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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s the incidence of 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 has increase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linical outcomes of BPD patients discharged from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BPD patients who are re-hospitalized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ICU) and to evaluate the prognostic outcome factor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BPD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our PICU between May 2006 and November 2014. In total, we identi
fied 101 cases which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those who required inten
sive care for an acute illness or disease aggravation (n=62), and group 2, those who
were admitted for post-operative care unrelated to having BPD as a control group
(n=39). We subsequently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Results: Most patients in group 1 were aged less than 1 year, with weight below the
3rd percentile for age at the time of their PICU admission. The main cause for their
admission was respiratory failure, requiring mechanical ventilation. When compar
ing the two groups, group 1 showed higher gestational age at birth, and a longer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oxygen support, and NICU hospitalization than
group 2. However, we failed to identify any factor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the PICU stay, hospital stay, and mortality. Further large-scale, long-term
follow-up studies will be necessary.
Conclusion: As the majority of patients are admitted to PICU because of respiratory
symptoms during their infantile period, careful follow-up with supportive care and
prevention of respiratory infection are required.
Key Words: BPD, Chronic lung disease of infancy, PICU, Long-term outcome

서론
신생아 중환자 관리가 향상됨에 따라 최근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와 초극소저체중출생아(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의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와 surfactant 투여와 같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의 예방 및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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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은 기계환기가
1)

한 환자가 소아중환자실에 여러 번 입원을 하였던 경우라도 다

적용된 미숙아에서의 주요한 합병증으로 남아 있으며 , 이는 영아

른 시기에 다른 원인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다른 임상 경

기의 만성폐질환(chronic lung disease, CLD)의 가장 흔한 원인

과를 보였던 바, 소아중환자실 입원 관련 지표에 대하여 각각의 개

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별 증례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소아중환자실 입원 목적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기관지폐이형성증에 대한 연구는 활발

따른 급성 질환 악화로 중환자실 집중 치료가 필요하였던 군(1군,

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의 자연경과와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연구

Group 1)과 폐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적 치료 후 수술 후 관

는 부족한 가운데, 1990년 Northway 등은 영아기에 기관지폐이

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군(2군, Group 2)으로 나누어 두 군

형성증을 앓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어린이 및 청소년기에 폐기

간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변수로 소아중환자실 재실 기

2)

능 장애가 동반됨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 이들 환자들의 예후

간 및 총 재원 기간, 사망에 대한 예후 인자를 분석하였다.

및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을 가진 환자들 중 소아중환자실

3. 통계 처리 방법

입원이 필요하였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임상 양상, 예후에 영향을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미치는 관련 인자에 대해 분석 및 추적 관찰 결과를 알아보고자

을 사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

하였다.

내었고 명목형 변수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 수 및 %로 표시하였다.
두군 간의 비교 분석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연속형 변수에 대
하여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명목형 변수에 대하여는 카
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는 연속형 변

대상 및 방법

수에 대하여는 Mann-Whitney U 검정법을, 명목형 변수에 대하

1. 대상

여는 wilcoxon 부호-서열 검증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6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입원 후 재실 기간 및 사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 중 본원 또는 타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요소를 알아보고자 단변수 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에서 미숙아 및 선천기형으로 치료 받은 뒤 기관지폐이형성증으

행하였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 대해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

로 추적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산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 20151284)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후향적 의무 고찰 연구로 동의서 획
득은 면제되었다.

결과

2. 방법

1.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비교 분석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

연구 기간 동안 소아중환자실에 방문한 기관지폐이형성증을 가

검토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과 관련하여 재태 연령, 출생

진 환자들은 총 78명으로 총 101례의 소아중환자실 입원이 있었

체중, Apgar score, 산모의 나이, 분만 방법, 산전 스테로이드 투

다. 한 환자가 소아중환자실에 여러 번 입원을 하였던 경우라도 다

여 여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따른 surfactant 투여 여부,

른 시기에 다른 원인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다른 임상 경

입원 기간, 인공호흡기 치료 여부,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 산소 투

과를 보였다. 이에 소아중환자실 입원 관련 지표에 대하여 각각의

여 기간,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 귀가 시 산소 필요 유무 등

개별 증례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군에 속하는 41명의 환자에서

을 확인 하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진단과 중증도 분류는 Jobe

급성 질환 악화에 따른 소아중환자실 입원이 62례가 있었고, 2회

3)

와 Bancalari 등에 의해 제시된 진단기준 을 사용하였다. 이후 임

이상 소아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던 환자는 10명(24.4%)

상 경과에 대하여, 신생아중환자실 퇴실 후 소아중환자실 입실까

였다(Table 1). 2군에 속하는 37명의 환자들의 경우 미숙아망막

지의 기간, 소아중환자실 입원 횟수, 소아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나

증, 서혜부 탈장 등의 수술 후 관리를 위해 39례의 소아중환자실

이, 체중, 신장, 소아중환자실 입원 이유, 소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입원이 있었고, 2명의 환자가 2회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중 인공호흡기 사용 유무, 인공호흡기 보조 정도, 사용 약물, 소아

전체 환자 중 남아는 45명(57.7%), 여아는 33명(42.3%)이었고,

중환자실 재실 기간, 일반 병실 재실 기간을 포함한 총 입원 기간,

소아중환자실 입원 당시 평균 나이, 체중과 신장은 각각 7.7±8.3

사망 했을 경우 사망 원인, 퇴원 이후 추적관찰 결과 등의 자료를

개월, 4.9±2.6 kg, 56.7±11.5 cm 이었다. 입원 시 연령별 체중의 3

수집하였다.

백분위수(percentile) 이하에 해당하는 사례는 90례(89.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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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Bronchopulmonary Dysplasia in PICU
Total (n=101)

†

Group 1 (n=62)

Group 2 (n=39)

Age at PICU admission (mon)

7.7±8.3

9.3±9.4

5.1±5.1

Corrected age at PICU admission (mon)

5.7±9.2

7.8±10.4

2.3±5.3

Body weight at PICU admission (kg)

4.9±2.6

5.5±2.8

3.9±1.9

59.2±11.8

52.9±10.0

Height at PICU admission (cm)

56.7±11.5

BNP level at PICU admission (pg/mL)

1,433.7± 2,233.5

Interval between NICU care to PICU admission (d) 120.9±233.0
Reason for PICU admission

152.2±272.6
Respiratory 56 (90.3%), Cardiovascular
3 (4.8%), Neurology 2 (3.2%), Gastro
intestinal 1 (1.6%)

72.9±139.6
ROP (14), Inguinal hernia (7),
Heart surgery (6), GI surgery (5),
CNS surgery (5), Other (2)*

Ventilator care

90

51

39

PICU stay (d)

31.7±68.0

49.6±82.1

3.3±2.4

Total hospital stay (d)

44.0±76.1

63.5±90.9

12.6±16.8

5 (4.9%)

5 (8.1%)

0 (0%)

Mortality

*Thoracic duct ligation for chylothorax, hyaluronic acid injection for vocal cord palsy.
†
Unless otherwise indicated, data are number of episodes of PICU admission.
Abbreviations: BNP, brain natriuretic peptide;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GI, gastrointestinal; CNS, central nervous system.
Plus-minus values are mean±SD.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이후 소아중환자실 입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증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진단 받았었다.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을

120.9±233.0일 이었다.

진단 받았던 3명 중 2명은 재태 연령 30주 미만, 출생 체중 1,000

1군 환자들 중 소아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체중이 연령별 체중
의 3 백분위수 이하에 해당하는 사례는 54례(87.1%) 이었다. 1군

g 미만의 초극소저체중출생아 였고, 이 둘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 시 산소가 필요로 하였다.

환자들의 소아중환자실 입원 원인은 대부분 호흡 곤란과 호흡 부

2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36례(92.3%)의 경우 소아중환자실

전이 주를 이루었고(90.3%), 이는 호흡기 감염 또는 기관지폐이

입원 당시의 체중이 연령별 체중의 3 백분위수 이하에 해당하였

형성증에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 악화에 의한 것이었다. 그 외에

다. 입원 이유에는 미숙아망막증 수술이 14례(35.9%), 서혜부 탈

는 심부전(4.8%), 경련(3.2%), 토혈(1.6%) 등의 이유로 소아중환

장 수술이 7례(17.9%), 심방중격결손 또는 심실중격결손과 같은

자실에 입원 하였다. 이들 중 호흡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예정된 정규 심장 수술이 6례(15.4%), 위루관 삽입, 장루 복원 등

에 한하여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12례에서 호흡기

의 소화기계 수술이 5례(12.8%), 뇌실복강단락술 등의 중추신경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Parainfluenza virus 36례, Respiratory

계 수술이 5례(12.8%),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술이 2례 있었

syncytial virus (RSV) 4례, Rhinovirus 2례, Bocavirus 1례 확인

다. 2군의 환자들 중 소아중환자실 입원 중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되었다. 2009년 이전에 시행한 검사는 비인두강 검체를 통한 배양

1군과 2군 두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재태 연령과 신생아중환

검사로, 나머지는 비인두강 검체를 통한 PCR (polymerase chain

자실 퇴원시의 교정연령이 1군에서 2군에 비해 높았고, 인공호

reaction) 검사로 검출 되었다. 소아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평균

흡기 사용 기간, 산소 치료 기간, 신생아중환자실 재원 기간, 또

49.6±11.8일 이었으며 소아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포함한 총 병

한 1군에서 2군에 비해 의미 있게 길었던 것이 확인되었다(Table

원 입원 기간은 평균 63.5±90.9일 이었다. 연구기간 중 총 5례의

1). 반면 출생 체중, 1분 및 5분 Apgar score, 성별, 출산 방법,

사망이 있었고, 이는 총 입원 사례 중 8.1%에 해당한다. 사망 원인

surfactant 투여 여부, 산모의 나이, 귀가 시 산소 필요 여부 등은

은 주로 환자의 기저질환의 악화 또는 이와 동반된 합병증에 의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것이었다. 기관지폐이형성증과 동반된 폐동맥고혈압으로 장기간
의 기계환기 이탈 실패로 사망한 경우가 3례가 있었고, 선천성 횡

2. 예후 인자 분석

격막 탈장에 의한 심폐부전의 악화로 인한 사망과 다운증후군 관

1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아중환자실 재실기간, 총 재원기간

련 폐질환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 각각 1례씩 있

및 사망에 대한 예후 인자 분석 결과, 소아중환자실 입실 당시 체

었다. 사망한 환자들 중 3명은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을, 2명은 경

중 만이 소아중환자실 재실기간 및 총 재원기간과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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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Parameters

Total (n=78)*

Sex (male:female)

Group 1 (n=41)

Group 2 (n=37)

P-value

45:33

26:15

19:18

0.282

29.2±4.1

30.3±4.4

28.0±3.5

0.011

Birth weight (g)

1,241±691

1,360±721

1,110±640

0.108

Maternal age (y)

32.4±4.1

3 2.4±4.2

32.3±4.0

0.965

4.0 (0–8) (n=66)

5.1 (1–7) (n=32)

5 (0–8) (n=34)

0.952

Gestational age (wks)

Apgar score
1 min
5 min

6.1 (1–9) (n=66)

7.8 (1–9) (n=32)

7 (2–9) (n=34)

0.902

Delivery

NSVD (18), C/sec (60)

NSVD (8), C/sec (33)

NSVD (10), C/sec (27)

0.432

Surfactant therapy for RDS

yes (52), no (26)

yes (24), no (17)

yes (28), no (9)

0.09

Duration of O2 therapy (d)

95.3±79.1 (n=71)

124.1±100.1 (n=34)

68.8±38.5

0.004

Duration of MV (d)

57.7±66.4 (n=71)

78.1±84.9 (n=34)

38.4±33.2

0.013

Duration of NICU care (d)

106.2±65.1 (n=73)

123.9±81.6 (n=36)

89.0±37.1

0.024
0.013

Corrected age at NICU discharge (wks)
BPD severity

Home O2 at discharge

3.4±9.5

5.9±11.7

0.7±5.3

mild (28)

mild (9)

mild (19)

moderate (27)

moderate (10)

moderate (17)

severe (23)

severe (22)

severe (1)

yes (40), no (38)

yes (25), no (16)

yes (15), no (22)

0.112

Abbreviation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MV, mechanical ventilator;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C/sec, cesarean sec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data are numbers of patients.
Plus-minus values are mean±SD.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예후 인자와
소아중환자실 재실기간 및 총 재원기간 사이에 유의한 결과는 없

Table 3. Correlation Between Basic Characteristics and Prog
nostic Outcomes
PICU Stay

었다. 사망과 관련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인자들은 없었다
(Table 3). 이들을 각각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 재태 연령, 출
생 체중 별로 세분화 하였을 때 소아 중환자실 재실기간, 총 재원
기간, 기계환기 필요 여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Table 4).

고찰
만성 폐질환이란 신생아기의 호흡기 질환에 의한 다양한 폐질
환을 통칭 하는 말로서 이 중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영아기 만성폐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지폐

2

R

P-value

Hospital Stay
2

R

P-value

Age at PICU admission

0.611 0.182

0.619 0.126

Corrected age at PICU admission

0.611 0.208

0.619 0.175

Body weight at PICU admission

0.611 0.015

0.619 0.025

Height at PICU admission

0.611 0.057

0.619 0.054

BNP level at PICU admission (pg/mL) 0.611 0.539

0.619 0.405

Interval between NICU care to PICU
admission (d)

0.611 0.213

0.619 0.184

Gestational age

0.611 0.586

0.619 0.248

Birth weight

0.611 0.779

0.619 0.284

1 min

0.611 0.311

0.619 0.762

5 min

0.611 0.347

0.619 0.514

Apgar score

이형성증은 1967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가진 미숙아가 기

Duration of O2 therapy in NICU (d)

0.611 0.794

0.619 0.620

계환기와 고농도의 산소치료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 호

Duration of MV in NICU (d)

0.611 0.783

0.619 0.654

흡기 질환으로 처음 소개 되었다 . 미숙아에 대한 산전 스테로이

Duration of NICU care (d)

0.611 0.552

0.619 0.440

드와 surfactant 투여 및 호흡기, 감염, 영양 보충과 같은 보존적 치

Corrected age at NICU discharge

0.611 0.941

0.619 0.759

료가 발전함에 따라 더 작은 주수에 출생한 환자들의 생존률이

Home O2 at NICU discharge

0.277

0.282

4)

5)

향상 되었고, Jobe 등 은 이들 미숙아들이 최소한의 기계환기 보
조와 저농도 산소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도 기

Abbreviations: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BNP, brain natri
uretic peptide;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V, mechanical
venti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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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rognostic Factors within Subgroups of Group 1
BPD severity
Mild Moderate
(n=15)
(n=11)
PICU stay*

Gestational age (wks)

Severe
(n=36)

Pvalue

<28
(n=19)

28-<32
(n=18)

Birth weight (g)

≥32
(n=25)

45.7±82.8 18.6±19.8 60.7±91.9 0.328 47.6±60.6 40.2±98.4

Pvalue

50.8±85.9 0.786

<1,000
(n=22)

1,000-1,499 ≥1,500
(n=9)
(n=31)

Pvalue

64.3±99.4 51.2±103.9 38.6±60.1 0.539

Hospital stay* 66.2±84.2 29.6±23.8 72.9±104.5 0.389 56.5±56.9 51.2±104.7 78.4±102.6 0.587 75.2±101.5 61.0±100.8 55.0±81.5 0.713
Ventilator
†
requirement

13/15
(86.7%)

8/11
(72.7%)

30/36
(83.3%)

0.634

15/19
(78.9%)

12/18
(66.7%)

24/25
(96.0%)

0.041

16/22
(72.7%)

8/9
(88.9%)

27/31
0.343
(87.1%)

*One-way analysis of variance.
†
Pearson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lus-minus values are mean±SD.

관지폐이형성증이 발현함을 관찰하였다. 1999년, 이러한 질환 군
2)

미숙아 자체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폐 손상

에 대해 이전 Northway 등 에 의해 소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미

및 장기적인 폐 기능장애의 주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

숙아로 출생하여 폐포화(alveolarization)가 되지 않은 상태의 환

나 출생 당시 산모의 특성, 환자의 출생 정보, surfactant 치료, 산

자들에서 출생 후에 산소 치료, 기계 환기 치료, 감염 등에 의한

소치료 유지 기간,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와 같은 신생아중

cytokine 노출, 그 외에 스테로이드 치료, 영양 상태와 같은 다양

환자실에서의 인자는 이후의 중장기적 임상 경과 및 예후 예측에

한 원인에 의해 폐 발달 과정이 방해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새로

유용하지 않음이 보고된 바 있다

5)

15,18)

. 반면에 저체중출생아로 신

운 병태 생리학적 개념의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정의되었다 . 현재

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 후 재입원하게 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

기관지폐이형성증에 대하여는 2001년 Jobe와 Bancalari가 제시

내 연구 결과, 출생체중, 기관지폐형성 유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한 진단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소한 출생 28일

의 기계환기 치료 기간과 입원 기간은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이후

이후까지 산소 공급일 필요한 경우를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정의

의 입원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발표되었다 . 본 연구 결과 재

하였고, 교정 주수가 만삭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호흡 보조 정도에

태 연령, 출생 체중, 분만 방법, surfactant 투여 여부 등의 주산기

3)

따라 중증도를 결정한다 .

19)

관련 인자들, 그리고 총 산소 치료 또는 기계 환기 치료 기간, 입원

매해 미국에서는 총 출생의 1.5%인 60,000명의 극소저체중아

기간, 신생아중환자실 퇴원시 교정연령,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

가 태어나고 이중 20%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 귀가 시 산소 필요 여부 등의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관련 인자

6)

보고되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총 출생아 중 1.6%, 극소저체중아

들은 모두 소아중환자실에서의 입원 기간 및 사망 여부와 유의한

의 20-25%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진단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급성질환 악화에 따른 소아중환자실 입

7,8)

있다 . 이는 이전 보고와 비교해 볼 때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자의

원 치료가 필요하였던 1군의 경우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소아중환

발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향상된 미숙아 치료 및 관리에 따

자실에 입원한 2군과의 비교 분석 결과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

9)

라 이들의 유병률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이들 환자

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산소

들에 대한 중장기 임상 경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

투여 기간, 기계 환기 적용 기간, 총 입원 기간에서 유의하게 차이

르면 생후 1개월경 이들의 기도의 전도도가 감소하고, 기도 저항

를 보였다. 앞선 보고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동반된 환자의 절

10,11)

은 증가해 있는데 2-3세경 정상화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반에 가까운 수가 생후 1년 이내에 하기도 질환과 동반된 급성 호

최대호기유량과 노력성 폐활량이 유아기에 이르러서도 정상 수치

흡 곤란을 주소로 재입원한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입원의 빈도가

에 비해 감소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앓지 않

1세 이전에 집중되었다가 생후 2-3세경부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은 소아에 비해 잦은 호흡기 증상의 발현과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있었다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 스테로이드와 같은 천식치료제가 더 빈번히

원 당시의 나이가 영아기에 해당 되었고, 많은 수의 환자가 호흡기

10,12-15)

처방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

14,18,20-22)

.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환자가 소아중환자실 입

증상을 주소로 소아중환자실 외에도 일반 병동으로 반복입원 치

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자들의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에 재

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성장과 함께 그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

입원하게 되는 빈도, 이와 관련된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와 영아

었다. 이는 환자의 성장에 따른 이후의 기도의 성장과 새로운 폐포

기부터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폐기능 검사를 추적하여

의 발달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 병태 생리학적 현상이라

1,2,12,16,17)

중·장기적 경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 되었다

.

할 수 있겠으며 이와 더불어 1999년,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진단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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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년 동안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연구였다는 점과 연구의 대상 환자 수가 많지 않았던 점을 들 수

를 추적한 연구에서 기존에 악화되어 있던 폐기능이 생후 1년간

있다. 많은 연구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자의 장기적 경과의 지

호전을 보이다가 2세경 정상 범위에 도달함을 보고한 연구에 의해

표로 활용되고 있는 폐기능 검사의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것 역시

10,12)

또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 반면, 생후 5세경 까지는 어느 정

제한점이다. 또한 출생 당시의 재태연령, 출생체중 등을 기준으로

도의 폐기능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지속된다는 다른 결과의 보고들

한 case-matched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한 점을 제한점으로 들

13)

도 있어 , 폐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유행하는 바이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스의 차이, 동반 질환의 유무, 흡연에 대한 노출 유무, 형제 또는 육

가진 환자들 중 소아중환자실에서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

아시설 방문 여부 등의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아기의 잦은 입

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경과 및 급성질환 악화와 관련

원과 높은 중증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후 인자들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시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앞서 언급한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자들의 폐기능 이상은 이들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바이러스에 의한 하기도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함에 따라 이
1,19,21,23)

로 인한 재입원 반복됨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자들

. 본 연구에서도 대

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 치료 기간이 길

부분의 환자가 호흡기 감염에 의한 기저질환 악화를 주소로 소아

었던 경향이 있었고, 이들의 주된 입원 이유는 호흡 곤란과 기계적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RSV에 의한 감염이 기관지폐이형성

보조를 필요로 하는 호흡 부전이었다. 일부의 환자에서는 호흡기

21,23-26)

증 환자들의 주된 재입원 원인인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본

바이러스 감염이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 확인되었고, 영아기

연구에서는 Paravinfluenza virus 3와 함께 RSV가 일부 호흡기

에 그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통

의한 재입원이 영아기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호흡

해 이들 기관지폐이형성증을 가진 환자들의 상태 악화 및 장기적

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주의 깊은 경과 관찰 및

예후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미숙아 관

적절한 시기의 즉각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

리에 있어 이후 폐손상을 최소화 하고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관지폐이형성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하여

있는 치료 방침의 마련 및 악화 요인 선별을 통해 기관지폐이형성

는 Palivizuma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증을 가진 영아들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 치료 및 임상 경과의

24,27,28)

다

.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본 연구에서 급성 질환의 악화로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1군
의 환자들 중, 입원 당시의 체중이 작을수록 소아중환자실 입원
기간과 총 병원 입원 기간이 긴 것이 선형회기분석에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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