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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숙아, 특히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저혈압은 20-45%의 

빈도로 나타나는 매우 흔한 현상으로 주로 생후 1주 이내에 재

태 주령에 반비례하여 발생하며1), 중추 신경계 이상이나 사망 등 

신생아 이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 미숙아에서 저혈압의 원

인으로는 대량의 실혈 또한 의인성으로 수액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수액 부족보다는 신생아 가사, 패혈증, 동맥관 개존증, 수

술 후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근에는 미숙아에

서 상대적인 부신 기능 부전(adrenal insufficiency, A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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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Late-onset hypotension in preterm infants is not a rare condition. Late circulatory collapse due to adrenal insufficiency (AI)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late-onset hypotension. We assessed the incidence and causes of late-onset hypotension. We also 
compared the clinical finding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I.
Methods: In total, 244 preterm infants with a gestational age ≤32 weeks and who we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2009 to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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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orty-four infants (18%) suffered from late-onset hypotension. Hydrocortisone was administered to 30 infants (68.2%) 
and AI occurred in 16 infants (36.4%). Cesarean section, sepsis before hypotension, and gastrointestinal surgery were indepen-
dently associated with late-onset hypotension.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was less frequent in the hydrocortisone-
treated group than in infants not treated with hydrocortisone. The AI group had fewer IUGR infants, and the duration of hospitaliza-
tion was shorter in the AI group than in infants who were not administered hydrocortisone. Blood pressure tended to normalize 
more quickly in the AI group,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AI was a major cause of late-onset hypotension, and the use of hydrocortisone shortened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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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sol부족으로 생기는 저혈압에 대한 보고가 늘고 있다3). 중

환자에서 상대적인 AI는 스트레스나 질병에 대한 반응이 미숙하

여 cortisol이 적절히 상승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저혈압, 저나트

륨혈증, 고칼륨혈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며, 성인 

중환자의 경우 cortisol 농도가 15 μg/dL 미만이거나 ACTH자

극에도 9 μg/dL 미만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를 AI로 정의한다3). 

현재까지 보고된 AI에 의한 저혈압은 주로 생후 1주 이내의 초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발생한 저혈압으로, 특히 재태 주령 30

주 이하의 태아의 경우 직접 부신에서 충분한 양의 스테로이드

를 생성하지 못하는 데 비해 출생 후 환경의 변화 및 여러 가지 

질병의 이환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AI 상

태에 놓이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최근 생후 1주 이후에 생기는 AI에 대한 논문이 일본을 중심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건강하였던 환

아에서 AI에 의한 후기 순환 부전(late circulatory collapse)이 

발생하여 hydrocortisone 투여를 필요로 하였던 경우이다. 

2003년 일본에서 시행한 국가 규모 연구에서는 AI가 미숙아의 

총 4%에서 발생함을 보고한 바 있고5), 국내에서도 7.6%에서 발

병함을 보고한 바 있다6). 하지만 생후 1주 이후에 생기는 미숙

아 후기 저혈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후기 

저혈압과 비교하여 AI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구별되는 선행 인자, 

신생아 합병증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논문은 없다. 최근 뇌손상

과 관련하여서는 AI환아의 경우 다른 이유에 의하여 후기 저혈

압이 생긴 환아군에 비해 심한 백질 연화증 및 뇌성마비가 발생

함을 보고한 바 있으나 대상 환자수가 많지 않았다7).

이에 본 연구자 등은 후향적 의무 기록 고찰을 통해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환아에서 생후 1주 이후에 발생하는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을 조사하고,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있었

던 환아들을 hydrocortisone 사용유무 및 AI유무에 따라 두 군

으로 나누어 산전 인자 및 신생아 유병율, 저혈압의 임상양상 등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년 3개월 간 서울대학교

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받은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미숙아는 총 279명이었다. 이들 중 

생후 한 달 이내에 사망한 환아 25명, 동맥관 개존증을 제외한 

선천성 심질환 환아 3명, 심질환 이외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환

아   3명,  태아수종 2명, 그리고 전신성 홍반성 낭창 산모에게서 

태어난 환아 2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244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 기록 고찰을 시행하였다(Fig.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 의학 연구 윤리 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다.

2. 방법

우선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빈도를 구한 후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의 산전 및 신생아 병력을 비교하였다. 

이 때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던 선행 인자들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적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이

후,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있었던 환아만을 대상으로 일시적 AI

의 동반이 의심되어 hydrocortisone 치료를 시행하였는지에 따

라 다시 두 군으로 분류한 후 저혈압과 관련된 임상 양상 및 저

혈압 발생 전후 두 군 간의 산전 및 신생아 병력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저혈압 환자들 중 다른 원인이 없이 AI만

이 저혈압의 원인으로 생각된 환아를 따로 분류하여(AI group) 

이들을 hydrocortisone 비투여군(No hydrocortisone group)

과 비교하여 저혈압과 관련된 임상 양상 및 산전, 신생아 병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저혈압 이외에 미숙아 만성 

폐질환 등 다른 이유로 hydrocortisone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

었다(Fig. 1).

미숙아 후기 저혈압은 생후 7일 이후에 시작되고, 동맥혈 평

균 혈압이 30 mmHg 미만이면서6,8,9) 강심제 투여가 필요하였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AI에 의한 저혈압은 생리 식염수 투여와

dopamine 10 μg/kg/min 이나 dobutamine 10 μg/kg/min 이

상의 통상적인 강심제 투여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hydro-

cortisone 을 사용하였거나, 그 이하 농도의 강심제를 사용한 경

우라도 이전 6시간 동안 소변량이 1 cc/kg/hr 미만이고 저나트

륨혈증 및 고칼륨혈증이 동반되어 hydrocortisone을 투여하였

고 이러한 hydrocortisone투여 직전에 측정한 혈청 cortisol 수

치가 15 μ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후향적 의무 기록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산모의 병력, 출

생 전후의 위험 인자 및 생후 신생아 병력을 조사하였다. 산모의 

병력으로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18시간 이상의 조기 양

막 파수, 병리학적으로 증명된 자궁 내 융모양막염, 양수 과소증,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유무, 산전 항생제 사용유무, 제대혈 pH가 

7.0 미만인 경우를 조사하였고,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의 경우 

dexamethasone 또는 betamethasone을 1 cycle 모두 투여한 

경우를 완전 투여,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불완전 투여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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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만과 관련된 인자로는 다태 임신, 제왕 절개술 유무, 5분 아

프가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 분만장에서 양압환기 이상의 소

생술 시행 유무 등을 조사하였고, 신생아와 관련된 인자로는 성

별, 출생시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 자궁 내 성장지연, 신생아 호

흡곤란증후군, indomethacin 또는 ibuprofen투여 이상의 치료

를 요하는 동맥관 개존증, 폐외 공기 누출, 흡입질소(inhaled 

nitric oxide) 사용 유무, 신생아 만성 폐질환, grade 3 이상의 뇌

실 내 출혈, 낭성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미숙아 망막증으로 레

이저 수술 이상의 수술을 요한 경우, Stage II 이상의 괴사성 장

염, 초음파 유도 하 관장을 필요로 한 태변 마개 증후군(meco-

ni um plug syndrome), total IgM이 40 mg/dL 이상이거나 

TORCH 검사 상 양성을 보이는 선천성 감염, 혈액 배양 검사상 

균이 동정된 패혈증, 생후 한달 이후의 사망, 청력 이상, 입원 기

간, 총 산소 투여 기간, 120 cc/kg/일 이상의 완전 식이까지 걸리

는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저혈압의 임상양상과 관련된 인자로는 생후 저혈압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강심제 사용 후 평균 동맥압이 30 mmHg 이상

으로 상승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총 강심제 사용 기간, dopa-

mine 과 dobutamine 투여 이외에 추가로 epinephrine이나 

norephinephrine의 투여가 필요로 하였던 경우를 조사하였다. 

또한, hydrocortisone 투여 군의 경우, hydrocortisone 투여 이

전 혈청 기저 cortisol 농도를 조사하였다.

통계적으로는, 두 군 간의 비교 시 비연속 변수와의 관계를 위

해서는 Fisher’s exact test를,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Mann-

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위험 인자

의 독립적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17.0을 사

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

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1.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

생후 1주 이후에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발생한 환아는 총 44

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다. 이 중 hydorcortisone 투여

군은 총 30명으로 전체 대상환아의 12.3%, 저혈압 환자의 68.2 

%를 차지하였다. 저혈압의 원인을 살펴보면, hydrocorti sone 비

투여군 14명의 경우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이 6명, 폐출혈에 의한 

저혈압이 1명, 수술 후 생긴 저혈압이 6명(동맥관 개존증 결찰술

이 3명, 태변 마개 증후군에 대한 장수술이 3명),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dopamine을 5.3 μg/kg/min으로 4일간 투여한 후 

호전된 환아가 1명이었다. Hydrocortisone 투여군 30명의 경우 

AI에 의한 경우가 16명, 패혈증이 동시에 있으면서 hydrocor-

tisone 사용이 필요하였던 환아가 8명, 수술 후 hydrocortisone 

사용이 함께 필요하였던 환아가 5명, 폐동맥 고혈압 및 심부전

에 의한 저혈압에 동반된 경우가 1명이었다. AI군은 전체 대상 

환아의 6.6%, 저혈압 환아의 36.4%였다.

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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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많았다(Table 1).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인자들

이 독립적으로 미숙아 후기 저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가 있었던 재태 주령, 제왕 절개

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결찰술, 저혈압 발생 

이전의 패혈증, 개복술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이 때, 제왕 절개술, 저혈압 발생 이전의 패혈증, 개복술이 저

혈압 발생에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었다(Table 2).  

3. 저혈압 환자 중 hydrocortisone 투여군과 hydrocorti

sone 비투여군의 비교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성별, 출생 시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전 병력을 

살펴보았을 때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 및 자궁 내 감염 등의 변수

들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궁 내 성장지연은 hydrocortisone 투

여군에서 13.3%로 hydrocortisone 비투여군의 50.0%보다 유

의하게 적었다(P=0.021, Table 3). 

신생아 병력은 저혈압 전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저혈압 발

생전 인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동맥관 개존증 결찰술, iNO의 사용, 저혈압 발생 이전에 

발생한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 개복술, grade 3 이상의 뇌실 내 

출혈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저혈압 발생 후 신생아 병력을 

살펴보았을 때, 신생아 만성 폐질환이나 낭성 뇌실주위 백질 연

화증, 청력 이상, 생후 한달 이후 사망률, 총 산소 투여기간, 120 

cc/kg/일까지 걸리는 기간, 총 입원기간 등도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저혈압의 임상양상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생후 저혈압 발

병까지의 기간, 강심제 투여 시작으로부터 평균 혈압이 30 

mmHg이 회복될 때까지 걸린 기간, 강심제 총 투여기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2.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임상 양상 및 위험 인자 분석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 사이에 산전 병

력을 비교하였을 때 저혈압이 있었던 군에서 출생 시 재태 주령

이 27+4±2+3주로 저혈압이 없었던 군의 29+0±2+2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0.001), 출생 체중도 저혈압군이970±427 g으로 비저

혈압군의 1,187±356 g보다 유의하게 작았다(P=0.000). 저혈압

군에서는 제왕 절개술에 의해 출생한 환아가 유의하게 많았다

(88.6% 대 63.5%, P=0.001). 하지만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자궁 내 융모양막염 등의 다른 산전 병력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생아 병력과 관련하여서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결찰술의 시행, 괴사성 장염, 총패혈증 

및 저혈압 발생 이전의 패혈증, 개복술, 신생아 만성 폐질환, 

grade 3 이상의 뇌실 내 출혈 및 낭성 백질 연화증, 미숙아 망막

증, 청력 이상 및 생후 한달 이후 사망률이 저혈압군에서 유의하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Late-
onset Hypotension

No-Hypo group 
(n=200)

Hypo group 
(n=44)

P-
value

Male 93 (46.5%) 21 (47.7%) NS

Gestational age at birth (week) 29+0±2+2 27+4±2+3 0.001

Birth Weight (g) 1187±356  970±427 0.000

Cesarean section 127 (63.5%) 39 (88.6%) 0.001

Multiple 108 (54.0%) 29 (65.9%) NS

Histologic chorioamnionitis 86 (43.0%) 20 (45.5%) NS

Cord pH<7.0 9 (4.5%) 1 (2.3%) NS

Antenatal steroid 168 (84.0%) 35 (79.5%) NS

AS at 5 minutes <7 81 (40.5%) 23 (52.3%) NS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38 (19.0%) 11 (25.0%) N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62 (31.0%) 22 (50.0%) 0.022

Patent ductus arteriosus 122 (61.0%) 32 (72.7%) NS

Patent ductus arteriosus ligation 24 (12.0%) 18 (40.9%) 0.000

NEC before hypotension 25 (12.5%) 10 (22.7%) NS

NEC 25 (12.5%) 12 (27.3%) 0.020

Gastrointestinal surgery 6 (3%) 9 (20.5%) 0.000

Sepsis 39 (19.5%) 29 (65.9%) 0.000

Sepsis before hypotension 39 (19.5%) 19 (43.2%) 0.002

Bronchopulmonary dysplasia 99 (49.5%) 31 (70.5%) 0.013

GMH-IVH ≥ Grade 3 8 (4%) 9 (20.5%) 0.001

Cystic PVL 12 (6%) 9 (20.5%) 0.005

ROP laser 26 (13%) 15 (34.1%) 0.002

Death 1 (0.5%) 3 (6.8%) 0.019

Data are in n (%).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GMH-IVH, germinal matrix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Table 2. Risk Factors for Late-onset Hypotension

Adjusted 
Odds ratio

P-
value

95% confidence 
interval

Gestational age(per week) 0.828 0.055 0.682-1.004

Cesarean section 5.620 0.002 1.868-16.911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1.055 0.897 0.467-2.383

Patent ductus arteriosus ligation 2.388 0.058 0.972-5.864

Sepsis before hypotension 2.376 0.031 1.084-5.208

Gastrointestinal surgery 5.564 0.007 1.613-1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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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Before Hypotension

No-hydrocortisone (n=14) Hydrocortisone (n=30) AI (n=16)

Male   7 (50.0%) 14 (46.6%)       6 (37.5%)

GA at birth (week) 28+0±2+1 27+2±2+4 28+5±2+2

Birthweight (g) 904±408 1001±438 1166±456†

Cesarean section 12 (85.7%) 27 (90.0%) 16 (100.0%)

Histologic chorioamnionitis 5 (35.7%) 15 (50.0%) 7 (43.8%)

Multiple 8 (57.1%) 21 (70.0%) 9 (56.3%)

IUGR 7 (50.0%) 4 (13.3%)* 2 (12.5%)*

Cord pH<7.0 1 (7.1%) 0 (0.0%) 0 (0.0%)

Apgar score at 5 min<7 7 (50.0%) 16 (53.3%) 7 (43.8%)

Prenatal steroid 10 (71.4%) 25 (83.3%) 14 (87.5%)

Prenatal steroid-complete 9 (64.3%) 15 (50.0%) 9 (56.3%)

RDS 6 (42.9%) 16 (53.3%) 7 (43.8%)

PDA 10 (71.4%) 22 (73.3%) 9 (56.3%)

PDA ligation 8 (57.1%) 10 (33.3%) 4 (25.0%)

Airleak 3 (21.4%) 4 (13.3%) 0 (0.0%)†

iNO use 2 (14.3%) 2 (6.6%) 1 (6.3%)

Meconium ileus 4 (28.6%) 3 (10.0%) 1 (6.3%)

NEC before hypotension 5 (35.7%) 5 (16.7%) 2 (12.5%)†

Gastrointestinal surgery before Hypotension 5 (35.7%) 4 (13.3%) 1 (6.3%)

Sepsis before hypotension 8 (57.1%) 11 (36.7%) 1 (6.3%)*

T4 administration before hypotension 1 (7.1%) 4 (13.3%) 1 (6.3%)

*P<0.05; †P<0.1.
Data are n(%) or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AI, late circulatory collapse due to adrenal insufficiency; GA, gestational age;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O, nitric oxid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after Hypotension

No hydrocortisone (n=14) Hydrocortisone (n=30) AI (n=16)

BPD 10 (71.4%) 21 (70.0%) 8 (50.0%)

GMH-IVH ≥Grade 3 1 (7.1%) 8 (26.7%) 2 (12.5%)

Cystic PVL 1 (7.1%) 8 (26.7%) 3 (18.8%)

ROP-laser 4 (28.6%) 11 (36.7%) 4 (25.0%)

T4 administration after hypotension 1 (7.1%) 4 (13.3%) 2 (12.5%)

NEC after Hypotension 1 (7.1%) 1 (3.3%) 0 (0.0%)

Sepsis after Hypotension 7 (50.0%) 9 (30.0%) 4 (25.0%)

Hearing impairment 2 (15.4%) 6 (21.4%) 3 (18.8%)

Death 1 (7.7%) 2 (6.7%) 0 (0.0%)

Oxygen duration(d) 71±60 [0-225] 59±48 [0-199] 40±41 [0-112]

Days to full feeding 42±31 [4-117] 28±19 [3-71] 21±16 [3-63]*

Hospital day(d) 108±48 [47-235] 88±41 [30-199] 75±35 [30-139]†

*P=0.058; †P=0.031.
Data are express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Abbreviations: AI, late circulatory collapse due to adrenal insufficiency;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GMH-IVH, germinal matrix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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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군과 hydrocotisone 비투여군의 비교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간에 출생 시 재태 주령

은 차이가 없었다. 출생 체중은 AI군이 1,166±456 g으로 hy-

drocortisone 비투여군이 904±408 g이었던 것에 비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96). 산전 병력을 비교하

였을 때 자궁 내 성장지연이 AI군에서 12.5%로 hydrocor tisone 

비투여군의 50.0%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46). 하지만 산

전 스테로이드 사용이나 자궁 내 융모 양막염 등의 다른 산전 병

력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생아 병력을 비교하였

을 때 저혈압 이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AI군에서는 6.3%로 

hydrocortisone 비투여군의 57.1%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 

0.004). 미숙아 만성 폐질환이나 grade 3 이상의 뇌실 내 출혈, 

낭성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laser 수술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망막증, 청력 이상 등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AI군이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하루 120 cc/kg이상

의 식이까지 걸리는 기간(21±16일 대 42±31일, P=0.058)이 길

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반면 총 입원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75±35일 대 108±48일, P=0.031). 

저혈압의 임상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생후 저혈압 발병까지

의 기간 및 강심제 총 투여기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단, 강심제 투여 시작으로부터 평균 혈압이 30 mmHg이 

회복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AI군이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4.3±3.8시간 대 

7.9±7.1시간, P=0.088).

5. Hydrocortisone 투여 전 혈청 기저 cortisol 농도

Hydrocortisone 투여 전 혈청 기저 cortisol 농도는 hydro-

cortisone투여군에서는 총20명, AI 군에서는 총 14명에서 측정

되었다. Hydrocortisone 투여군의 혈청 cortisol 농도는 7.0±3.7 

μg/dL (0.8-15.6) 였고, 이 중 15 μg/dL를 넘었던 환아는 단 1명

으로 15.6 μg/dL이었다. 반면, AI군 환아의 혈청 cortisol 농도는 

5.6±2.5 μg/dL (0.8-10.6)였고, 모두 15 μg/dL 미만이었다.

고찰
 

본 연구자들은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미숙아에서 생후 1주 

이후에 생기는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전체 환아의 18%에서 발

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원인으로는 출혈에 의한 저혈량증, 

패혈증, 수술과 관련된 저혈압이 있었지만 전체 환아의 6.6%에

서는 일시적 AI에 의한 저혈압으로 hydrocortisone사용이 반드

시 필요하였고, 저혈압의 다른 원인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일시

적 AI가 동반되어 hydrocortisone 사용이 필요한 환아들을 포

함하여 전체 환아의 12.3%에서 hydrocortisone투여를 요하였

다. 저혈압 환아들만 분석하였을 때, hydrocortisone 투여군이 

68.2%로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자궁 내 성장지연이 

유의하게 적었으나 다른 병력 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AI

군의 경우는 저혈압 환아의 36.4%로 이들 군에서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유의하게 적었고 총 입원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강심제 사용 후 정상 혈압으

로 회복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다.

미숙아에서 저혈압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특히 초극소 저

체중 출생아에서 저혈압은 20-45%의 빈도로 나타나는 흔한 질

환이다1). 생후 1주 이내는 출생 전후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심혈관계 미숙, 동맥관 개존증 등에 의한 수술, 폐출혈 및 뇌

실 내 출혈 등 대량 출혈의 위험이 높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 미숙아 급성 질환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미숙아에서의 저혈압은 생후 1주 이내에 흔

히 발생하며, 비교적 안정 시기에 접어든 생후 1주 이후의 저혈

압만을 분석한 논문은 없다. 최근 생후 1주 이후에 갑자기 저혈

압 및 소변량 저하가 발생하는 후기 저혈압, 후기 순환부전에 대

한 보고가 일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패혈증이나 

심부전 등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수액투여 및 통상적인 

강심제 사용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스테로이드 투여로 회복되는 

AI에 의한 후기 순환부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Table 5.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Hypotension

No hydrocortisone (n=14) Hydrocortisone (n=30) AI (n=16)

Onset-postnatal day (d) 20±18 [7-72] 19±12 [7-61] 20±11 [7-50]

Time to MAP>30mmHg (h) 7.9±7.1 [1-20] 9.2±12.5 [1-56] 4.3±3.8 [1-11]*

Inotropics use(d) 113.6±146.7 [4-506] 146.6±239.5 [2-1092] 89.2±140.0 [2-579]

Epinephrine needs 3 (21.4%) 11 (36.7%) 5 (31.3%)

*P=0.088
Data are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Abbreviations: AI, late circulatory collapse due to adrenal insufficiency; MAP, mean arter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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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3년 입원한 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다

기관 연구에서는  생후 1주 이후의 후기 순환부전으로 스테로이

드를 투여한 미숙아 AI 환아가 전체의 약 4%를 차지하였다5). 본 

연구 대상 병원 중 한 곳에서 5년 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대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입원 기간 중 저혈압이 발생

한 빈도는 50%이고, 대상 환자 총 40명 중 생후 1-2주 사이에 저

혈압이 발생한 환자는 총 5명, 생후 2주 이후에 저혈압이 발생한 

환아는 총 7명이었다. 이중 AI에 의한 저혈압은 각각 3명과 2명

에서 발생하였다10). 최근 국내 자료에 의하면 재태 주령 32주 미

만인 환아에서 생후 7일 이후에 AI와 연관된 저혈압으로 

hydrocortisone을 투여받은 환아는 총 7.6%였다6).

본 연구에서는 hydrocortisone의 투여여부에 따른 분석 이

외에도 AI만이 저혈압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환아만을 AI 군

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는 미숙아에서의 AI에 의한 후기 저혈압은 AI군의 환아들에 

해당한다. 즉 다른 원인이 배제된 순수한 의미의 AI가 다른 원인

에 의한 미숙아 후기 저혈압 환자들과 다른 위험 인자나 임상양

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여 AI군과 비hydrocortisone 사

용군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패혈증이나 수술 등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차적으로 AI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hydrocortisone 

사용군과 비사용군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함께 행하였다. 전체 환

아군에서 저혈압의 위험인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듯이 저혈압 환자군에서 AI 유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관

성이 위험인자들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환자수가 많지 않아 시

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미숙아 후기 저혈압 발생

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는 제왕 절개술, 저혈압 발

생 이전의 패혈증, 개복술이었다. AI가 독립적 위험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CTH 자극검사 등을 시행하여 저혈압이 생

기지 않은 환아들에서도 AI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기관에서는 저혈압 이외에 미숙아 만성 폐

질환 등 다른 이유로 hydrocortisone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

다.

미숙아에서 급성 질환 및 스트레스시 상대적 AI가 잘 생기는 

데에는 부신 및 시상하부-뇌하수체축의 미성숙이 근본이 되고 

있다. 첫째로, 미숙아, 특히 재태 주령 23주 이전에는 부신의 신

피질에서 cortisol합성과 관련되는 3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3β-HSD) 등의 효소들이 생성되지 않거나 감

소되어 있다. 따라서 재태주령 30주 이전에는 cortisol을 태아가 

직접 생성하지 못하고 태반의 progesterone을 이용하여 

cortisol을 생성한다4). 둘째로, 태반 호르몬 중 산모의 cortisol을 

비활성적인 cortisone으로 바꾸어주는 11beta-hydroxyste-

roid dehydrogenase-2 (11β-HSD)의 부족으로 산모의 cor-

tisol이 그대로 태반으로 넘어가 태아에게 공급되어 시상하부-

뇌하수체축이 억제되어 있다가, 출생 후 더 이상 산모로부터 

cortisol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초기 AI를 야기하고 출생 후 임상

적 유병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기저(baseline) 또

는 ACTH-stimulated cortisol 농도는 11β-HSD 농도와 무관하

였다11). 11β-HSD 는 또한 자궁 내 성장지연 미숙아에서도 더 감

소되어 있었다12).

생후 1주 이내에 발생하는 AI에 의한 저혈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이 보고되었다. 생후 1주 이내에는 분만 과정 및 생후 

환경에의 적응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시적

으로 AI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궁 내 성장지연이 있거나 

자궁 내 융모 양막염이 있었던 산모로부터 태어난 환아의 경우 

엄마로부터의 스테로이드 공급이 많아 상대적으로 미숙아의 시

상하부-뇌하수체 축이 억제되어 있다가 출생과 동시에 태아 스

스로 스테로이드를 생성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반응성이 감소되어 있을 수 있다12). 출생 시 재태주령이 32주 이

상인 환아에서는 대부분 생후 1주 이상이 되면 부신기능이 회

복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실제

로 본 연구에서 생후 34주 이하의 환아 총 525명을 살펴보았을 

때, 생후 1주 이후에 AI가 동반되어 hydrocortisone을 사용한 

저혈압 환아는 본 연구 대상인 총 30명으로 모두 출생시 재태 

주령이 32주 이하였고, 재태 주령이 32주 초과에서 34주 사이의 

환아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hydrocor-

tisone 투여가 필요하였던 환아에서 hydrocortisone 비사용군

에 비해 자궁 내 성장지연이 오히려 적었다. 이는 자궁 내 성장지

연이 있는 환아에서는 AI에 의한 후기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보

다 패혈증이나 수술 후 전신 상태의 악화에 의해 저혈압이 발생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자궁 내 융모 양막염 

유무는 본 연구 대상에서는 유의한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생후 1주 이내의 AI는 미숙아 질환의 이환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 초기 강심제를 투여받았

거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있었던 환아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cortisol농도가 낮고 ACTH투여에 대한 반응도 낮았

다13-16). 또한, ACTH 자극에 대해 반응이 낮았던 군에서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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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질환의 발병률도 높았다17). 특히 미숙아 만성 폐질환 환

아의 경우에는 생후 3주 째에도 초기 cortisol 농도 및 ACTH에 

대한 반응이 낮았고, 반면 17-OH progesterone 농도가 높아서 

전구물질로부터 cortisol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8). 이에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예방적 hydro-

cortisone투여가 시도되었는데, 단기간 내의 결과에서 사용하

지 않은 군에 비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궁 내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환아에서는 예방적 hydro-

cortisone 투여가 단기간 내 신생아 유병률을 감소시켰다19). 그

러나 본 연구 대상에서는 신생아 질환의 발병이 AI와 연관성이 

없었고, AI군에서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총 입원기

간이 오히려 짧았다. 

최근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thyroxine 투여 후 AI에 의한 

후기 순환 부전이 생겨 4주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고20), 재태 주령 30주 이하 미숙아에서 생후 7일 이후에 

통상적인 강심제에 반응이 없는 저혈압의 발생이 낮은 재태 주

령과 levothyroxine 투여와 연관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21). 본 

연구대상 환아에서는 hydrocortisone 투여 전 thyroxine 치료

를 받은 환아가 AI군에서 1명(6.3%)으로 hydrocortisone 비투

여군의 1명(7.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Table 3). 

현재까지 hydrocortisone 투여와 신경관계 합병증과의 연관

성을 찾아 본 논문들은 적어도 신경학적 부전이 증가하지는 않

았다는 보고들이었다22,23). 하지만, 최근 AI에 의한 후기 순환 부

전이 있었던 환아에서 후기 신생아 합병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로, 미숙아 백질 연화증 환아에서 AI가 있었던 군 10명과 AI

가 없었던 군 26명의 뇌 MRI 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중등도 손상 

이상의 미숙아 백질 연화증 및 심한 뇌성 마비 환아가 유의하게 

많았음이 보고되었다7). 본 연구대상 환아에서는 grade 3 이상

의 뇌실 내 출혈 및 낭성 백질 연화증 그리고 수두증 등의 신경

관계 합병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청력 이상이

나 미숙아 망막증 등의 후기 합병증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AI 군 중 한 명에서는 자궁 내 융모 양막염이나 신생

아 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미숙아 만성 폐질환 등 별다

른 병력 없이 갑자기 저혈압이 발생하였고, 정상 혈압 회복에 걸

리는 시간이 7시간, 총 강심제 사용 기간이 66시간으로 길지 않

았는데 이후 아주 심한 뇌연화증 (encephalomalacia)이 발생하

였다. 본 환아에서 hydrocortisone 투여 직전에 측정한 혈청 

cortisol 치는 9.1 μg/dL이었다. 

현재까지 AI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

로이드 투여 전 혈청 cortisol 치는 15 μg/dL 이하이며, 최근 재

태 주령 34주 이상의 미숙아에서도 저혈압 당시 측정한 혈청 

cortisol 농도가 15 μg/dL 미만인 경우 및 ACTH 자극검사 상 9 

μg/dL  미만의 혈청 cortisol농도의 상승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

로 AI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5). 하지만, Masu-

moto 등은 AI가 있었던 환아 11명과 같은 재태 주령의 대조군 

환아 11명에서 hydrocortisone 투여 전 및 같은 생후 주령에 혈

청 cortisol과 전구물질들을 측정하였을 때, 혈청 cortisol 수치

는 차이가 없었고, 전구물질들이 AI 환아에서 유의하게 증가됨

을 보고한 바 있어서 혈청 cortisol의 감소가 반드시 AI를 반영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24).  반면, 혈청 cortisol이 높은 상태에

는 자발적 장천공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19,25) 

hydrocortisone 투여 2-6시간 이후에 혈압 상승이 없거나 hy-

drocortisone 투여 전 측정한 혈청 cortisol 농도가 15-20 μg/ 

dL 이상이면 hydrocortisone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하는 연구

자들도 있다3). 본 연구대상 환아들에서는 hydrocortisone투여

군에서는 단 1명에서 15.6 μg/dL으로 15 μg/dL 을 넘었으나 AI

군 환아의 경우 모두 15 μg/dL 미만이었다. 혈청 cortisol 농도

가 15.6 μg/dL이었던 환아에서 장천공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상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강심

제 투여 시작 후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AI 군에서 hydrocortisone비투여군에 비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hydrocortisone 투여 시점이 환자마다 1-2시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전 논문의 결과와 같이 AI 군에서 

hydrocortisone투여 후 반응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것을 추측

할 수 있겠다6). 

이상에서,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미숙아에서 생후 1주 이후

에 발생하는 후기 저혈압의 경우 AI가 상대적으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조기에 의심, 발견하여 

hydrocortisone을 사용하면 정상 혈압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당길 수 있고, 입원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hydrocortisone 투여 자체가 일부 환자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 환아 수

가 많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침의 수립

을 위해 AI에 의한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위험 인자를 찾기 위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목적: 미숙아에서 생후 1주 이후에 생기는 미숙아 후기 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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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은 드물지 않고 생후 1주 이전과는 다른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신 기능부전(adrenal insufficiency, AI)에 의

한 급격한 순환부전이 후기 저혈압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을 살펴

보고, AI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년 3개월 간 서울

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

원한 재태 주령 32주 이하의 미숙아 총 244명을 대상으로 후향

적 의무기록 고찰을 시행하였다. 이들을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유무에 따라 산전, 신생아 병력을 비교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독립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를 구하였다. 이후 저혈

압 환아들을 대상으로 hydrocortisone 투여 유무 및 AI유무에 

따라 각각 두 군으로 나누어 산전 및 신생아 병력, 저혈압의 임

상양상을 비교하였다.

결과: 미숙아 후기 저혈압이 있었던 환아는 총 44명(18%)이었

고, 이 중 hydrocortisone 투여군이 30명(68.2%), hydro-

cortisone 비투여군이 14명(36.4%)이었다. AI는 16명(6.6%)이었

다. 미숙아 후기 저혈압의 발병에는 제왕 절개술, 패혈증, 개복술

이 독립적으로 유의한 선행인자였다. Hydrocortisone 투여군은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자궁 내 성장지연이 적었지만, 

기타 병력 및 저혈압의 임상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I군

은 hydrocor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자궁 내 성장지연이 적었

고, 총 입원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또한, AI군은 hydrocor-

tisone 비투여군에 비해 강심제 투여 후 정상혈압까지의 기간이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미숙아 후기 저혈압에서 AI가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이

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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