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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atal Thromboembolic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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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iology of thrombosis is multifactorial and involves the interaction of inherited and acquired risk factors. Many neonatal 
thromboembolic disorders are iatrogenic and their incidence is likely to increase as advancements are made in neonatal care. 
Among pediatric populations, neonates have the highest risk for thrombosis secondary to the unique developmental hemostatic 
system, inherited prothrombotic disorders, and perinatal clinical conditions. Central venous and arterial catheters present the 
greatest risk for developing thromboembolisms in neonates. Both venous and arterial thromboses have been reported in a variety 
of anatomic locations. Prompt identifica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thromboembolisms is critical for avoiding life-threat-
ening complications. To date, few data are currently available regarding the contribution of inherited and acquired prothrombotic 
disorders in the pathogenesis of neonatal thromboembolism. In particular, a lack of information about neonatal thromboembolism 
in Korea has inhibited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diagnosing thromboembolisms in neonat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knowledge about the role of inherited and acquired risk factors for neonatal thromboembolism in the West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common neonatal thromboembolic diseases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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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은 소아기에 흔한 질환은 아

니다. 증후성(symptomatic) 혈전색전증의 발생률은 소아 

10,000명 당 0.07명으로, 성인에 비해 매우 낮다1). 그러나 신생

아기는 혈액응고계의 고유한 특징, 선천적 전혈전성

(prothrombotic) 이상, 주산기의 각종 요인 등 다발성 유전적, 

후천적 위험인자 때문에 소아기에서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가

장 높은 연령군이다2-4). 최근 신생아학의 발전과 함께 극소 저출

생 체중아 등 중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각종 도관

(cathete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회로, 심폐 우회로 등과 같은 혈전유발성(thrombogenic) 도구

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서구의 국가적, 국제적 소아 혈전증 등록사업(registry)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소아기 혈전증의 50% 이상

이 신생아기에 발생한다고 추정된다1, 3). 높은 발생률과 임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전적 위험인자를 포함에 신생아 

혈전색전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선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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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권고사항도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전색전증의 

발생률이 낮고 유전적 위험인자의 발견 빈도도 보고가 없거나 

매우 낮은데다가, 혈전색전증에 관해 신생아는 물론 소아에서

의 연구 결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저자는 본 종설을 통해 신

생아 혈전색전증의 유전적, 후천적 위험인자에 대한 최근 서구

의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신생아기 혈전색전증의 

대표적 유형인 도관 관련 혈전증, 신정맥 혈전증, 간문맥 혈전증, 

대뇌 정맥동 혈전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발생률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생아기는 소아기에서 혈전색전증

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군이지만,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발

생률은 그 종류와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 독일 registry5)는 총 79예로 이는 출생아 10,000명당 

0.51예의 발생률을 보였고, 총 97예를 보고한 캐나다 registry1)

는 임상적으로 뚜렷한 증례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아 1,000명

당 2.4예로 일반 성인 인구에서의 발생률과 거의 같았다. 네덜란

드 registry3)는 99명(신생아 47명)이 등록되었으며, 소아 10,000

명당 0.14예의 발생률을 보였다. 저자가 아는 한, 국내 소아에서

의 발생률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위의 세 가지 주요 registry 

모두 남아에게 더 많이 발생한 신정맥 혈전증을 제외하고는 남

녀의 발생률이 비슷하였고, 신생아 정맥 혈전색전증의 약 90%

가 중심정맥도관과 관련이 있었다.

2.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

신생아의 전응고(procoagulant)계, 항응고(anticoagulant)계, 

섬유소용해(fibrinolytic)계는 각각 소아나 성인과는 다른 고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6). 이러한 고유한 특징 때문에 신생아는 

‘상대적’인 전혈전성 상태에 놓여 있지만, 만삭아나 ‘상대적으로 

건강한’ 미숙아의 경우에는 자발적(spontaneous) 혈전증의 형

성을 막아주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혈전 형성이 어느 정도 억

제되고 있다. 유전적 위험인자를 비롯한 다양한 후천적 위험인

자에 의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신생아기에 혈전증이 발생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Table 1)7, 8).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대다수, 특히 도관과 관련이 없는 자발적 

혈전증은 유전적 전혈전성 이상과 후천적인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 후천적 위험인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은 제대동맥도관(umbilical 

artery catheter, UAC) 및 제대정맥도관(umbilical vein 

catheter, UVC)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중심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중심도관들은 신생아 혈전색전증

을 유발하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후천적 위험인자이다4, 6). 한 대

규모 전향적 연구에서, UAC나 UVC를 거치한 148명의 신생아

Table 1.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eonatal Thromboembolism 

Maternal risk factors Delivery risk factors Neonatal risk factors

Infertility and its treatment Emergent cesarean section Central catheters

Oligohydramnios Severe bradycardia Congenital heart disease

Thrombotic states during pregnancy Instrumentation Sepsis

Preeclampsia Birth asphyxia

Diabetes Respiratory distress

Chorioamnionitis Dehydration

Prolonged rupture of membranes Congenital nephrotic syndrome

Autoimmune disorders Necrotizing enterocolitis

Polycythemia

Pulmonary Hypertension

Prothrombotic Disorders

Surgery

ECMO
Medications (steroids, heparin)

Abbreviation: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Adopted from Saxonhouse and Manco-Johns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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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초음파로 복부대동맥과 하대정맥에서 혈전을 선별

적으로 검사하였을 때, UAC를 거치한 신생아의 32%에서 복부

대동맥의 혈전이, UVC를 거치한 신생아의 4%에서 하대정맥의 

혈전이 발견되었다. 복부대동맥의 혈전 발생과 관련된 유일한 

위험인자는 UAC의 거치 기간 증가였다9). 캐나다 및 네덜란드 

registry에서 신정맥 혈전증을 제외한 도관 관련 혈전증은 각각 

혈전색전증 발생의 89%와 94%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였다1, 3). 그 외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선천성 심기형, 호흡

곤란 증후군, ECMO, 탈수, 패혈증, 심부전, 선천성 신증후군, 괴

사성 장염, 적혈구 증가증, 폐동맥 고혈압, 주산기 가사, 스테로

이드와 헤파린과 같은 약물 등도 신생아기의 주요 후천적 위험

인자이다(Table 1)4, 6). 

한편, 산모의 여러 임신성 합병증들과 혈전성향성(throm-

bophilia)도 신생아 혈전색전증 발생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Table 1)4, 6). 현재 산모의 혈전성향성이나 산전 임신성 위험인

자가 태아나 신생아의 혈전 발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

과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태반의 경색(infarction)에 의

한 혈전 형성이 가장 널리 추정되는 혈전 발생 기전이다. 임신 

그 자체가 전혈전성 상태이고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더 혈

전 형성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산모의 전혈전성 상태에 더

해 분만 전 후의 여러 추가적 위험인자들, 즉, 제왕절개, 전자간

증, 임신성 당뇨병, 융모양막염, antiphospholipid 증후군 등에 

의해 태아나 신생아의 혈전색전증 발생의 위험성이 보다 높아진

다. 전자간증은 혈관내피세포의 혈액응고계를 활성화하고, 임

신성 당뇨병은 산모의 혈관 손상을 유발해 태반 경색과 혈전 형

성을 일으킨다. 융모양막염이 있으면 태반 혈관의 염증에 의해 

국소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 수축과 경색이 유발된다10).   

2) 유전적 위험인자

혈액응고 인자의 유전적 돌연변이는 혈액응고 억제인자의 결

핍, 전응고 단백의 과생산, 섬유소용해(fibrinolysis)의 이상, 혈

관 내피의 손상 등을 통해 전혈전성 상태를 유발한다.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진단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적 위험인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 신생아에서 많은 유전적 위험인

자들이 혈전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able 2). 독일 registry는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20%에서 유전

적 혈전성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5), 자발적 정맥 혈전색전증

이 있었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1명 중 59%에서 단

일 전혈전성 위험인자가, 21%에서 복합 전혈전성 위험인자가 발

견되었다11). 유전적 위험인자들은 소아에서 자발적 혈전증 뿐 

아니라 도관 관련 혈전색전증의 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2).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 위험인자는 인종에 따라 그 발생 빈도

의 차이가 매우 큰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며, 특히 소아에서의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1) 응고인자의 이상

활성화 protein C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은 정맥 혈전색전증

의 가장 흔한 유전적 위험인자로 알려졌고, 백인의 경우 그 90% 

이상은 Factor Ⅴ 유전자의 돌연변이(FⅤ Leiden, G1691A, 

R506Q)에 의해 유발된다. Factor Ⅴ 유전자의 돌연변이, 즉  

G1691A는 뉴클레오티드 506번 부위의 arginine (R)을 

glutamine (Q)로 대체한다(R506Q). 이에 따라 factor Ⅴ의 변이

형(FVa:Q506)은 정상형(FVa:R506)보다 활성화 protein C에 의

해 더욱 천천히 분해되어 과응고 경향을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

로 정맥 혈전증의 상대 위험도가 이형접합체의 경우는 6-8배, 

동형접합체의 경우는 8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13-16). Factor Ⅴ 

Leiden 돌연변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혈전증의 가장 흔한 유전

적 위험인자로서, 백인에서의 유병율이 4-6%에 달하지만 동양

인에서는 매우 드물거나 보고되지 않았다8, 15, 17). 성인 심부 정맥 

혈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환자의 27%가 활

성화 protein C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으나 factor Ⅴ Leiden 돌

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17). 소아의 도관 관련 혈전증에서는 

factor Ⅴ Leiden 돌연변이가 전체의 7%로 유전적 위험인자 중 

가장 흔했고12), 최근 자발적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된 소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factor Ⅴ Leiden 돌연변이가 전체

Table 2. Inherited Prothrombotic Risk Factors 

Common Factor V G1691A gene mutation

Factor II G20210A gene mutation

Increased concentrations of

apolipoprotein (a)

Moderate hyperhomocysteinemia

Homozygous C677T polymorphism in

the MTHFR gene

Rare Protein C deficiency

Protein S deficiency

Antithrombin deficiency

Heparin cofactor II deficiency

Very rare Dysfibrinogenemia

Dys-/hypoplasminogenemia

Homozygous homocystinuria

Probably inherited Increased factor VIIIC, IX, or fibrinogen
Decreased levels of factor XII

Abbreviation: MTHFR,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Adopted from Thornburg and Pip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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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9%로 유전적 위험인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11). 

백인의 경우 1-2%의 유병률을 보이는 prothrombin (factor Ⅱ) 

유전자의 promotor sequence에서의 G20210A 돌연변이는 

prothrombin의 혈중 농도를 15-30%까지 증가시켜, thrombin 

생성을 의미있게 증가시켰다18, 19). 소아의 정맥 혈전증에서 

G20210A 돌연변이가 4.2%에서 발견되어 정상 대조군의 1.1%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19). 앞의 두 종류의 유전적 이상은 신생

아에서 중등도의 혈전색전증을 유발한다.

(2) 혈액응고 억제제의 이상

중요한 혈액응고 조절 단백인 protein C, protein S, anti-

thrombin 결핍은 상대적으로 덜 흔하지만, 보다 강력한 유전적 

전혈전성 위험인자이다. 특히 동형접합(homozygous) 또는 복

합이형접합(compound heterozygous) protein C, protein S, 

또는 antithrombin Ⅲ 결핍은 전격성 자반증(purpura fulmi-

nans)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13, 20). Protein C와 

보조인자인 protein S, factor Ⅴ가 protein C system에 포함된

다. Thrombin은 혈관내피세포 표면에서 thrombo modulin과 

결합하여 protein C를 활성화 protein C로 전환한다. 활성화 

protein C는 활성화 factor Ⅴ와 Ⅷ를 불활성화한다. Protein C

나 S의 질적, 양적 결핍을 유발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는 역시 정

맥 혈전색전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16, 21). 한편, antithrom-

bin은 혈관내피세포의 heparin sulfate에 결합하여 thrombin

과 활성화 factor Ⅸ, Ⅹ, ⅩⅠ을 억제한다. Antithrombin 생성 결

핍을 유발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도 마찬가지로 혈전색전증의 위

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16). 

(3) 대사 이상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MTHFR) 유전자 돌

연변이(MTHFR C677T 및 A1298C)는 homocysteine을 

methionine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remethylation의 장애를 유

도하여 hyperhomocysteinemia을 일으켜 혈관내피세포의 손

상을 유발한다. 미국인의 유병률은 약 9% 정도로 추정되지만 

인종에 따라 차이가 커서 흑인이나 동양인보다는 백인에게 훨

씬 많다4). 이 돌연변이로 인해 증가된 homocysteine은 미숙아

의 혈관 질환과 동맥 혈전증을 증가시킨다는 의심은 되지만22),  

MTHFR 유전자 돌연변이와 소아의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16, 23). 한편, lipoprotein (Lp)(a)

은 plasminogen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서 섬유소용해를 경쟁적

으로 억제할 것으로 추정된다. 30 mg/dL 이상의 lipoprotein 

(a) 농도 상승이 독일 소아에서 동맥과 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

임이 밝혀졌지만24, 25), 여전히 독일 외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적

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6). 

(4) 기타

Lupus anticoagulant, anticardiolipin 항체, anti-β2-gly-

coprotein-I 항체와 같은 모체antiphospholipid 항체는 태반을 

통해 전달되어 출생 후 신생아 혈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4). 

후천적 위험인자 없이 의미 있는 혈전증이 생긴 신생아는 이러

한 항체들에 대한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하고, antiphospho-

lipid 항체의 병력을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혈전증

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27). Dysfi-

brinogenemia, hypo 및 dysplasminogenemia, heparin 

cofactor II 결핍증과 같은 다른 유전적 이상 질환들도 정맥 혈

전증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생아 혈전증에서의 역할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6).

3. 증상이 있는 신생아 혈전증의 평가

신생아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혈전증에 대한 적절한 평

가 방법은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제시되는 대부

Table 3. Laboratory Evaluation for Suspected Prothrombotic 
Disorder 

Collection tube

Initial laboratory testing*

Antiphospholipid antibody panel Citrated plasma

  Anticardiolipin and lupus

  anticoagulant (IgG, IgM)

Fibrinogen Citrated plasma

Protein C activity Citrated plasma

Protein S activity

Antithrombin (activity assay)

Factor V Leiden† EDTA

Prothrombin G†

MTHFR†

Homocysteine Citrated plasma

Lipoprotein (a)

Additional laboratory testing‡

FVIII activity Citrated plasma

FXII activity

Factor IX activity

Factor XI activity

Plasminogen activity
Heparin cofactor II

Abbreviations: 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MTHFR,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The following is performed if other acquired risk factors are present.
†DNA-based assays.
‡The following is performed if other acquired risk factors are not present.
Adopted from Manco-Johnson et al.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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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권고 사항은 증례 보고, 코호트 연구, 전문가 의견 등에 바

탕을 두고 있고, 많은 부분이 연장아나 성인에서의 연구결과를 

끌어다 적용한 것이다20). 신생아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혈

전증이 발생하였을 때, 유전적 전혈전성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서는 자세히 가족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발성 자연유

산, 미숙아 분만 등 임신력 또는 분만력에 대한 정보가 유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Table 1). 최근의 

여러 연구 성과를 토대로 ‘Subcommittee for Perinatal and 

Pediatric Thrombosis of the Scientific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에서는 위험인자에 관계없이 출생 후 의미 있는 혈

전색전증을 보이는 소아 환자는 유전적 전혈전성 이상의 발견

을 위해 Table 3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검사하기를 권고하였다
28). 하지만 혈전색전증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전적 

위험인자의 빈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가이드라인에

서는 다른 후천적 위험인자가 없다면 보다 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임상 증상, 가족력, 또는 증상 발

생 시기에 따라 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혈전증

이 발견되면 수일 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검사 항목에

서 protein-based assay는 생후 3-6개월에 반복해서 검사해야 

명확한 진단이 가능하다29). 항응고제 치료를 미리 했다면, 

protein-based assay는 치료를 중단한 후 14-30일 후에 시행

하는 것이 좋다. DNA-based assay는 치료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급성기에 검사한다면 믿을 만하다29). Lipo-

protein (a) 농도는 생후 첫해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백인에서 그 농도가 낮게 나온다면 8-12개월 후에 재검을 

하도록 한다24, 25, 29). 검사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미숙아나 빈혈이 있

는 영아에서 큰 문제이다. 따라서 혈전증 검사는 혈전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신생아 도관 관련 혈전증

1) 정맥 혈전증 

 중심정맥도관의 도입은 신생아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혈전의 위험성도 크게 증

가하였다. 중심정맥도관에 의한 혈관 벽의 손상 및 혈류 차단,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의 주입, 혈전이 생기기 쉬운 

도관의 재질 등이 모두 혈전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8). 신생

아 중심정맥도관 중 혈전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관은 

UVC이다. UVC의 주요 합병증의 하나는 간문맥 혈전증(portal 

vein thrombosis)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UVC가 거치된 28명

의 신생아 중 6명(21%)에서 하대정맥(4명)과 간문맥(2명)에 혈

전이 생겼다. 혈전은 도관 제거 후에 발견되었고, 모두 무증상이

었으며, 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전혈전성 유전자의 돌연변

이는 20% 정도에서 발견되었으나 UVC 관련 혈전증의 위험도

를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0). 한편, 부검 연구에

서는 UVC가 거치된 채 죽은 환아의 20-65%가 혈전증의 현미

경적 증거가 발견되었다31-33). UVC 관련 혈전증의 증상으로는 

지속적 감염, 지속적 혈소판 감소증, UVC 기능 이상 등이 있다. 

UVC 관련 혈전증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짧게 사용하고 신속

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관 관련 감염증 예방에 대한 권

고사항이기는 하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에서는 UVC의 사용을 총 14일로 제한하기를 권고한다34). 

UVC를 장기간 사용(~28일)한 군과 단기간 사용(7-10일) 후 말

초중심정맥관(PCVC)으로 교체한 군을 비교한 무작위 연구에

서, 단기간 사용군과 장기간 사용군의 혈전 발생률은 각각 9%

와 13%였다35). 발생률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UVC를 가능

한 짧은 시간 사용하였을 때 전체 혈전과 증상이 있는 혈전의 

발생률이 낮았다. 한편, Narang 등36)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생후 첫 주에 55% 이상의 헤마토크

릿 상승이 UVC 관련 혈전증의 발생과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다

고 하였다. 정맥 혈전색전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

맥조영술이지만,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게는 정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낮은 사구체투과율 등으로 인해 시행이 매우 어렵다37). 

따라서 신생아에서는 도플러 초음파가 정맥 혈전증을 진단하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진단 방법이다. 정맥 혈전색전증

의 장기 합병증으로는 피부 측부순환의 만성적 정맥폐쇄, 유미

흉, 간문맥 고혈압, 혈전 후 증후군(postthrombotic syndrome) 

등이 있다. 신생아기에 혈전증을 보였던 혈전 후 증후군을 나타

내는 소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발생률이 7-12%에 이른다37). 

혈전 후 증후군의 증상은 만성 부종, 피부색 변화, 상처 회복 지

연, 조직 생존력 저하, 통증, 사지 기능 제한 등이 있다38). 중심정

맥도관 관련 정맥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되면 즉각 도관

을 제거해야 하지만, 색전증의 위험 때문에 항응고제 치료를 시

작한 후 3-5일 후에 제거하기를 권고한다. 우선적인 항응고제 

치료나 방사선학적 모니터링과 함께 보존적 치료가 추천되지만, 

보존적 치료를 하는 동안 혈전이 확대되면 6주에서 3개월까지 

unfractionated heparin (UFH)이나 low-molecular-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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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rin (LMWH)으로 항응고제 치료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혈전용해술(thrombolytic therapy)은 장기와 사지에 심각한 손

상을 줄 수 있는 주요 혈관 폐쇄를 보이는 신생아 정맥 혈전색전

증에만 시행되는 것이 좋다20).

2) 동맥 혈전증

신생아 동맥 혈전증은 모든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거의 50%

를 차지하고 그 90%는 동맥 내에 설치한 도관에 의해 발생하는

데, 주로 UAC, 말초동맥도관, 대퇴동맥도관 등이 원인이다6, 37). 

최근 Turebylu 등30)은 UAC가 거치된 신생아 47명 중 23%에서 

동맥 혈전증이 발생하여 UVC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였고, 치

료를 요하거나 증상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UAC 관련 

혈전증은 진단 방법에 따라 그 발생률이 크게 다르다. 단지 증

상이 있는 혈전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발생률이 1-3%에 

불과했지만, 초음파나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14-

35% 및 64%에 각각 달했고, 부검을 한 경우에는 9-28%였다10). 

급성 혈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도관 기능 이상, 사지의 창백이

나 청색증, 지속적 혈소판 감소증, 패혈증 등이 있고, UAC에 의

한 혈전증의 초기 합병증은 장간막 경색증, 고혈압, 신기능 이상 

또는 신부전, 사지 손실, 울혈성 신부전 등이 있다6). 최근 

Cochrane review는 UAC의 끝이 대동맥 분기점 바로 위에 위

치하였을 때(저위, lower position)보다 횡격막 위에 위치하였을 

때(고위, high position)에 임상적으로 명백한 허혈성 합병증과 

대동맥 혈전증의 발생이 줄었고39), 도관의 끝에 구멍이 있는 경

우가 옆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 비해 대동맥 혈전증이 크게 감소

하였으며40), UAC를 통한 저용량(0.25 units/mL)의 지속적 

heparin 주입이 혈전증의 위험을 줄이지는 않았으나 도관이 막

히는 것을 줄여주어 도관 유지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41). 심초음

파상 대동맥 축착이나 좌심실 유출을 제한하는 다른 심장질환

의 증거가 없이 사지가 차고 얼룩이 졌거나 맥박 감소를 보인다

면 동맥 혈전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맥 도관 관

련 혈전증을 진단하는 가장 민감한 방법은 혈관조영술이지만, 

일반적으로 연장아나 성인에서만 시행되고 신생아에서는 도플

러 초음파가 주로 이용된다37). UAC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UAC

를 통한 저용량의 UFH (heparin 농도 0.25-1 U/mL)를 예방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이 추천된다. UAC 관련 혈전증을 보이는 

신생아 치료의 현재 권고 사항은 UAC의 신속한 제거와 더불어 

적어도 10일간 UFH나 LMWH와 같은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것

이다. 생명, 사지 또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으로 보이는 

UAC 관련 혈전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rTPA를 이용한 혈전용해

술이 추천된다. 만약 혈전용해술이 금기라면 수술적 혈전제거

술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혈전증을 줄이기 위해서

는 UAC의 끝은 저위보다는 고위에 두는 것이 좋다. 한편, 말초

동맥도관이 거치된 소아의 경우, 도관을 통해 UFH (5 U/mL at 

1 mL/h)를 예방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이 권고된다. 소아에서 

말초동맥도관 관련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관을 제

거하고 UFH로 항응고제 치료를 하도록 한다. 필요시에는 혈전

용해술이나 수술적 혈전제거술을 할 수도 있다20).

5. 신생아 주요 정맥 혈전증

1) 신정맥 혈전증 

신정맥 혈전증(renal vein thrombosis)은 신생아기의 가장 

흔한 자발적(비 도관 관련) 혈전색전증이다. 캐나다 registry에 

의하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아 1,000명 당 0.5명 꼴로 발생하

고,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약 20%를 차지하며, 전체 신정맥 혈전

증의 65%가 신생아기에 발생한다1). 최근에 271명의 신정맥 혈

전증 환아를 분석한 Lau 등42)의 연구에 의하면, 남아가 67%로 

보다 많았고, 70%가 편측성이었으며, 편측성 중 64%가 좌측 신

장을 침범하였다. 또, 재태기간이 36주 미만인 미숙아가 29%의 

빈도로 유의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정맥 혈전증의 주

요 증상은 육안적 혈뇨, 복부 종괴 촉지,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이 고전적인 3주징이 각각 환아의 약 반에서 관찰되었는데, 초

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인자로는 주산기 가사, 

탈수, 산모 당뇨병, 쇼크, 적혈구 증가증, 선천성 심질환, 탈수, 패

혈증 등이 있었다. 신정맥 혈전증의 급성 합병증으로는 부신 출

혈, 하대정맥으로의 혈전 확장, 신부전, 고혈압 등이 있었는데, 

이 중 하대정맥 침범과 부신 출혈은 각각 44%, 14%에서 발생하

였다. 신정맥 혈전증에 대한 신장의 병태생리학적 반응은 신정

맥 페쇄의 정도, 혈전의 범위, 측부순환의 형성여부 등에 의존

한다. 급성 혈전 형성 후 이환된 신장은 완전 회복부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 위축, 만성 신부전, 신혈관 고혈압, 신세뇨관 

기능 이상 등에 의한 신기능 저하 등 다양한 경과를 밟는다. 전

체의 3%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하였고, 추적 검사가 시행되었던 환아 중 19%에서는 만성

적인 고혈압이 관찰되었다42). 캐나다 registry에 의하면 혈전색

전증을 보이는 소아의 사망률이 5%로 보고된 것에 비해1), 신정

맥 혈전증의 사망률은 3.3%로 보다 낮았고, 신장이 원인이 아

닌 동반된 내과적 문제가 사망 요인이었다42). 유전적 전혈전성 

위험인자는 전체의 43-67%에서 발견되어 다른 혈전색전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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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42-44). 따라서 신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

에는 적극적으로 유전적 전혈전성 위험인자에 대한 검사를 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신정맥 혈전증의 진단은 대개 도플

러 초음파로 이루어진다. 신정맥 혈전증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

견은 cortico-medullary differentiation의 약화나 소실, 신장 

크기 및 에코 증가 등이다. 도플러 초음파는 신장 내 정맥이나 

신정맥 혈류의 소실, 이완기 신장 내 동맥 혈류의 역전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초음파는 신정맥 혈전증의 예후를 예측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Winyard 등45)은 신장의 길이와 예

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신정맥 혈전증

의 잘 알려진 후유증인 신장 반흔과 신장 위축은 방사성핵종스

캔으로 진단될 수 있다. 전향적 대조군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또

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정맥 혈전증에서 신조직 손

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대정맥으로의 확장이나 신손상이 없는 경우, 또는 편측성의 

경우에는 혈전 확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보존적 치료를 시

행하거나, 3개월 동안 UFH이나 LMWH로 항응고제 치료를 시

행한다. 하대정맥으로 확장된 편측성 신정맥 혈전증은 3개월간 

항응고제 치료를 하기를 권고한다. 최근에는 UFH보다는 

LMWH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신부전이 동반된 양측

성 신정맥 혈전증의 경우에는 UFH를 이용한 항응고제 치료와 

함께 tPA로 혈전용해술을 한 후에 UFH나 LMWH로 항응고제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다20). Lau 등42)에 의하면 전체 환아의 

40%가 보존적 치료만 하였고, 항응고제 치료만 한 경우는 42%

였다. 항응고제 치료를 한 경우와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각각 

75%와 73%에서 마지막 추적 검사 상 신장 위축이 발견되어 보

존적 치료와 항응고제 치료 사이에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신생아 신정맥 혈전증은 종종 비가역적인 신장 손

상을 유발하고, 항응고제 치료가 장기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42). 

2) 간문맥 혈전증

신생아 간문맥 혈전증(portal vein thrombosis)은 소아 후기 

간문맥 고혈압과 위장관 출혈의 주요 원인이다. UVC는 간문맥 

혈전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UVC가 거치된 신생아에서 간문맥 

혈전증의 발생률은 1.3-43%로 매우 다양하다(Fig. 1)46). 이러한 

큰 차이는 간문맥 혈전증의 연구 방법과 검사 시기의 차이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또, 간문맥 혈전증은 초기에 저절로 소실되거

나 임상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어렵다. Morag 등47)

은 단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신생아 3,626명 중 133명에서 간문맥 혈전증이 진단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UVC 삽입은 133명 중 73%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 54%에서 도관의 끝이 적당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았다. 

Fig. 1. Portal vein thrombosis associated with catheter malposition. (A) Infantogram 
showed the umbilical venous catheter (arrow) inserted into the portal vein from the 
umbilicoportal confluence. (B) Ultrasonography obtained after catheter removal 
showed a partial thrombus (arrowheads) attached to the wall of the left portal vein. 
Adopted from Kim et al.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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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UVC의 긴 사용 기간과 도관 끝의 

부적절한 위치가 간문맥 혈전증의 발생률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46, 48). 그 외에 제대 외상과 제대염, 저산소혈

증, 패혈증, 선천 기형, 임신성 당뇨 등도 간문맥 혈전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졌다. 신생아 간문맥 혈전증에서 유전적 전혈전성 

위험인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다. 간문맥 혈전증

의 진단은 주로 초음파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우연히 발견

된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선천성 기형, 혈소판 감소

증, 복부 팽만, 패혈증 등의 순이었고, 그 외에도 간효소치 상승, 

고혈압, UVC 위치 확인, 간비 비대 등이 있었다47). 초음파 검사 

상 간비대가 동반되는 간문맥의 해면상 변형(cavernous 

transformation)과 간문맥 혈류의 역전 현상이 폐쇄성 간문맥 

혈전증의 주요 소견이다37). UVC가 거치된 100명의 신생아를 대

상으로 한 국내 한 센터에서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100명 중 43

명(43%)의 무증상 간문맥 혈전증이 초음파를 통해 진단되었는

데, 이 중 56%가 나중에 완전 혹은 부분 소실되었다. 또한 간문

맥 혈전증이 심한 경우이거나 UVC 끝이 저위나 간 내에 위치한 

경우에 간문맥 고혈압이나 간엽 위축으로 진행된 경우가 더 많

았다46). 간문맥 고혈압은 간문맥 혈전증의 가장 심각한 장기 합

병증이다. Alvarez 등49)은 간문맥 고혈압이 급성기 이후 평균 

5.7년이 지나서야 진단되므로 간문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 장기

간 추적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무증상 간문맥 혈전증의 자연 소실이 상대적으로 

흔하지만, 무증상 환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간문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간문맥 혈전증이 발견되면 주의 깊게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37). 치료는 UVC 제거와 항응고제 

투여이나, 항응고제 치료가 경과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보고도 있었다47).

3) 대뇌 정맥동 혈전증

신생아 대뇌 정맥동 혈전증(cerebral sinovenous throm-

bosis)은 흔하지는 않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하고 신경

영상학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단이 늘고 있다. 뇌 정맥혈은 정

맥과 정맥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배출된다. 정맥동은 뇌 외부의 

표면에 단단히 결합되어 고정되어 있고, 판막이 없으므로 정맥

혈의 배출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신 혈압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앉거나 서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효

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만, 이 자세는 신생아기에는 흔하지 

않다. DeVeber 등50)이 소아 160명을 대상으로 대뇌 정맥동 혈

전증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한 결과, 대뇌 정맥동 혈전증

의 발생률은 매년 소아 100,000명당 0.67명이었고, 신생아가 전

체 소아의 43%로 가장 많이 이환되는 연령군이었다. 이러한 발

생률은 이 병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한 

방사선학적 진단의 어려움, 비특이적 임상 증상 등의 여러 이유

로 저평가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대뇌 정맥동 혈전증을 보이는 

소아의 90%는 저산소증, 조기양막파수, 산모 감염, 태반 박리, 

임신성 당뇨, 탈수 등의 선행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16%는 다

발성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51). 대뇌 정맥동 혈전증을 보이는 신

생아의 16%가 감염 등 두경부의 질환을, 84%가 탈수, 주산기 

합병증, 세균성 감염 등 급성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50). 전

혈전성 이상이 신생아에서 대뇌 정맥동 혈전증의 발생에 관여

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유발요인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련 인자

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소아 전체에서는 32%에서, 신생아

에서는 20%에서 전혈전성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anticar-

diolipin 항체가 가장 흔한 후천적 이상이었고, factor Ⅴ Leiden 

돌연변이가 가장 흔한 유전적 이상이었다50). 상부 시상 정맥동

(superior sagittal sinus)(62%)과 외측 정맥동(lateral sinus)(39 

%)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정맥동이었고, 49%에서는 다발성 

정맥동 침범을 보였다(Fig. 2)50). 대뇌 정맥동 혈전증의 주요 임

상 증상은 경련, 발열, 기면 등이 있다50, 51). 경련은 2/3에서 발생

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50, 52). 신생아는 소아에서보다 

경련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고(71% vs. 48%), 의식수준 저하

Fig. 2. Lateral view of the cerebral sinovenous system is shown, with 
the relative frequency of sinovenous thrombosis in children presented 
in parentheses. Adopted from DeVeber et al.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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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미만성 신경학적 증상, 반신마비나 뇌신경 마비 같은 국

소 신경학적 증상이 다소 적었다. 신생아의 58%에서 의식 수준 

저하 및 jittery movement 등 미만성 신경학적 증상이, 29%에

서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50). 뇌실내 출혈을 보인 재태

기간 36주 이상의 신생아 29명 중 9명(31%)에서 대뇌 정맥동 

혈전증이 발견되었고, 시상 출혈이 있는 경우 대뇌 정맥동 혈전

증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53). 만삭아에서 원인을 미상의 뇌

실내 출혈이나 후기 조산아에서 늦게 발병하는 뇌실내 출혈이 

있는 경우 대뇌 정맥동 혈전증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진단은 정

맥조영술과 diffusion MRI가 가장 효과적이다. 신생아 대뇌 정

맥동 혈전증의 경과는 매우 다양하고, 장기 신경학적 예후는 아

직 명확하지 않다. 소아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망률을 조사

한 14개 연구에서 그 사망률은 2%에서 12%까지 다양하게 보

고되고 있고, 신경학적 예후도 다양하다51). 최근에 42명의 신생

아를 대상으로 한 Fitzgerald 등54)의 연구에서는 정중 연령 2세

에 마지막 추적 관찰을 한 결과, 33%가 경증, 44%가 중등증 및 

중증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었다. 또한 59%가 인지기능 이상, 

67%가 운동기능 이상, 41%가 간질을 보였다. 가장 최근에 

Berfelo 등55)이 52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중 연령 19개월에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사망률은 19%로 매우 높았고, 중

등증 및 중증 신경학적 이상은 각각 29%, 19%에 이르렀다.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에 의한 치료 가이드라

인에 의하면, 심각한 대뇌내 출혈이 없는 신생아에서만 초기에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 이어서 적어도 6주 이상 3개월 이내로 

LMWH나 vitamine K antagonist를 투여한다. 대뇌 정맥동 혈

전증에 의한 심각한 대뇌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5-7일째에 혈

전증에 대한 방사선학적 모니터링과 보존적 치료를 하고, 항응

고제 투여는 혈전증이 확장되는 경우에만 시작한다. 수술은 수

두증이 있거나 종괴 효과를 보이는 큰 대뇌내 혈종이 있는 경우

에만 시행한다20).

결론

신생아 혈전색전증은 희귀한 질환이지만 임상적 중요성을 고

려하여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에

서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신생아 혈전색전증

의 유전적 위험인자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

다. 특히 신생아 혈전색전증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매우 미

미하다. 현재 서구의 선별 검사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아직 국내

에서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역학적 특징 및 유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향후 국내에서도 다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신생아 혈전색전증의 역학적 특징 및 유전적 위험인자 등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진단 방법을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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