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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infants with 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 are at risk of developing secondary pulmonary hypertension (PH), 
which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morbidity and mortality, little has been reported about the incidence, clinical course and prog-
nosis of PH secondary to BPD in premature infants.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risk factors, clinical course, 
and the ultimate prognosis of PH developed secondary to BPD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1,500 g).
Methods: Medical records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I) admitted to Samsung Medical Center NICU from January 2000 
to July 2007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BPD was defined by Jobe’s classification. The diagnosis of pulmonary hypertension 
was established as velocity of tricuspid valve regurgitation (TR) ≥3 m/s and a flattening of the intraventricular septum by conduct-
ing Doppler echocardiography.
Results: The incidence of pulmonary hypertension was 6% in VLBWI with BPD and it developed in moderate to severe BPD. The 
diagnosis of pulmonary hypertension was made on postnatal 133 days (range 40-224 days) and the risk factors related to devel-
oping pulmonary hypertension were severe BPD, small for gestational age and outborn infants. The mortality rate was 57% and 
especially higher in severe BPD (70%). The time to recovery spent 3 months (range 1-10 months) in survived patient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ulmonary hypertension secondary to BPD in VLBWI related to severity of BPD 
and had a poor prognosis. We expect that regular long-term echocardiography may be helpful in treating reversible in VLBWI with 
moderate to severe B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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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술의 발달로 출생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VLBWI)의 

생존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들의 폐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면 활성제, 인공 호흡기, 스테로이드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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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 호흡 보조요법과 indomethacine, ibuprofen 등 미숙

아 동맥관 개존증의 치료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 향상

에 크게 기여하였다1-3).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 재

태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빈도와 이의 합

병증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2, 4, 5).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폐고혈압증, 비정상적인 혈관계 반응으

로 인한 가스 교환 장애, 운동 조절 장애, 전신성 고혈압, 좌심실 

비대, 전신-폐 부혈관 등을 포함하여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 요

인이 된다6-9). 이 중 폐고혈압증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대표적

인 심폐관련 합병증이며10, 11), 유병율은 8–25%, 이와 관련된 사

망률은 14-50%까지 알려져 있다12-14). 최근 An 등14)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환아 중 25%에서 폐고혈압증이 발생하였

으며, 이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중등도에 따라 발생율이 증가

함을 보였주었다. 또한 다른 몇몇 연구에서 sildenafil, 일산화 질

소 흡입 치료 등이 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생존율을 향상시

켰다는 보고가 있다15-17). 그러나 여전히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

서 발생한 폐고혈압증은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빈도, 임상경과뿐 아니라 이런 사망률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

서 알려진 바가 적다. 이에 본 저자들은 단일기관에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폐고혈압증의 유병

률, 임상 경과, 예후 및 사망과 관련된 인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에서 2007년 7월까지 삼성 서울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환아 

8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Jobe 진단기준

을 따랐으며18), 21%가 넘는 산소를 적어도 28일 이상 투여하였

던 환아 220명 중 교정연령 36주에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기 위

해 보조적인 산소 투여 및 기계호흡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경증(n=90), 산소 농도 0.3 이하가 필요한 경우 중등도(n=78), 그 

이상의 산소 농도 또는 기계호흡기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n=52)으로 분류하였다19). 본 신생아중환자

실에서는 2000년부터 28일 이상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환

아들은 심초음파 검사를 Acuson XP 10, U.S.A. using 7 MHz 

transducer로 1-2개월마다 실시하였고, 삼첨판 역류 속도 3 m/

sec 이상이 확인되면서, 우심실 비대 혹은 심실 중격이 평평함

이 관찰되는 경우를 폐 고혈압증으로 진단하였다14). 난원공 개

존, 동맥관 개존증 이외의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환아들을 제외

하였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환아 중 이차적으로 폐고혈압증 

유무에 따라 대조군(n=116), 폐고혈압증군(n=14)으로 나누어 

양군을 비교하였다.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각 군별 인

구학적, 주산기 인자로서 재태연령, 출생체중, 성비, 5분 아프가 

점수, 부당 경량아, 임신성고혈압,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분만 형

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 및 폐고혈압증과 

관련된 인자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산소 및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이뇨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적 합병

증으로 뇌실 내 출혈, 낭종성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미숙아 망

막증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아군분석으로 폐고혈압증군을 사

망군(n=8)과 생존군(n=6)으로 나누었으며, 두 아군에 대해 위

의 항목들을 확인하였으며, 치료 및 예후인자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호흡 곤란 증후군은 출생 6시간 내 FiO2 0.4 이상

의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며 흉부 방사선 검사상 전형적인 소견

을 보여 surfactant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로 하였고, 동맥관 개

존증은 심초음파 검사상 동맥관 개존증을 통한 좌우 단락이 보

이며, 이로 인한 임상 증상으로 indomethacin 치료나 동맥관 결

찰술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폐고혈압증 위기는 저산소증,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우심부전 및 심인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20). 미숙아 망막증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고도의 망막증의 경우, 뇌실내 출혈은 Papile 등21)의 분류에 따

라 뇌 초음파 검사에서 3도 이상의 고도의 뇌실내 출혈이 있는 

경우 산정하였다. 낭종성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은 뇌 초음파검

사에서 뇌실주위의 낭종이 있는 경우 산정하였다22). 

2. 통계처리

연속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그 평균값을 두 군 

사이에 unpaired Student t-test 로 비교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두군 사이의 빈도 차를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로 비교하였다. 두 군 간의 각 변수의 비교는 모든 분석에서 

P<0.05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1. 폐고혈압증의 빈도 및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연관성

폐고혈압증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극소 저체중 출생

아 220명 중 14명에서 발생하여 발생률은 6%였고, 이들 모두 중

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발생하였다. 중등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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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 78명 중 4명에서 발생하여 발생률은 5%

였고,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 52명 중 10명에서 발생하

여 19%의 발생률을 보였다. 폐고혈압증의 빈도는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중등도 이하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비교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이 많았다(P<0.05). 중등도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 4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25%였고,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사망하여 70%

의 사망률을 보였다. 사망률은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중

등도 기관지 폐 이형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Table 1).

2. 진단

폐고혈압증은 평균 생후 133일(40-224일), 교정 나이 40일(교

정 30주-교정 134일)에 진단되었다.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입원 중 정상 심초음파 소견을 보였으나, 퇴

원 후 추적 관찰 시 외래에서 진단되었다(Fig. 1). 12명은 심초음

파 추적 관찰로, 2명은 폐고혈압 위기로 진단되었다.

3. 인구학적 및 주산기 인자

대조군과 폐고혈압증군간 재태 주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 

체중은 폐고혈압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877 g 

vs. 693 g)(P<0.001). 또한 폐고혈압증군에서 부당 경량아

(P=0.04) 및 원외 분만(P=0.01)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많았다

(Table 2).

4. 사망률 및 유병률

폐고혈압증군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관련하여 인공 호흡기, 

산소 치료 기간과 이뇨제 사용 및 미숙아 망막증에 의한 레이저 

치료 빈도가 의미 있게 높았다(P<0.05). 사망률도 폐고혈압증군

이 57%로 대조군 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Incidence and Mortality of Pulmonary Hypertension 
Secondary to Bronchopulmonary Dysplasia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No. (%) PHT (n/BPD) Mortality (death/PHT)

No BPD 645 (75)

Mild BPD 90 (10) 0 (0) 0 (0)

Moderate BPD 78 (9) 4 (5) 1 (25)

Severe BPD 52 (6)  10 (19)* 7 (70)*

Total BPD 220 (25) 14 (6) 8 (57)

*P<0.05 vs. moderate BPD.
Abbreviations: PHT, pulmonary hypertension;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Fig. 1. Diagnosis time and course of pulmonary hypertension secondary 
to bronchopulmonary dysplasia.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OPD, outpatient clinic; |–◊–|, diagnosis time (mean±SD);  —•, 
time to recovery.

Table 2. Comparison of Demographic and Perinatal Factors 
According to Pulmonary Hypertension or Not in Infants Who Have 
Moderate to Severe Bronchopulmonary Dysplasia

Moderate to severe BPD Non PHT
(n=116)

PHT
(n=14)

P
value

Gestational age, week+day* 26+4±2+3 26+4±3+3 0.776

Birth weight, g*  877±217  693±254 0.001

SGA, n (%) 15 (13) 5 (36) 0.040

Outborn, n (%) 16 (14) 6 (43) 0.010

Male, n (%) 72 (62) 7 (50) 0.380

Cesarean section, n (%) 76 (66) 12(86) 0.224

Apgar score (5 min)*     6±2      6±2 0.976

Antenatal steroid, n (%) 76 (67) 9 (64) 1.000

Maternal PIH, n (%) 19 (16) 2 (14) 1.000

Pathologic chorioamnionitis, n (%) 41 (35) 2 (14) 0.320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HT, pulmonary 
hypertension;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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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Table 3).

5. 예후

총 14명의 환아 중 사망한 8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회복되었

으며 회복까지의 기간은 평균 3개월(1-10개월)이 소요되었다

(Fig. 1).

아군 분석상 사망군과 생존군 간 비교에서 재태 주수와 출생 

체중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부당 경량아의 빈도(50% vs. 

17%)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88% vs. 33%) 및 치료 중 감염(75% vs. 17%)이 사망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P=0.03), 기관지 폐 이형

성증 및 폐고혈압증과 관련된 치료 방법 및 기간은 사망과 관련

이 없었다. 사망한 환아들의 사인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성

심(2명), 패혈증으로 인해 증상 악화(4명),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1명),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악

화(1명)이었다(Table 4, 5).

고찰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폐고혈

압증은 6%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타연구에서의 기관지 폐 이

형성증에서 폐고혈압 발생율과 유사한 결과이다12-14). 본 연구에

서는 폐고혈압군 및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환아에서 부당 경량

아 비율이 높았다. 타 연구에서 부당 경량아는 기관지 폐 이형성

증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23, 24), 폐고협압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폐고혈압증 및 이의 예후와 관련 있었으며, 부당 

경량아에서 증가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이에 의한 폐고혈압 

Table 3. Mortality and Morbidity According to Pulmonary Hy per -
tension or Not in Infants Who Have Moderate to Severe Bron-
chopulmonary Dysplasia

Moderate to severe BPD Non PHT
(n=116)

PHT
(n=14)

P 
value

Mortality, n (%) 10 (9) 8 (57) 0.001

RDS, n (%) 104 (90) 13 (93) 1.000

Surfactant frequency*  1±1  1±1 0.456

PDA, n (%) 101 (87) 12 (86) 1.000

PDA ligation, n (%) 25 (22) 6 (43) 0.090

Oxygen, days* 103±41 167±60 0.006

CPAP, days*   27±17   43±44 0.677

Ventilator, days*   40±40 111±87 0.001

Diuretics, n (%) 12 (63) 14 (100) 0.010

Dexamethasone, n (%) 77 (67) 13 (93) 0.061

ROP laser, n (%) 43 (37) 9 (64) 0.041

IVH (≥Gr.Ⅲ), n (%) 18 (16) 1 (7) 0.696

PVL, n (%) 8 (7) 2 (14) 0.296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HT, pulmonary 
hyper tensio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 teriosus;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Table 4. Comparison of Demographic and Perinatal Factors According to Death or Not in Infants Who Had Pulmonary Hyper tension Secondary to 
Bronchopulmonary Dysplasia

Moderate to severe BPD Death 
(n=8) 

Alive 
(n=6)

Total 
(n=14)

P
value†

Gestational age, week+day* (range) 27+2±3+3 25+5±2+3 26+4±3+2 (23+0‒32+1)

Birth weight, g* (range) 705±179 676±350 693±254 (472‒1,350) 0.842

SGA, n (%) 4 (50) 1 (17)   5 (36) 0.020

Outborn, n (%) 3 (38) 3 (50)   6 (43) 0.942

Male, n (%) 4 (50) 3 (50)   7 (50) 0.374

Cesarean section, n (%) 7 (88) 5 (83) 12 (86) 0.555

Apgar score (5 min)* 6±2 6±3 6±2 0.604

Antenatal steroid, n (%) 5 (63) 4 (67)   9 (64) 0.833

Maternal PIH, n (%) 2 (25)    0 (0)   2 (14) 0.054

Pathologic chorioamnionitis, n (%) 1 (13) 1 (17)   2 (14) 0.892

*Mean±SD (minimum–maximum); †death vs. alive.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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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망과 관련된다고 추정된다.

폐고혈압증의 진단 원칙은 심도자술이다. 그러나 이는 침습적

이며, 미숙아에서는 작은 체중으로 인해 검사에 한계가 있다. 이

런 특성 때문에 심도자술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미숙아

에서 폐고혈압증 선별검사로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확진 검사로

도 어려움이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폐고혈압증 선별 검사

를 위해 심전도 및 심장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전도

는 시행하기 편하나 민감도가 떨어지고 위양성률이 높다고 알려

져 있으며, 최근에는 심전도와 폐고혈압증 사이에 관련성이 없

다는 보고가 있다25).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부 제한점은 있으나 

최근 많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BPD 환자에서 폐고혈압증 환

아의 비침습적인 선별검사 방법으로 사용된다26, 27). 본 연구에서

는 비침습적으로 폐동맥압을 측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인 삼첨

판 역류의 정도, 최대 역류 속도와 심실 중격 모양을 측정하였다.

성인에서 폐고혈압증의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

다. 하지만 미숙아에서 폐고혈압증의 치료 방법 및 약제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칼슘 통로 차단제, 일산화 질소 흡입, 

sildenafil, epoprostenol, beraprost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몇몇 연구에서 sildenafil, 일산화 질소 흡입이 이들의 치료에 도

움이 되고 생존율을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나15-17), 그 효과

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9-32). 게다가 폐고혈압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적절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최적의 동맥혈 산소 포화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33-36). 본 연구에서는 생존아들

은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폐고혈압증이 회복되었다. 폐

고혈압증을 진단 받은 환아들에서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 유

지하였으며, 퇴원 시 또는 외래에서 산소치료를 받았다. 기도삽

관 및 기계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아 65% (9명)는 일산화 질소 

흡입치료를 받았고, 85% (12명) 환아에서 sildenafil을 투여하였

다. 약물 투여에 따른 저혈압 등 부작용을 보였던 환아는 없었으

며 평균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하였다. 또한 기저 기관지 폐 이형성

증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이뇨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고

영양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치료는 심초음파 추적검사상 호

전이 보이면 중단하였고, 그 후 다시 악화되는 환아는 없었다

(Table 6).

적절한 산소 포화도 유지, sildenafil, 일산화 질소 흡입 치료가 

폐고혈압증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아군 분석상 사망군과 생존군 사이에서 치료 방법의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Sildenafil 사용기간이 생존군에서 길었으

나 이는 사망군이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약물투여가 불가능했

기 때문이다. 즉 폐고혈압증의 치료의 발전은 이들에서 전반적

인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사망군과 생존군 사이에 예후를 결

정하는 인자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기저 기관지 폐 이형성증

이 심한 정도 및 치료 중 감염이 예후에 중요한 인자였으며, 생존

군에서 회복도 기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 향상됨에 따라, 감염

Table 6. Comparis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According to Death 
or Not in Infants Who Had Pulmonary Hypertension Secondary to 
Bronchopulmonary Dysplasia

Moderate to severe BPD Death 
(n=8) 

Alive 
(n=6)

Total 
(n=14)

P 
value*

Diagnosis

PHT diagnosis, days† 128±37 141±67 133±50 0.831

Max TR velocity, m/sec†   67±10   65±11   65±12 0.802

Treatment

Diuretics, n (%)   8 (100)   6 (100)   14 (100) 0.303

Dexamethasone, n (%) 7 (88)   6 (100) 13 (93) 0.111

iNO, n (%) 6 (75) 3 (50)   9 (64) 0.244

Sildenafil, n (%) 7 (87) 5 (83) 12 (86) 0.427

Sildenafil duration, days   35±31   69±40   45±31 0.435

*Death vs. alive;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HT, pulmonary 
hypertension; TR, tricuspid valve regurgitation; iNO, inhaled nitric oxide.

Table 5. Comparison of Morbidity According to Death or Not in 
Infants Who Had Pulmonary Hypertension Secondary to Bron-
chopulmonary Dysplasia

Moderate to severe BPD Death 
(n=8) 

Alive 
(n=6)

Total 
(n=14)

P 
value*

RDS, n (%) 7 (88) 6 (100) 13 (93) 0.611

Surfactant frequency†  1±1  2±1  1±1 0.303

PDA, n (%) 7 (88) 5 (83) 12 (86) 0.422

PDA ligation, n (%) 4 (50) 2 (33) 6 (43) 0.465

Oxygen, days†   185±112 194±58 191±87 0.859

CPAP, days†   39±45   48±48   43±44 0.671

Ventilator, days† 115±67   106±115 111±87 0.859

Severe BPD, n (%) 7 (88) 2 (33) 9 (64) 0.036

Infection, n (%)‡ 6 (75) 1 (17) 6 (43) 0.031

ROP laser, n (%) 5 (63) 4 (67) 9 (64) 0.723

IVH (≥Gr.Ⅲ) , n (%) 1 (13) 1 (17) 2 (14) 0.302

PVL, n (%) 1 (13)     0 (0)    1 (7) 0.113

*Death vs. alive; †Mean±SD; ‡viral or bacterial infection after diagnosis 
of pulmonary hypertension.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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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됨에 따라 호전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발생한 폐고혈

압증 환아 10명 중 3명은 퇴원 후 추적 관찰 시 외래에서 진단되

었다. 이들 중 2명은 퇴원 후 정기적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지 

않았으며, 상태 악화로 심초음파를 시행하였고, 폐고혈압증이 

진단되었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모두 사망하였다. 다시 말

하면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환아들은 퇴원 후에도 폐

고혈압증을 진단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증상 악화 후 발견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았다. 이런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 환아에

서 심혈관계 추적 관찰에 대한 언급은 Abman 등3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폐고혈압증이 없이 임상적으로 

안정된 환아의 경우 평균 산소 포화도 92% 이상, 폐고혈압증이 

있는 환아의 경우 94-96% 이상 유지해야 하며, 둘째, 깨어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수유시를 포함하여 장시간 산소 포화도 측

정기를 이용하여 산소 요구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최소 일주일에 한번 혹은 병원 방문 시 마다 혈압

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장기간 인공 호흡기나 산소 치

료가 필요하였거나 폐고혈압증 발생 위험이 있는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 환아들은 입원 기간 중 매 2-3개월 마다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폐 정맥 협착이나 폐쇄 

진단, 폐고혈압증의 중증도 판단, 산소나 혈관 확장제에 대한 반

응 평가, 큰 전신-폐 부혈관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나 폐고혈압 지속증 환아에서 심도자술(cardiac 

catheterization)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38). 그의 연구는 기존

에 알려진 바가 적었던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연관된 폐고혈압

증 조기 발견 및 추적검사에 대해 기술한 첫번째 연구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본 센터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진단 받은 

모든 환아들은 1-2개월 간격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선별검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퇴원 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선별 검사 및 추적 관찰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극소 저체중 출생아

에서 폐고혈압증의 발생 및 예후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중증

도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환아

들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정기 검사로 폐고혈압증의 조기발견

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과 같은 악화요인은 폐고혈압증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일 3차 기관에 입원하였던 극소 저체중 출생아

를 대상으로 하여 폐고혈압증을 가진 대상 환아의 수가 적고 후

향적 연구로서 분석에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다기관연구 및 전

향적 연구를 통해 분석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선별검사 및 추적 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폐

고혈압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요약

목적: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폐고혈압증은 기관지 폐 이형

성증의 대표적인 심폐관련 합병증으로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

들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폐고

혈압증의 유병률, 경과 및 치료뿐 아니라 예후 및 이와 관련된 인

자들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

학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 체중 1,500 

g 미만 환아 865명 중 28일 이상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장 초음파 검사상 삼첨판 역류 속

도 3 m/s 이상이 확인되면서, 우심실 비대 혹은 심실 중격이 평

형함이 관찰되는 경우를 폐고혈압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들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여, 인구학적, 주산기 인자, 합병증, 사망률을 비교하였으며, 폐

고혈압증을 가진 환아 중 사망군과 생존군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 및 관련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VLBWI 218명 중 14명(6%)

에서 폐고혈압증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발생하였다. 폐고혈압증은 평균 생후 133일

(40-224일)에 진단 받았으며,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 부당 경

량아, 외부 환아는 폐고혈압증 발생과 관련된 인자이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서 발생한 폐고혈압증의 사망률은 57%이며, 중

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다. 생존한 환아

에서 회복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결론: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관련된 

폐고혈압증은 높은 사망률 및 합병증을 보이며, 이들의 발생 및 

예후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 이들의 조기 

진단을 위해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 환아에서 정기

적인 선별검사 및 퇴원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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