 보이다가 두 번째로는 월경 후 연령 33주경에 VEGF와

Sammartino 등 의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 6명의 평균 수술 시간

IGF-1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 비정상적인 망막의 신생혈관 형성

은 1시간 이상이었고, Ulgey 등 의 연구에서는 진정 마취 그룹과

1,3)

과정을 일으켜 발생하게 된다 .

18)

19)

전신 마취 그룹의 평균 수술 시간은 각각 95분, 103분이었다. 레이

이에 대해 여러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왔지만, 1990년 중반 이후

저 치료 24시간 전후의 호흡기상태의 결과를 보면 치료 전 자가 호

로 미숙아망막병증의 치료로서 레이저 치료가 냉동 요법만큼 효

흡 상태에서 양압환기로 2명이 새롭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 중 1

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나온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신

명은 11시간 만에, 나머지 1명은 약 2.5일만에 다시 자가 호흡상

마취를 통한 냉동 요법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하기 시작

태로 회복되어 빠른 시간에 회복되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진정

하였고, 최근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확립

제 사용으로 인하여 치료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

13-16)

된 표준 치료가 되었다

. 레이저 치료의 장점은 훌륭한 해부학

심각한 심혈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적 결과 외에도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 하에 시행할 수 있다는

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Ulgey 등 의 진정 마취와 전

점과 레이저 기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내

신 마취를 비교한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 후 새롭게 인공호흡기 치

에서 환자 옆에서 소아과 의사의 관찰 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료를 한 경우를 22% (13/60명)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원의 결과와

점이지만, 국내의 많은 기관에서는 수술자의 편의와 수술의 어려

대비된다 할 수 있다.

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술방으로 옮겨 전신 마취를 시행하고 있

19)

24)

본원에서의 안과적인 단기 추적 결과를 볼 때 Houston 등 과

3,4)

Eipe 등 의 문헌에서 제기하는 레이저 치료에 따른 합병증 중 치

25)

다 .
본 연구의 결과처럼 대부분의 환자에서 레이저 치료가 이루어

료 불충분으로 인한 레이저 치료를 다시 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

지는 시기에는 장기간의 침습적인 인공호흡기 치료를 힘들게 마치

고,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모두 양호하였다. 장기 추적 결과를 보았

고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폐이형성증을 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을 때 근시가 80%에서 관찰되었는데, Quinn 등의 연구 와 비교

이렇게 호흡기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위하여 기관

하였을 때 근시가 더 많았던 것은 심한 ROP, 즉 zone I ROP가 많

삽관을 다시 하는 것은 신생아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6)

아닐 수 없다. 또한 미숙아들은 같은 주수의 만삭아들에 비해 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며 단일 기관에서 적은 대상으로 진행

술 후 무호흡이나 전신적인 심혈관계의 불안정을 보일 수 있어, 다

한 연구이어서 분석에 제한점이 있으며, 단순히 호흡기 상태의 변

17-19)

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이에 전

화만을 조사한 점과 환자의 통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신 마취와 이에 따른 기관 삽관을 피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에서는

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환자의 통증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4)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Chen 등 의 연구에서는 전신 마취를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하지 않는 병원에서 진정제의 정맥 내 투입과 topical anesthesia

로 생각된다.

19)

를 하는 것을 소개하였고, Ulgey 등 의 연구에서는 ketamine과

결론적으로 30명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미숙아망막병증

propofol을 이용한 진정 마취(sedoanalgesia) 방법을 이용하여

에 대한 레이저 치료 시 전신 마취 아닌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기관 삽관과 전신 마취를 피하고자 하였다. Woodhead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그 안정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5)

등의 연구 에서는 기관 삽관으로 인한 trauma와 인공호흡기 의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PD와 같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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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에게서 추가적인 기관 삽관 및 침습적인 인공호흡기 치
료를 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도의 손상이나 인공호흡기 의존
성을 피하고 나아가 입원 일 수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도 기
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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