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Micro preemies usually undergo arterial catheterization for frequent blood pressure 

monitoring and blood sampling. Peripheral tissue injury associated arterial cathe

terization is a welldescribed morbidity observed in neonates. Despite the potential 

permanent disability associated with this complication, the currently available thera

peutic options remain limited. We report a unique case of a preterm infant who de

veloped severe tissue ischemia after arterial catheterization of the radial artery and 

was successfully treated using extensive humidification and topical nitroglycerin oint

ment applic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36 days) until complete clinic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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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맥 카테터 삽입은 초극소 미숙아 및 중증 질환을 가진 신생아의 혈역학적 감시 및 혈액검사

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흔히 시행되는 침습적인 시술 방법으로, 비교적 합병증 발생이 적

은 요골동맥, 후경골동맥에 주로 삽입한다
1)
. 그러나 드물지만 동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해 이차

적으로 혈종, 혈전색전증, 혈관경련수축, 관류장애에 따른 조직허혈이나 말초신경의 손상, 정맥

염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급속하게 괴사로 진행

되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
2,3)

. 특히 초극소 미숙아의 경우 혈관 지름이 카테터 사이즈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병증에 더욱 취약하며, 합병증 발생시 심각한 후

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4)
.  

동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조직 허혈의 표준치료는 원인이 되는 카테터를 즉시 제거하고 반

대편에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여 반사적 혈관확장을 유도하면서 심장의 위치보다 

병변 부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5)
. 그러나 아직 신생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부족하며 사용 가

능한 약제의 제한 및 적절한 치료지침 역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6)
. 

저자들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우측 요골동맥 카테터 삽입 직후 일시적인 혈관경련수축

(vasospasm)으로 인해 조직 허혈 및 괴사가 발생하였으나 국소적인 nitroglycerin 연고 도포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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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습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본 증례의 치료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환자는 본원에서 재태 24
+2

주 출생체중 760 g으로 제왕절개를 통

해 출생하였고, 산모는 35세 경산모로 특이병력 없었으며, 환자의 

가족력 상 출혈 경향은 없었다.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4점, 10

분 6점이었으며, 분만장에서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에 대한 예방

적 치료로 기관 내 삽관 시행 후 인공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뒤 신생

아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입실 직 후 인공 호흡기 적용 및 제대 동

맥 및 제대 정맥 내 카테터를 삽입 하였고, 흉부엑스레이를 통해 제

대동맥관 및 제대정맥관의 끝이 적절한 곳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

다. 신생아 출혈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 K1 0.3 mg을 정맥 주

사하였고, 예방적 항생제로 ampicillin과 cefotaxime을 투여하였다. 

출생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혈색소 11.7 g/dL, 백혈구 5,560/mm
3
, 혈

소판은 195,000/mm
3
, C-반응단백은 <1.5 mg/L로 확인되었다.

입원 4일째 제대정맥관을 제거하였고 오른쪽 상완정맥에 경피 중

심정맥도관을 삽입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제대동맥관 역

시 제거하고 알렌 검사를 시행하여 우회순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왼쪽 요골동맥에 말초 동맥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말초 동맥 

카테터 삽입 당시 혈압은 승압제 사용 없이 50/30 mmHg (평균 동

맥압 40 mmHg)로 유지 하였으며, 맥박은 160 회/분, 산소 포화도는 

97%, 소변량은 3 cc/kg/hr로 안정적으로 활력 징후를 유지하고 있었

다. 그러나 말초 동맥 카테터 삽관 즉시 환자의 왼쪽 손바닥을 포함

한 손가락 전체부분이 창백해지는 양상 보여 바로 말초 동맥 카테터

를 제거한 뒤 왼쪽 팔을 체간보다 높게 올려 놓고, 반대쪽 팔에 따뜻

한 물 주머니를 대주어 반사적 혈관 확장을 유도하며 경과 관찰하였

다(Figure 1). 이튿날(입원 5일째) 창백한 양상은 호전되었으나 왼쪽 

엄지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부분이 괴사 양상

을 보였다(Figure 2). 혈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관류를 보존하고 

추후 절단가능성을 막기 위해 혈전용해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치

료 전 뇌 초음파를 시행하여 심각한 뇌 출혈이 없음을 확인 후 혈전

용해제로 유로키나아제(urokinase) 4,400 U/kg를 10분에 걸쳐 부하

한 후 동일 용량을 12시간 동안 투여하였다.

입원 7일째 양쪽 팔에서 시행한 도플러 초음파에서 혈전을 의심

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혈류는 정상으로 혈전증보다는 혈관수

축 가능성이 더 커보여 혈전 용해 치료는 중단하기로 하였다(Figure 

3). 한편, 추가적으로 혈관 수축에 대한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어, 

국소적 혈관 확장을 위해 이환된 부위에 국소적으로 nitroglycerin 

Figure 1. Left hand area pale and then turned blue.

Figure 2. Signs of early necrosis in the finger tips were observed 
on the 5 day after birth.

Figure 3. Spectral doppler image showed a normal arterial 
wave form of the left axillary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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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렉토제식연고, 0.2% glyceryl trinitrate, 제조사 Adamis Phar-

maceuticals)를 바르며 집중가습치료를 했다. 집중가습치료는 일반

용(LG moisten, H-716CP) 가습기를 사용하였으며, 이환 부위부터 

팔꿈치까지 기저귀로 감싸 기저귀 안쪽으로 가습기 관을 연결하여 

이환 부위에만 100%의 가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Figure 

4A, 4B). 집중 가습치료 부위의 화상 및 감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환 부위를 8시간마다 확인하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매일 24시

간 동안 지속하였다. 환자의 표적 체온은 신생아 정상온도 최고치

인 37.5℃로 하여 인큐베이터 온도를 조절하였으며, 인큐베이터의 

습도는 본원의 미숙아 고습도 공급 프로토콜에 따라 출생 시 100% 

공급에서 환자의 체중, 피부 상태 및 전해질 수치를 관찰하며 생

후 8일째 60%까지 줄여 유지하였다. nitroglycerin 연고도포 치료는 

nigroglycerin 연고를 허혈 양상이 있는 손가락에서부터 혈관을 따라 

왼쪽 손 전체와 팔꿈치까지 8시간마다 발라주었으며, nitroglycerin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이나 혈관확장에 따른 심박출량 감

소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매시간 관찰하였으나 부작

용은 없었다.

입원 23일경 왼쪽 엄지와 2, 5번째 손가락의 색깔과 관류는 호전

되었으나 3, 4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의 괴사부위 남아있어 국소적 

nitroglycerin 연고 도포와 집중가습치료를 유지하였고, 입원 31일째 

남아있던 4번째 손가락 끝 마디 2 mm정도의 건성 괴저가 손톱바닥

부분은 유지된 채 탈락되었고, 입원 34일째 2번째 손가락 끝 마디 건

성 괴저 1 mm도 호전되었다. 이후 집중가습치료로 인한 국소 피부 

손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남은 손가락에도 더 이상 허혈 및 괴사양상

은 관찰되지 않아 입원 36일째 혈관경련수축에 대한 모든 치료를 종

결하였다(Figure 5).

고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동맥혈 가스 검사 및 혈압 모니터링을 위한 

말초동맥의 경피적 카테터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쉽

고 안전하게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2,7,8)

. 

신생아에서 동맥 카테터 삽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순환장애가 발생

하는 것은 최대 73% 정도인 반면, 영구적으로 허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0-1.6%로 드문 편이지만, 합병증 발생시 괴사로 인한 병변 

부위 절단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
. 

혈관경련은 보통 몇 분에서 수 시간 내에 혈액순환이 완전히 회복

되고, 허혈 양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나 혈

전 색전증은 혈관 폐색을 진단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의 한계로 조

기진단이 어렵다
9)
. 또한 혈전 색전증이 있다고 모두 증상을 동반하

는 것은 아니어서, 부분적으로 폐쇄되었거나, 우회 순환이 충분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

에서 동맥 카테터를 삽입했을 때 말단부위가 창백해지거나 청색증

이 발생되면 그 원인이 동맥수축에 따른 일시적인 혈관경련인지 또

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의 초기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해야 하

며, 혈전증의 경우에는 급속한 괴사로 진행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말초 동맥의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

우 치료는 우선 원인이 되는 말초 동맥 카테터나 제대동맥관을 제거

하는 것이며, 동맥 카테터를 제거하였음에도 조직 허혈이 지속된다

면 영구적인 혈관경련이나 원위부 동맥의 혈전가능성을 생각하고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야 한다. 고용량의 유로키나아제

Figure 4. Intensive humidification. (A) Humidifier were pulled 
out through the line hole of the incubator and fixed. (B) Affected 
area to the elbow was wrapped in diaper and the humidifier 
connected to the inside of the diaper.

Figure 5. Left hand showed no signs of vascular insufficiency 
after completion of treatment (3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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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적용하게 되었다. 

초극소 미숙아에서 고농도의 가습 환경이 진균 감염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18)

, 병변 외 다른 부위가 가습이 되

지 않도록 병변을 포함한 말단부위만을 감싸 병변 부위에만 가습이 

되도록 하였다. 가습의 온도는 신생아 정상 온도의 최고치인 37.5℃

로 하여 병변 내 혈관확장을 유도하였다. 집중가습치료 기간 동안 

감염 및 고온에 의한 화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8시간 마다 병변 부

위를 확인하였으나, 감염 및 화상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말초 동맥 카테터 삽입

에 따른 조직 허혈 발생 후 심각한 조직 괴사가 발생하였으나 국소 

nitroglycerin 연고의 사용과 집중가습치료를 병행하여 심한 합병증 

없이 호전된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집중가습치료의 효과에 대하

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말초 동맥 카테터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조직 허혈의 치

료에 nitroglycerin 연고도포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가습치료

를 병용할 시 피부의 상피화를 촉진시키고 흉터의 형성을 감소시켜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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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kinase), 저분자량 헤파린, 미분획 헤파린과 항트롬빈농축물의 

혼합물을 정맥 내 투여할 수 있으며, 이런 약물 치료를 하기 전 뇌출

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
4,10)

. 

말초 동맥의 혈관 경련으로 인한 조직 허혈이 의심되는 경우, 병

변 부위의 카테터를 제거하고, 반대편 부위에 온찜질을 하여 반사적 

혈관 확장을 유도하면서 허혈 부위를 심장의 위치보다 높게 유지하

는 표준 치료를 시행한다.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성인에

서는 항응고 및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거나 수술로 혈전을 제거하기

도 하나
11)

, 신생아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증례보고를 통해 신생아에서 조직허혈 병변에 국

소용 nitroglycerin 연고를 도포하여 괴사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입증된 바 있으며
4,12,13)

, 그 기전은 nitroglycerin이 유기질산염으

로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 

시킬 뿐 아니라 말초 허혈 부위로의 측부 순환을 증가시켜 허혈을 호

전시키는 것이다. 이환 부위에 도달하는 nitroglycerin의 양은 연고

의 양과 바르는 면적에 따라 다양하며, 초기용량은 4 mm/kg (1.22 

mg/kg)로 사용하고 1시간 내에 발현되어 6시간 정도 지속된다
5)
. 미

숙아의 경우 미숙한 피부장벽으로 인해 약물흡수가 잘되어 전신적

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생

아에서 국소 nitroglycerin 연고의 사용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본 증례에서도 저혈압과 빈맥과 같은 합병증을 모니터링 하

였으나 발생되지 않았다. 

Samiee-Zafarghandy 등
4)
이 국소 nitroglycerin 연고도포에 대하

여 보고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총 15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증례

에서 완전한 회복을 보였으며, 한 명은 왼쪽 엄지발가락 끝부분이, 

다른 한 명은 왼쪽 2, 3번째 발가락부분이 조직 괴사로 인한 절단을 

보였다. 조직 허혈이 광범위 할수록, 괴사의 정도가 심할수록 절단

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증상이 심할 경우 국소 

nitroglycerin 연고 도포 외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Winter
14)

가 1960년대 이후 상처치료에 있어 습한 환경의 중요성

을 강조한 이래로 그 기전과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가습치료는 상처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표피세포가 쉽게 이

동되어 케라틴 세포의 증식 및 섬유 모세포의 성장을 자극하여 상피

화가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죽은 조

직과 섬유소의 분해가 증가되어 상처치유에 도움이 된다
15)

. Reish 등
16)

의 연구에서 보면, 무균 조건 하에서 상처주위의 환경이 건조할 때

보다는 습할 때 상처부위의 염증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흉터의 표면

적이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전을 토대로 성인에서는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 제제를 사용한 습윤드레싱 등이 

조직 허혈에 의한 말초조직 괴사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17)

. 그러나 신

생아, 특히 초극소 미숙아의 경우 손가락 등의 말초조직에 습윤드레

싱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원에서는 병변 부위에 집중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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