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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o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HIE) is an ongoing process, which may
persist for weeks to years after an acute asphyxial insult, causing delayed programmed
cell death. The typical clinical signs and the pathological findings of HIE manifest as the
condition evolves in a step-wise manner, beginning with an acute phase, followed by
a latent, a secondary energy failure phase, and eventually a tertiary brain injury phase.
To date, therapeutic hypothermia (TH) is the only effective treatment strategy known
to improve mortality and prevent neuro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has been proven
by the results of several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The current protocols de
scribing the use of TH for newborns of gestational age ≥36 weeks with HIE, associated
with clinical evidence of asphyxia along with neurological signs of moderate- to-severe
encephalopathy, observed at ≤6 hours of age, are close to optimal. Most comorbid con
ditions observed during TH are related to asphyxia. TH is a safe treatment option—
benign sinus bradycardia and thrombocytopenia are frequent hypothermia-related
complications. Additional adjuvant agents, which may augment hypothermic neuro
protection are being investigated, and a few of them, such as erythropoietin and mela
tonin appear to be promising agents for use in this condition. Establishing our own
nationwide cooling systems and guidelines for a standard treatment protocol to manage
HIE are warran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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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2)

저체온요법은 신생아 저산소허혈뇌증에서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 대규모 다기
관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에서 저체온요법은 주산기 질식으로 인하여 중등도 혹은 중증 저산소허
혈뇌증이있는 신생아의 사망률과 생후 18개월의 중증장애의 발생빈도를 의미있게 감소시켰으
3-7)

8,9)

며 , 저체온요법의 신경보호 효과는 학동기까지도 유효하다 .
저체온요법은 2010년 중등도 이상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를 위한 표준치료법으로 제안된 이
10)

래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2년에 도입되었다. 저체온요법의 시행
11)

방침은 초기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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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는 여
전히 사망률이 높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장애를 갖

‘window period’가 있다는 특성을 이해함에 따라 개발된 치료법이
12)

다 .

게 된다. 저체온요법이 출생 후 수시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고, 아

급성기(primary phase or acute hypoxic-ischemia), 잠재기(latent

직은 만삭이나 만삭부근의 신생아에게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

phase), 이차 에너지부전기(secondary energy failure phase), 삼차

며, 많은 시설장비와 의료진이 필요한 점 등은 이 신의료기술을 쉽게

뇌손상기(tertiary brain injury phase)의 순서로 진행되는 저산소허

널리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저체온요법과

혈뇌증의 시기별 특성은 Figure 1에 요약한 바와 같다 .

12)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여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의

급성기에는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잠수반사에 따라 초기

신경손상을 막거나 더욱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들

뇌혈류량이 증가된다 . 보상기전이 실패하면 뇌혈관 자가조절력이

이 진행 중이다.

소실되어 뇌혈류는 전신혈압에 의존하게 된다. 심박출량의 감소에

13)

여기서는 최근까지 알려진 저산소허혈뇌증의 발생기전과 병태생

이어 저혈압이 초래되면 결국 뇌혈류량도 감소된다. 고에너지 대사

리 등의 특성을 알아보고, 저체온요법의 실제 임상적용에 관련된 내

산물의 고갈, 세포의 진행탈분극, 세포독성부종, 흥분아미노산의 세

용과 향후 저체온요법과 함께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조요

포 외 축적 등이 발생한다. 급성기의 일차세포사의 범위는 저산소허

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혈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수록 규모가 커진다. 기질(산소, 당)이 결
핍되어 신경세포에 고에너지 대사산물(ATP)의 보급이 위험역치 이
하로 떨어지면 ATP의존-나트륨칼륨펌프의 기능부전에 이은 신경세

저산소허혈뇌증

포의 탈분극이 일어나고 시냅스 틈새가 글루탐산염으로 넘쳐나게
되어 N -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글루탐

저체온요법 등 신경보호 치료법이 뇌 손상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

산 수용체의 과활성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세망의 물리적 손상

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산소허혈뇌증이 급성손상의 단발성 영향에

에 따른 칼슘이온의 방출 등의 기전으로 독성 세포질 칼슘이온의 농

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급성손상이 뒤따르는 신경손상을 촉발하

도가 증가된다 . 칼슘이온의 증가는 세포부종과 용해, 미토콘드리

며, 수주 내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특징적인 병리현상이 지

아 손상과 기능부전, 내인항산화제 감소를 가져오는 신경독성 연쇄

12)

속되는 질환 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음 뇌손상 사건

14)

반응을 촉발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이 있고나서 수 시간 후에 시행하는 저체온요법은 저산소허혈뇌증

잠재기란 급성 손상 후 1-6시간 동안 일과성 부분적인 회복을 보

에서 손상 후 지연세포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더

이는 시기로서, 임상증상도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보일 수 있다. 잠

이상의 뇌손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소위

재기의 지속시간은 뇌손상이 심할수록 짧아진다 . 산소대사가 회

Figure 1. Pathological phases of cerebral injury after hypoxia-ischemia. The primary phase
(acute HI), latent phase, secondary energy failure phase and tertiary brain injury phase are
shown. Modified from Hassel KJ, et al. Arch Dis Child Fetal Neonatal Ed 2015;100:F541-52[12].
Abbreviations:HI, hypoxia-ischemia; EAAs, excitatory amino acids; NO, nitric oxide; OFRs,
oxygen free radical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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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소위 ‘therapeutic window’ 이다.
잠재기에 이어 손상 후 6-24시간경 뇌의 산소대사가 저하되는 이

1. 신경보호 기전

16)

차 에너지 부전기가 시작된다 . 병리현상으로 속발성세포독성부

저체온요법에 의한 신경보호 기전은 대사율감소, 급성기와 이차

종, 시토카인 축적, 미토콘드리아 기능부전, 지연세포사(delayed,

에너지부전기에 고에너지인산염 소실의 감소, 흥분독성의 감소, 활

programmed cell death) 등의 특징을 보인다. 경련이 특징적인 임상

성산소류의 저하, 부종 감소, 단백 합성의 보존, 염증성 연쇄반응의

징후인데 수 ㅌ시간 내지 수일간 진행된다. 뇌의 조직학적 손상이

변화 및 세포사 관련 신호전달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19,20)

.

출현하는 시점이 이차 에너지부전이 발생하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
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차 에너지부전이 세포사의 진행에 따르는 현

2. 적용 기준

17)

상임을 알 수 있다 . 이차 에너지부전의 정도는 신경손상의 중증도
16)

신생아 저산소허혈뇌증에서 저체온요법의 적용 기준과 시행 방
3-7)

를 반영하고, 신경발달 예후와 관련이 있다 .

법은 이전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연구에서

사용한 방식

대규모 지연세포사가 일어나는 이차 에너지부전기에 이어 병적

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중등도 내지 중증 저산소허혈뇌증을 가진 만

인 과정이 수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도 지속되는 삼차 뇌손상기가

삭 혹은 만삭에 가까운 신생아에는 초기 소생술에 이어 반드시 저체

18)

10,11)

존재한다 . 새로운 세포가 발달하고 살아남은 신경회로가 재구성

온요법을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리적 세포사의 상향조절에 의하여 뇌

정할 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 환자의 의무

세포 소실이 계속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 삼차 뇌손상기의 병리 특성

기록지에 적용 기준을 점검목록 형태(Table 1)로 만들어 두고 사용

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손상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

하면 대상 선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저체온요법은 반드시 이차

나 계속해서 진행 중인 염증과 변경된 후생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여

에너지부전으로 인한 비가역적 뇌손상이 오기 전에 시작하고 에너

18)

기고 있다 .

. 저체온요법 대상 환자를 선
21)

지부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저체온요법의 시작시기는 빠를
수록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기 임상경과나 신경발달 예후와

Table 1. Eligibility Criteria for Therapeutic Hypothermia
1. Gestational age ≥36 weeks, birth weight ≥1,800 grams
2. Six or less hours after birth
3. Evidence of asphyxia (Step A or B)
Step A: cord pH ≤7.0 or BD ≥16 mmol/L OR
first postnatal blood pH at ≤1 hour of ≤7.0 or BD ≥16 mmol/L
Step B: any acute perinatal event that may result hypoxic-ischemic injury*
Apgar ≤5 at 10 min OR
continued need for ventilation initiated at birth for at least 10 minutes
4. Moderate/severe encephalopathy, defined as seizures OR
signs ≥one in ‘at least three’ of the six given below:
Category

Moderate Encephalopathy

Severe Encephalopathy

Consciousness

Lethargic

Stupor/coma

Spontaneous activity

Decreased activity

No activity

Posture

Distal flexion, complete extension

Decerebrate

Tone

Hypotonia (focal or general)

Flaccid

- Suck

Weak

Absent

- Moro

Incomplete

Absent

-Pupils

Constricted

Deviated/dilated/non-reactive

-Heart rate

Bradycardia

Variable

-Respiration

Periodic

Apnea

Primitive reflexes

Autonomic nervous system

*Abruptio placentae, neck cord coiling, cord prolapse, cord rupture, uterine rupture, amniotic fluid embolism, severe persistent fetal heart rate
abnormality, maternal trauma/hemorrhage/cardiorespiratory arrest. Modified from Mehta S, et al. J Pediatr Child Health 2017;53:295-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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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출생 후 조기에 저체온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2,23)

3. 제외 기준

. 생후 6시간 이전에 가능한 빨리 저체온요법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저체온요법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Table 2에 표기한 바와

는 출생 초기에 나타난 중등도 이상 뇌증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같다. 최근 임신주수 34주, 35주 미숙아의 저산소허혈뇌증에도 저체

질식에 의하여 발생한 뇌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산과적 병력,

온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하

출생 시 신생아의 상태 저하로 질식이 의심되는 만삭아나 만삭부근

여 사망, 저체온요법의 조기 중단 등의 문제가 유의하게 많아 조심스

신생아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10분 아프가점수를 기록하고, 제대혈

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 저체온요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의 가스 분석을 잊지 않아야 된다.

지 알아보기 위하여 후기미숙아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연구가 진

임신주수 36주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 시 호흡이 불량하여 소생술
을 시행한 경력이 있고, 출생 후 6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저체온

25)

행 중이다. 출생체중의 기준은 치료 센터에 따라 2,000 g으로 적용하
기도 한다.

요법이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환자의 상

생후 6시간이 지나서 입원한 중등도 이상의 저산소허혈뇌증을 가

태를 평가한다. 먼저 저체온요법을 적용할 질식의 기준에 맞는지 평

진 만삭아에게 저체온요법을 시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최근 종

가한 후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한다.

료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생후 6-24시간에 시작한 저체온요법

질식은 제대혈 가스분석에서 pH≤7.0 혹은 염기결핍 ≥16 mmol/

26)

은 이점이 없었다 .

L의 대사산증이 있으면 증명되는데, 제대혈 가스분석을 시행하지

외부 병원에서 출생한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가 저체온치료센터

못한 경우에는 출생 후 60분 이내에 첫번째로 채혈한 혈액에서 동일

에 도착할 때까지 이송용 자동체온조절장치를 이용한 능동적 저체

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제대혈이나 생후 1

온방식이나 이송용 저체온장치가 없는 경우의 수동냉각방식으로 신

시간 이내의 혈액가스분석 결과 pH 7.01-7.15, 염기결핍 10-15.9

생아의 중심체온을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저체온요법의 시

mmol/L로 질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혈액가스분석을 시행

작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

27-29)

.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즉, 태아의

흡입 산소 요구도가 80%를 초과하는 중증 호흡부전의 신생아는

혈액 혹은 산소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주산기 병력이

저체온요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속폐동맥고혈압은 저체온요법의

있고, 10분 아프가 점수가 5점 이하이거나 출생 시부터 시행한 양압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 흡입산소농도 80% 이상 필요한 지속폐동맥

환기에 의한 소생술이 생후 10분 이후까지 필요했다면 질식의 증거

고혈압은 산화질소가스 흡입 등의 치료로 생후 6시간 이내에 산소요

로 인정한다. 태아의 혈액 혹은 산소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구도를 낮출 수 있다면 저체온요법을 시작할 수는 있다. 단, 저체온

주산기 병력에는 태반조기박리, 제대목감김, 탯줄탈출, 탯줄파열,

요법 중 혈역학적 상태를 비롯한 임상경과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

자궁파열, 양수색전증, 지속되는 급성 중증 태아심박이상, 모체의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만 된다.

외상, 출혈, 심폐정지 등이 포함된다(Table 1).

7)

염색체 이상이나 기타 중증 선천기형은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지

위와 같이 질식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신생아는 다음 단계로 신

않는데, 실제 임상 진료에서 산전 검사로 확진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

경학적 검진을 시행한다. 신경학적 검진의 6개 범주 중 최소한 3개

체온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혈소판감

이상의 범주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면 중등도 이상의 저산소허혈뇌

소나 혈액응고 이상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체온요법을 시

증으로 판정하여 저체온요법을 적용한다(Table 1). 뇌증의 중증도

작하면 안된다.

판단에는 의식수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중등도 혹은 중증 신경

패혈증의 증거가 명확한 신생아에게는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지

학적 징후에 해당하는 이상 소견의 수가 중등도와 중증에 걸쳐 고르
2)

게 분포된 경우에는 의식 수준에 따라 뇌증의 중증도를 결정한다 .
만약 질식의 기준을 만족하는 신생아에서 경련이 나타나면 중등
2)

Table 2. Exclusion Criteria for Therapeutic Hypothermia
Gestational age <36 weeks

도 이상 저산소허혈뇌증으로 판단하여 저체온요법을 적용한다 . 그

Birth weight <1,800 grams

러므로 경련의 조기 진단은 저체온요법 대상이 되는 신생아를 놓치

>6 h post-birth

지 않고 생후 6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Mild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진폭통합뇌파검사(amplitude-integrated electroencephalography,
aEEG)와 비디오 뇌파검사는 경련의 조기 진단에 유용한 검사이며,
aEEG는 비디오 뇌파검사 보다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산소
허혈뇌증의 중증도 평가와 예후 추정에도 가치가 있어 널리 이용되
24)

고 있다 .

Oxygen requirement > 80%
Major congenital abnormalities
Uncontrolled severe clinical coagulopathy*
Evidence of sepsis
Baby unlikely to survive
*Low platelet count or clinical evidence of abnormal clotting and/or
clotting studies which has not responded to appropriate therapy.

Neonatal Med 2017 November;24(4):145-156
https://doi.org/10.5385/nm.2017.24.4.145

30)

않는 방침은 염증민감화뇌증에는 저체온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
31)

감염/염증이 있으면 저체온요법이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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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력 청취
우선 분만 전이나 분만 중 태아심박수이상, 모체 출혈, 태반조기
박리 등 태아에게 저산소허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4. 시행 방법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저체온요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3)

5)

신생아 저체온요법은 선택적 두부냉각과 전신냉각의 두 가지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타 산모의 임신/분만 중 병력도 조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선택적 두부냉각은 신생아의 머리에 모자형태의

데, 전자간증, HELLP증후군, 임신당뇨병, 고혈압이나 저혈압, B군

기구를 장착시키고 중심체온을 34.5℃로 낮추는 방식이며, 전신냉

연쇄구균감염 혹은 보균 여부, 바이러스 감염, 낙상, 교통사고, 투여

각은 저온의 매트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중심체온을 33.5℃로 낮춘

한 약물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가족력에 유산, 사산, 소아 사

32)

다. 두 방법 간에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72시간

망, 뇌성마비, 학습장애, 뇌증, 대사질환 및 조기발생 허혈뇌졸중 등

의 저체온 기간 중 신생아의 중심체온의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가능

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33.5℃보다 더 낮은 온도나 72시간 이상 저
33)

체온 상태로 두는 것은 이점은 없고 해롭다 .

2) 이학적 검진
신경학적검진은 저체온요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확

72시간의 저체온 기간이 끝나면 정상 체온을 회복할 때까지 체온

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산소허혈뇌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매순

을 서서히 올려주는데, 0.5℃/hour 보다 빨리 체온이 상승되지 않도

간 달라지는 역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진은 한번으로 끝

록 주의한다. 체온을 빠르게 상승시키면 경련과 뇌세포사의 증가 위

내지 말고 반복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34,35)

험이 있다

.

기타 신생아의 이학적검진에는 대천문 및 머리둘레의 이상, 외모
이상, 사지의 허약이나 반사 이상 등 근력이나 움직임의 이상, 근육

5. 초기 평가 및 응급 검사

긴장항진, 피부 발진, 태아수종, 눈의 이상 등을 특히 잘 살핀다. 자

저산소허혈뇌증의 조기진단과 다양한 동반질환에 대한 포괄적
인 지지요법이 저체온요법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세한 이학적 검진은 저산소허혈뇌손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신
생아뇌증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입원 후 저체온요법을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통용되고 있는 지침에

3) 검사실 검사

따라 저체온 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대혈 혹은 생후 한시간 이내의 혈액가스분석 결과는 저체온요

Table 3에 요약하였다.

법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시
행해야 된다. 혈액가스분석 외에 우선 시행할 중요한 기본검사는 혈

Table 3. Monitoring and Supportive Management for Therapeutic Hypothermia
Pre-hypothermia

Hypothermia

Post-hypothermia

History

Vital signs

Vital signs

Neurologic examination

Intake/output

Intake/output

Blood gas; cord or peripheral

Blood gas

Blood gas

Lab. studies:

Lab. studies

Lab. studies

- CBC with platelets, ESR, CRP

- Coagulation study

- Coagulation study

- Glucose

- LFT with Urea, electrolytes

- Electrolytes

- Lactate, LDH, CPK
- Anion gap
Ventilator

Medications:

- Coagulation
- Glucose, electrolytes
Medications:
Weaning from ventilator

- Inotropes, anticonvulsants

Trophicenteral feeding

- Sedatives/analgesics

Echocardiogram

aEEG/video-EEG

aEEG/video-EEG

cEEG or video-EEG

IV fluid (10% D/W)

Ventilator

Neuroimaging: MRI/diffusion

Echocardiogram

Echocardiogram

Rehabilitation: OT, PT

NPO

Discharge plan & follow-up

Abbreviations: CBC, complete blood count;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LFT, liver function test, LDH, lactate
dehydrogenase; CPK, creatine phosphokinase; aEEG, amplitude-integrated electroencephalography; cEEG, conventional electroencephalography;
IV, intravenous; D/W, dextrose in water; MRI/diffusi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with diffusion weighted imaging; OT, occupational
therapy; PT,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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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수, 적혈구침강속도 포함 전체혈구계산, 혈액응고검사, 직접쿰

증도와 예후 추정에 가장 좋은 영상검사이다. 뇌자기공명영상 소견

즈검사, 간기능검사, 요소 및 전해질, 혈당, 젖산염, 젖산탈수효소,

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고, 초기 검사에서는 손상 범위를 완전히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C반응단백 등이 포함되며, 음이온 차이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뇌자기공명영상은 생후 5-14일에 검사하고,

산출한다.

반드시 고식적영상과 확산강조영상을 함께 찍는다. 생후 첫 2주 이

4) 뇌파 검사

내에 고식적영상에서 나타난 손상은 민감도 98%, 특이성 76% 수준

뇌기능감시장치를 이용한 aEEG 혹은 표준 뇌파검사에 의한 뇌파

으로 장기 예후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확산강조영상은 고식적영

의 연속 감시는 경련의 진단, 뇌병증의 중증도 평가, 뇌손상 회복 여

상보다 일찍 신경 손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예후 추정에는 고식적 영

부의 감시에 매우 유용하다. 뇌파검사로 신생아 간질증후군(neo

상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진다 . 저체온요법 시행 후 얻은 뇌자기공

natal epilepsy syndrome)의 진단이 가능하므로 주산기 병력이나 질

명영상이 ‘정상’이라고 하여 예후가 정상일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식의 증거 등이 전형적인 저산소허혈뇌증의 경과를 보이지 않는 신

없고, 정상 뇌자기공명영상 소견의 음성예측치가 74%였다는 보고

생아는 저체온요법 전에 뇌파검사에 의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가 있어 저체온요법 후에 나타나는 뇌자기공명영상 소견으로 예후

38)

39)

aEEG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침상

를 예측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뇌자기공명분광법은 뇌 에너지대사

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며, 뇌파 배경 이상과 수면각성주기를 보여

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주는데, 저산소허혈뇌증의 진행과 뇌손상의

주고 임상관찰만으로 경련을 발견하는 것보다 경련을 월등히 잘 발

중증도를 알려주고, 예후 추정에도 매우 유용하다. 근적외선분광법

36)

견할 수 있다 . 그러나 경련의 지속 시간이 30초 미만으로 매우 짧

은 침상에서 비침습적으로 뇌의 산소이용과 혈류역학의 변화를 실

거나 전극에서 먼 부위에서 나오는 이상소견은 발견하지 못할 가능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검사이며, 저산소허혈뇌증의 예후 추정에 이용

37)

성이 있다 . 경련의 감시와 진단에는 다채널 뇌파검사가 최적 표준

40)

할 수 있다 .

이지만 하루 중 아무때나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뇌파 전극을 붙이
는 전문기사와 판독이 가능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를 곧바로 얻기 어렵고, 모든 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

7. 지지요법
저체온요법이 성공하려면 저산소허혈뇌증에 동반하는 다양한 정
13)

도의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에 대한 맞춤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된

이상의 검사들은 저산소허혈뇌증이 의심되는 모든 신생아에게

다. 현재 통용되는 치료 범위 내에서 저체온요법 시행 중 관찰되는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일상검사이며 대부분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

대부분의 전신질환은 저체온요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질식에 의한

다. 만약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태아의 혈액 혹은 산소 공급에 지장

것이며, 메타분석에서 동성서맥과 혈소판감소증만이 저체온요법과

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사건이 있었고, 임상적 경련을 포함한 중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7)

등도 이상 뇌증의 임상적 징후, 검사실 검사 및 aEEG 혹은 표준 뇌파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저체온요법을 받은 신생아에게 가장 유병

검사 소견 등이 명백하게 저산소허혈뇌증을 가리킨다면 다른 원인

률이 높은 질환은 저혈압이었으며, 다음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검사는 필요없다. 저산소-허혈뇌손상을 나타

응고장애, 저혈당, 항생제가 필요한 혈액배양 확진 감염, 동성서맥,

내는 소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추가검사를 시행

기타 부정맥 등의 순서였다 . 임상진단은 태변흡인, 폐출혈, 폐고혈

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저체온요법의 적용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압, 폐공기누출, 폐렴, 후기발병 패혈증, 신부전증, 괴사소장대장염,

41)

41)

뇌초음파로 발견된 중증 뇌기형 등이 있었다 .

6. 추가 검사

1) 환기요법

비전형적인 뇌증의 원인 감별진단, 저체온요법 중 치료방침 결정

저체온요법을 시작하는 시점에 신생아는 기관내삽관 상태인 경

을 위해 추가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후 추정을 위해서 시행하

우가 대부분인데, 기관내삽관은 구역반사의 저하 혹은 소실로 인한

기도 한다. 추가검사는 저체온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할 응급검

분비물의 흡인을 최대한 막아주는 이점이 있다. 저체온요법 중에는

사는 아니므로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시점에 검사하면 된다.

기관분비물의 점성이 증가되므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기관세척과

혈액배양검사, 태반조직검사, 혈중 암모니아농도, 소변 케톤, 아미

흉부 물리치료를 자주 시행한다 .

42)

노산과 유기산을 포함한 대사이상검사가 포함된다. 뇌초음파, 뇌자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에서 호흡중추 기능장애, 폐손상, 지속폐

기공명영상, 자기공명분광법 등 영상검사와 근적외선분광법(near-

동맥고혈압, 태변흡인 등의 요인으로 폐기능부전이 흔히 발생하므

infrared spectroscopy, NIRS)도 추가검사에 해당된다.

로 치료 중 환자가 적정 환기상태에 있는지 감시해야 된다. 지속폐

뇌초음파검사는 뇌부종, 중증 저산소허혈뇌증에서 시상과 기저

동맥고혈압은 특히 저체온요법 중 고농도 흡입산소가 필요한 신생

핵 음영 증가 등의 소견을 볼 수 있으나 예후 추정에는 별 도움이 안

아에서 우려되는 질환이다. 추가 뇌손상, 지속폐동맥고혈압 예방을

38)

된다 . 뇌자기공명영상은 신생아 저산소허혈뇌증에서 뇌손상의 중

위해서 산혈증과 저산소증은 반드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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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요법 시 환기조건의 조절은 중심체온에 맞추어 교정한 혈

수액량은 환자의 소변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까지 60-80 mL/

액가스분석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저탄산혈증으로 인한 뇌

kg/day로 제한하는데, 통상 나트륨이나 칼륨을 첨가하지 않은 10%

혈류 저하, 경련역치를 낮추는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포도당액으로 시작한다. 혈청 나트륨이 125 mmol/L부근으로 떨어

대사산증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유발되는 신생아의 자발호흡 증

지는 경우 40 mL/kg/day까지 수액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

가 때문에 인공환기 상태에서 혈중탄산이 낮아지는 등 혈액가스치

심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 저혈당을 예방해

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때 진정제와 근육이완제를

야 된다. 고혈당과 저혈당 모두 중등도 이상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

사용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

의 사망이나 18개월의 신경학적 장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당

니면 자발호흡을 그대로 두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

을 정상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45)

도록 허용하는 방침이 유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 초기 저탄산혈

급성요세관괴사에 의하여 무뇨 혹은 요감소가 초래되면 다른 기

증은 높은 사망률 및 장애발생과 연관되므로 인공호흡기 조건은 항

관계통의 중요한 생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폐기능과 대

43)

사평형에 일차 영향을 준다. 체중의 급격한 증가, 폐기능 악화가 있

상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최소 인공환기 조건에도 불구하

고 저탄산혈증이 지속되면 발관한다.

는 경우 고리작용이뇨제의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2) 혈역학적 감시와 치료

일반적으로 저체온 기간은 장관영양을 하지 않고, 완전정맥영양

최근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저체온으로 인하여 일관되게 출현하는
7)

으로 영양 균형을 맞춘다. 저자의 센터에서는 저체온이끝나고 체온

유일한 심혈관계 이상은 생리적 동성서맥 뿐이다 . 저체온에서 보이

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까지 장관영양을 trophic 수준 이상으로 증

는 동성서맥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간호인력은 저체온

가시키지 않고 있다.

기간 동안 심폐감시장치의 경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칼슘혈증과 저마그

저혈압은 저산소허혈뇌증에서 흔히 발생하며 저체온요법중에는
44)

심박출량 증가를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저체온요법 자
체가 저혈압을 더 유발하거나 혈압 유지약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
7)

1,2)

네슘혈증은 저체온요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경련역치를

낮추는 작용이 있으므로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교정한다.
4) 혈액 장애의 감시 및 치료

지는 않는다 . 대규모 무작위 대조임상시험 등록자료를 검토한 결

현행 치료방침에 제시된 중심체온 범위 내에서 저체온요법을 시

과 저체온요법 환자의 40%에서 평균혈압 40 mmHg 미만으로 지속

행하는 경우 저체온 자체가 혈액응고 기능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으

41)

3)

7)

되는 저혈압이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에서 저혈압 빈도 77% 에

며, 간기능장애도 악화되지 않는다 . 그러나 혈액응고장애는 저산

비하면 현저히 줄었다. 저혈압은 수액주입, 수축촉진제로 대응하는

소허혈뇌증 신생아에서 저체온요법 도중에 두 번째로 흔히 관찰되

데, 혈량저하 교정을 위한 수액주입을 먼저 시도한다. 급성요세관괴

고 , 검사실검사에서 응고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저체온

사, 항이뇨호르몬 부적절분비증후군으로 인한 수분과부하의 위험

요법 중에는 매일 피브리노겐을 포함한 혈액응고검사를 간기능 검

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와 함께 시행해야 된다. 또한 간호인력을 포함한 의료진은 출혈점,

41)

수액주입이나 수축족진제가 필요한 상태인지 파악하는데는 심초

발뒤굼치 천자나 정맥천자 부위의 삼출출혈, 위나 기관의 혈성분비

음파검사가 최적의 수단이므로 심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라 혈역학적

물 등 혈액응고장애의 신체 징후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된

42)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근수축력이 불량하면 도

다. 혈소판수 >50,000/μL, 피브리노겐>1.5 g/L, 국제표준화비율<2

부타민을, 혈량저하가 없고, 심근수축력도 나쁘지 않고, 말초혈관확

가 유지되도록 수혈하여 임상적 출혈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장의 임상소견이 있으면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이 더 유리하다. 반

42,46)

.

5) 항생제

응을 보이지 않는 저혈압에는 수축촉진제에 히드로코르티손을 추가

조기유발 패혈증은 출생시 전형적인 저산소허혈뇌증 기준에 부

할 수 있다. 72시간의 저체온 종료 후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올릴 때

합되는 임상징후를 보일 수 있다. 메타분석 결과 저체온요법은 패혈

말초 혈관확장, 혈관내용적의 증가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

증에 유의한 영향은 없으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감염이 저체온

42)

7)

41)

리식염수 주입, 혈관수축제 등으로 혈압을 유지해 준다 .

요법을 받은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의 17%에서 관찰되므로 저체

3) 수액 요법과 영양

온요법을 시작할 때 통상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고, 혈액 배
7)

저체온요법으로 신기능장애, 급성신부전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
급성요세관괴사, 항이뇨호르몬 부적절분비증후군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혈당 장애는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에서 널리 관찰되는
41)

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패혈증을 시사하는 임상징후가
없으면 항생제를 중단한다.
6) 항경련제

소견이다 . 저체온요법 중에는 하루에 최소한 1-2회 혈당, 혈청전

경련은 저체온요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요한 징후로서 경련이

해질검사를 시행하고, 신기능과 소변배출량에 따라 수시로 수액 성

확인되면 중등도 이상의 뇌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생아

분을 조절한다.

경련의 34% 정도만 임상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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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의료진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단지 27%

59)

성이 있으므로 최소용량으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

47)

뿐이다 . 따라서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는 반드시 aEEG 혹은 비
디오 뇌파검사와 같은 표준 뇌파검사(conventional electroence
phalography, cEEG)로 연속 감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간질

보조치료제

지속상태와 잦은 경련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모든 항경련
48)

제의 효과는 cEEG로 판단해야 된다 .

저체온요법을 도입하면서 저산소허혈뇌증을 가진 신생아의 생존

저체온요법에서 항경련제를 사용할 때 저체온이 항경련제의 흡

율이 개선되고, 장애발생은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사망률과 후유 신

수, 분포, 대사 및 배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경장애 발생률이 높다 . 따라서 저체온요법에 추가로 사용함으로

49,50)

써 신경보호 효과를 높여 저산소허혈뇌증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

로 특히 신장과 간의 기능부전이 항경련제의 기본 약물동력학 과정

는 방안이 필요하다

. 더불어 저산소허혈뇌증에는 다기관 기능부전이 흔히 동반되므
13)

에 해로운 영향을 추가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둔다 .

3-7)

60,61)

.

현재 진행 중인 신경보호제 관련 연구는 Table 4에 요약한 바와 같

페노바비탈은 첫 번째 선택하는 항경련제이며, 다음으로 페니토

다. 적혈구형성인자, 멜라토닌, 토피라메이트, 크세논 가스, 줄기세

인, 미다졸람, 토피라메이트, 벤조다이아제핀, 리도카인 등을 사용할

포 등이 신경보호제로 기대되고 있으며, 원격허혈후조건화(remote

48)

수 있다 . 미다졸람은 이차 항경련제로 사용하여 20% 정도에서 신
51)

생아 경련이 조절되어 효과가 크지는 않다 . 레비티라세탐은 경구

ischemic postconditioning, RIPostC) 방안도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
12)

으로 보인다 .

투여 시에도 100% 생체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약제들과 약물 상호반

적혈구형성인자는 저산소허혈뇌증의 삼차 뇌손상기까지 작용하

응의 우려가 없는 등 유리한 점이 있어 신생아에게 off-label로 사용

여 신경세포의 복구를 촉진하는 등 신경 보호 효과와 재생역량이 알

48)

12,60,61)

하는 센터도 있다 . 토피라메이트는 저체온요법과 함께 사용할 때

려지게 되어 현재 가장 기대되는 신경보호제로 여기고 있다

동물 저산소허혈뇌증 모델에서 뇌손상을 줄이고 운동능력을 개선한

저체온요법을 받는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에게 생후 24시간 이내에

52)

.

다 . 임상연구에서는 토피라메이트를 함께 사용한 신생아가 저체온

적혈구 형성인자(1,000 U/kg/dose×5 doses)정맥내 주입 효과에 대

요법을 단독 적용한 신생아에 비하여 생존률이나 뇌손상에 유의한

한 연구(NEATO)가 완료되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http://

53)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토피라메이트가 저체온요법의 보조요법으

clinicaltrials.gov.NCT01913340). 저체온요법 중인 신생아에게 투여

로서 유의한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무작위대조 임

한 Darbepoetin-α의 용량안전성(10 mcg/kg/dose, ×2 doses)과 약물

상시험이 최근 2017년 6월에 종료되었으며(NCT01765218), 결과는
54)

아직 발표되지 않고있다 .
저체온 후 체온회복 시기에는 약물력학이 불안정하여 항경련제
등의 약물에 의한 심각한 독성과 부작용의 발생, 경련 등이 증가할
55)

56)

위험이 있는 시기이며 , 무증상 발작이 흔하다 . 따라서 저체온 기

Table 4. Clinical Trial Studies on Adjunct Neuroprotective
Agents
Adjuvants

Neuroprotective Effects

Erythropoietin Neurogenesis,oligodendrogenesis,

RCTs
NCT01471015

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aEEG나 비디오 뇌파검사로 계속 감시할 필요

Angiogenesis

NCT0193340

가 있다.

Anti-apoptotic, anti-oxidative,

NCT02071160

Anti-inflammatory

NCT02621944

Anti-oxidative, antiapoptotic,

NCT02071160

Anti-inflammatory

NCT02621944

7) 진정 요법과 통증 조절
저체온요법 중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아직

Melatonin

없다. 일반적으로 진정요법이 시행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정맥내 주

Promotes neuronal and
glialdevelopment,

입 아편유사제는 통증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신생아가 저체온
48)

을 견딜 수 있게 한다 .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한 저체온요법
57)

은 신경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전 임상연구 결과 와 임상

Immune-modulating
Topiramate

시험에서 저체온요법 시 아편유사제로 초기 진정요법을 시행한 신
생아는 진정시키지 않은 신생아에 비하여 자기공명분광법 상 조직
58)

손상 대사산물이 유의하게 적었고 예후가 더 좋았으며 , 아편유사
진통제의 일상사용으로 사망률과 중증장애 발생률을 낮추었던 임상
6)

Xenon
Stem cells

Extends the ‘therapeutic window’

NCT01241019

for hypothermia-mediated
neuroprotection

NCT01765218

Inhibits NMDA signaling,

NCT00934700

antiapoptotic

NCT01545271

Neurotrophic, immune-modulating NCT02854579

시험 결과 등은 저체온요법 시 아편유사제를 사용하는 근거가 된

NCT02287077

다. 저체온요법 중에는 아편유사제의 배출이 감소되어 일반적인 용

Abbreviations: RCTs,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NMDA,
N-methyl-D-aspartate.

량으로 혈액, 뇌척수액 내의 약물농도가 중독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

Neonatal Med 2017 November;24(4):145-156
https://doi.org/10.5385/nm.2017.24.4.145

역동에 대한 임상연구(DANCE)도 종료되었다(NCT014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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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줄기세포의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임상연구가 더 필요하

멜라토닌은 항산화, 항세포자멸사 및 항염증 작용, 신경세포와 신
경아교세포의 발달촉진 등의 작용으로 강력한 신경보호효과를 나
12)

다.
기타 알로퓨리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연구가 최근에 시작되

타낸다 . 멜라토닌과 멜라토닌 대사물질의 신경보호 효과는 강력

었고(ALBINO trial, NCT03162653), 마그네슘은 안전성은 알려졌으

한 자유 라디칼 제거능력으로부터 유래한다. 저산소허혈뇌손상 후

나 투여효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최근의 메타분석에서

내인 신경보호기전 중 하나로 체내 멜라토닌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

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62)

71)

한다 . 멜라토닌은 광범위한 면역조절기능이 있어 저산소허혈뇌손

RIPostC는 신체의 신경보호 ‘조건화(conditioning)’ 기전을 이용하

상 후의 신경보호를 촉진한다. 특히 지질다당질-민감화에 의한 저산

는 방법으로 생리적 신경전달을 교란시키지 않아 부작용이 적은 효

소허혈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체온요법에 반응을 보이

과적 신경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

12)

12)

지 않는 감염-민감화저산소허혈뇌증에 유효할 것으로 보고있다 .
저산소허혈뇌증 신생아에서 저체온요법 단독 요법과 멜라토닌을 병
행한 경우를 비교하여 멜라토닌에 의한 신경보호의 상승효과 여부

결론

를 보는 임상연구가 종료되었으며(NCT02071160), 부작용 없이 신
생아에게 투여 가능한 멜라토닌의 투여량과 저체온요법에 멜라토

신생아 저산소허혈뇌증의 저체온요법은 이미 신경보호 효과가

닌을 추가함에 따라 신경발달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확인된 안전한 표준치료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적용 지침은 향후 큰

(NCT02621944)가 진행 중이다.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산소허혈뇌증에는 다양한 전신질

글루탐산수용기 대항체인 항경련제 MK-801를 중증 저산소허혈

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까지 저산소허혈뇌증 및 동반질

손상 직후에 투여하면 선택적으로 선조체(corpus striatum)에 신경

환의 특성과 저체온에 의한 생리적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침 등이

63)

보호 효과를 보이지만 , 저체온요법과 함께 지연 투여한 경우에는
64)

추가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 다른 연구에서 뇌손상 6
시간 후에 투여한 항경련제는경련을 완전히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65)

많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중등도 내지 중증 저산소허혈뇌증을 가진
신생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저체온요법만으로 치료되지 않고있는 저산소허혈뇌증 신생

뇌신경세포사멸 감소현상은 일부 뇌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 이러

아에게 저체온요법에 추가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

한 결과는 항경련제에 의한 신경보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경련이

경보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실제 임상적

시작되기 전에 약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산소허혈

용이 가까운 수준에 와있다.

손상 초기에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면 ‘therapeutic window’ 기간이

저체온요법과 함께 새롭게 밝혀질 유효한 신경보호제들의 조합

연장되어 저체온요법에 의한 신경보호에 도움이 되는데, 경련을 조

방식이나, 신생아 저산소허혈뇌증의 병리 진행 단계와 정확하게 균

절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차 에너지부전기의 경련이 발

형을 이루는 치료법을 알아내어 가장 적합한 투여 시기와 용량 등이

66)

생하기 전 잠재기에 투여한 것이다 .

확립되면 저산소허혈뇌증이라는 심각한 신생아 질환이 극복될 수

크세논가스는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신경보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다.

자연 크세논가스를 얻기 힘들어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재순환

저체온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를 가능한 놓치지 않도

호흡기가 필요하므로 실제 인체에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임상에 적

록 조기진단율 개선과 저산소허혈뇌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감시와

67)

용하기는 어렵다 . 최근 저체온요법을 받는 중등도 이상의 저산소

지지요법의 숙지를 위한 교육, 저체온치료가 가능한 집중치료센터

허혈뇌증 신생아에게 크세논가스를 추가한 임상연구에서 크세논가

로의 이송방침 등 체계적인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지금보다 더

스를 안전하게 투여할 수는 있었으나 저체온요법의 신경보호 효과

적극적으로 저체온요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68)

를 상승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줄기세포치료는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저체온치료와 함께 적
69)

용하는 방식으로 신경보호 효과를 기대하는데 , 현재 저산소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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