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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PPHN) is life threatening neonatal disease. Nitric oxide (NO) has been proven to improve oxygenation, however its usage is limited and 30% of patients with PPHN are NO nonresponders. Milrinone decreases right ventricular afterload and has selective pulmonary vasodilator
effect. We studied the effects of milrinone on neonates with respiratory failure originated
in PPHN.
Methods : Six neonates, who had oxygen index above 20 and responded poorly to
other management, were treated with intravenous milrinone after confirming pulmonary
hypertension with echocardiography. We reviewed their medical records retrospectively.
Intravenous milrinone was started at a dose of 0.375 µg/kg/min. Respiratory indices
(Oxygenation index [OI], ventilation settings, and arterial blood gas) and cardiovascular
stability (mean arterial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documented just before; and at 6,
12, 24, 36, 48, and 72 hours after commencement of milrinone therapy. The primary outcome was the effect of milrinone on oxygenation, which was 40% reduction in OI.
Results : Primary cause of PPHN was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in three infant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in the other three. Milrinone was commenced at a
median age of 22.3±6.1 hours with a dose of 0.375 µg/kg/min except one infant (0.5
µg/kg/min) and infants were treated for median 58.3±16.7 hours. OI of all infants
showed 40% reduction within 24 hours. There were no mortality, and no infants with
hypotension,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Conclusion : Milrinone proved to be effective for PPHN by improving oxygenation. It
did not cause any complications in clinical trials for newborns. It is suggested that
Milrinone can replace NO or can be used as adjunct to NO in the treatment of PPHN.
(J Korean Soc Neonatol 2006;13: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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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삭아 및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모든 환아는 고식

론

적 기계적 환기기나 고빈도 환기기로 인공 환기를 받
았으며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35-45 mmHg, 산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은 출생 후 폐혈관 저항

도는 7.35-7.45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산화질소는 산

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난원공 또는

소화지수(oxygenation index: OI = 평균기도압[MAP]

동맥관을 통해 폐외 우-좌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를 일

mmHg×흡입산소분율[FiO2] /동맥혈

1)

산소분압[PaO2]

컫는다 .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이 계속 진행하면

mmHg)가 25 이상인 경우 흡입을 시작하였고 20

우심실의 기능이 저하되고 체순환에서 저산소증이 심

ppm으로 시작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최대 80

화되어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을 초래하게 된다. 흡입

ppm까지 사용하였다. 인공폐표면 활성제는 X-ray 판

성 산화질소는 선택적인 폐혈관 확장제로 폐고혈압을

독을 참고로 하여 신생아 전문의가 판단하여 투여하였

효과적으로 낮추어 산소화를 호전시키는 입증된 치료

다. 신생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심장 수축을 항진시

제이지만 아직도 많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이 어

키고

렵고 치료 받은 환아의 약 30%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dobutamine 및 식염액을 투여하였다. 이상의 치료를

2)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dopamine과

bipyridine

포함한 초기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소아 심장 전문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로써 cyclic adenosine

의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milrinone 투여 여부를

monophosphate (cAMP)를 증가시킴으로써 심근의

결정하였다.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Milrinone은

3)

수축력을 강화하며 혈관을 이완시킨다 . 동물 실험에

1) 산소화지수가 20 이상인 환아를 대상.

서 폐혈관 이완과 cAMP의 증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2) 심한 삼첨판 역류, 우심실 비대, 난원공이나 동

4, 5)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cAMP의 비활성화를 막

맥관을 통한 우-좌 단락 등으로 폐고혈압증을 진단

는 milrinone은 폐고혈압증의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6)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en 등 의 연구에서 milri-

3) 선천적인 심장 기형이 있거나 횡격막 탈장이나
치명적인 선천적 기형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

none은 폐동맥에 직접 작용, 이완을 유발하여 우심실

Milrinone (milrinone lactate injection, 10 mg/10

의 후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L, Novopharm)은 정맥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여하

그러나 지금까지 milrinone에 대한 임상연구는 성인의

였고 용량은 부하 용량 없이 0.375 µg/kg/min으로

폐고혈압증과 심장 수술 후의 신생아 심부전증의 치료

시작하여 반응이 없을 경우 0.5 µg/kg/min으로 증량

7, 8)

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하였다.

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대한 milrinone의 유용성에

환아의 의무기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동맥혈

대한 보고는 동물실험을 포함하여 많지 않다. 저자들

가스검사, 인공 환기기의 설정, 산소화지수(OI) 및 심

은 최근 일 년여 기간 동안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

박수, 평균동맥압 등을 milrinone 투여 직전, 투여 후

으로 인해 심한 호흡 부전을 보였던 여섯 명의 신생아

6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에게 milrinone 치료를 시행하였고 산소화 호전에 대

나누어 기록하였다. 동맥혈 가스 검사와 혈압은 말초

한 효과를 포함한 임상반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맥혈 도관을 통해 측정하였고 저혈압은 평균동맥압
이 측정 당시 재태주령보다 낮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Dopamine과 dobutamine의 투여 기간과 기관지 삽관

대상과 방법

의 발관 시기도 기록하였다. 모든 환아는 입원시 초기
두부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퇴원 전에 다시 두부 초음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파를 시행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중 신생아 지속성

Milrinone 치료에 대한 일차 효과는 산소화지수 호

폐고혈압증으로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전으로 평가하였다. 산소화지수는 Turbow 등 에 따

심한 호흡부전이 있어 milrinone 치료를 받은 여섯 명

라 투여 직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경우 반응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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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12시간 이내의 반응을 조기

다. 여섯 환아 중 두 명은 미숙아였는데, 그 중 한 명

반응군, 12시간 이후 24시간 이내의 반응을 지연 반

은 인공 폐표면 활성제를 두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산

응군, 그 이후의 반응을 무반응군으로 분류하였다.

소화지수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쌍생

통계는 MedCalc for Windows Version 9.1.0.1

아간 수혈 증후군의 수여자로 호흡곤란 증후군과 심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을 이용

부전증을 동반한 태아 수종증을 보여서 인공폐표면

하였으며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기록하였고,

활성제와 고빈도 환기기를 사용하였으나 역시 산소화

각 시간의 산소화지수를 초기 산소화지수에 대한 분

지수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네 명의 만삭아의 기저

율로 계산하여 Student-Newman-Keuls test for all

질환은 태변 흡입 증후군이 세 명으로 이 중 두 명은

pairwise comparisons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P<

고빈도 환기기와 함께 산화질소를 각각 최대 80 ppm

.05 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과 40 ppm까지 사용하였다. 나머지 한 명의 만삭아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공폐표면 활성제를 한

결

차례 투여 받았다. 각각의 환아에 대한 임상 양상을

과

제시하였다(Table 1).

1. 환아의 임상양상

2. Milrinone 치료 후의 일차 반응 : 산소화지수
변화

신생아의 평균 재태주령은 36.8±3.9주였고 출생

Milrinone은 출생 후 평균 22.3±6.1시간에 투여하

체중은 2.88±0.8 kg 이었으며 남아가 세 명이고 여

기 시작하였다. 투여 직전 평균 산소화지수는 26.1±

아가 세 명이었다. 세 명의 만삭아는 외부에서 출생한

6.6이었고 1명(0.5 µg/kg/min)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 심한 호흡곤란증과 청색증을 보여 즉시 이송되었

0.375 µg/kg/min의 용량으로 평균 58.3±16.7시간 동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Infant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kg)
Apgar score
1 minute
5 minute
Cesarian section
Inborn
Sex
Primary cause of PPHN

Number of surfactant doses
iNO, maximum (ppm)
Milrinone
start time after birth/duration of
infusion (hours)
Oxygenation index at the initiation of
milrinone
Duration of inotropes (days)
Age at extubation (days)

1

2

3

4

5

6

38.1
3.76

40.1
3.33

31.1
1.62

38.7
3.60

32.6
2.33

40.2
2.63

8
9
Y
N
M
MAS

7
9
Y
Y
M
MAS

3
8
Y
Y
F
RDS

3
7
N
N
M
RDS

3
7
Y
N
F
MAS

-

80

2
-

1
-

6
7
Y
Y
F
TTTS
RDS
hydrops
1
-

24/48

22/70

30/40

26/86

12/54

20/52

22.7

39.0

22.2

23.1

22.1

27.5

2
4

3
8

2
2

4
5

2
7

3
2

40

Abbreviations : PPHN,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neonates; MAS,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TTTS,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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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투여하였다(Table 1). 각각의 대상 환아의 산소화
지수 변화를 표시하였다(Fig. 1). 두 명의 환아를 제
외하고는 모두 72시간내에 기관지 삽관의 발관이 가
능하였고 milrinone의 투여가 종결되었다. 모든 환아
는 24시간 이내에 산소화지수가 40% 이상 감소하였
고 조기 반응군이 네 명, 지연 반응군이 두 명이었다
(Fig.

1).

Student-Newman-Keuls

test

for

all

pairwise comparisons로 초기 산소화지수에 대한 각
시간의 산소화지수 분율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투
여 시작 후 24시간 까지는 매 측정시기마다 분율의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나(P<.001) 24시간 이후에는
Fig. 1. Variation in oxygenation index (OI) after
milrinone treatment for individual patients. OI at
each time is represented as proportion to basal OI in
each patient. Four patients showed 40% decrement
of OI within 12 hours of milrinone infusion. Remaining 2 patients showed delayed response of 40%
decrement of OI within next 12 hours.

최저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
다(Fig. 2).
3. Milrinone 치료 후의 임상 양상

입원 기간 중 사망한 환아는 없었다. 환아들의 기
관지 삽관의 발관 시기는 평균 4.7±2.5일 이었고 심
장 수축 촉진제의 평균 투여기간은 2.7±0.8일 이었다
(Table 1). Milrinone의 투여 기간동안 모든 환아의
평균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
다(Table 2). Milrinone 투여 직전에 시행한 심장초음
파 소견과 투여 후 2일 이내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는 투여전에 비하여 모두 우-좌 단락과 삼첨판 역류
의 호전을 보였고 입원시 시행한 두부 초음파와 퇴원
전 시행한 두부 초음파에서는 milrinone 투여 전후로
변화된 소견 없이 모두 정상이었다.

고
Fig. 2. Change of proportion of oxygenation index
(POI) to basal after milrinone treatment. POI (*)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ments compared
to the value at prior time point during 24 hours
(P<0.05).

찰

이번 연구에서 여섯 명의 대상 환아는 milrinone
투여 후 여섯 시간에 측정한 산소화지수부터 호전을

Table 2.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Head Ultrasound before and during the Infusion of Milrinone

Mean arterial pressure (mmHg)
Heart rate (bpm)
HUS

At the initiation of
milrinone

During the infusion of
milrinone

95% Confidence interval of
difference

37-57
140-160
normal

30-65
120-170
*
normal

-14 to 18
-34 to 24

Abbreviations : HUS, Head ultrasound; BPM, beats per minute.
*
HUS was performed at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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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시작하였고(P<.001), Turbow 등 이 치료 반

두 초기 산화질소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milrinone과

응군으로 제시한 산소화지수의 40% 이상의 감소 역

의 병합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 경우였

시

다. 폐고혈압이 있는 폐동맥에는 PDE III와 PDE V

24시간

내에

모두

도달하였다.

모든

환아는

4)

이것은 이 두 가지 효소가

milrinone 투여 직전의 산소화지수가 20 이상으로 심

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한 호흡부전이 있었고 그 중 25 이상인 두 명의 환아

폐동맥 이완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는 산화질소 치료까지 시행하였으나 반응을 보이지

Milrinone과 산화질소의 병합치료는 각각 이 두 가지

않았다.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의 이상적인 치료제

효소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폐동맥 이완에 대한 상

는 폐혈관 저항을 낮추고 우심실의 후부하를 효과적

승작용을 한다고 추정된다 . 본 연구에서도 산화질소

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폐외 또는 폐내 단락을 호전시

에 반응이 없었던 두 명의 만삭아가 병합치료를 시행

킬 뿐 아니라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지 않으

함으로써 산소화지수의 급격한 호전을 보인 것이 이

면서도 심박출량을 증가 시켜서 여러 장기로의 혈류

러한 기전을 뒷받침한다.

19)

지금까지 신생아에서 milrinone에 대한 연구는 주

공급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약제일 것이다. 산화질소

7, 9)

, 현재는

는 선택적으로 폐동맥을 이완시켜서 폐혈류와 체혈류

로 심장 수술 후의 치료에 대한 것이었고

의 산소화를 촉진하는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의 가장

우심실 부전의 치료에 매우 적합한 약으로 사용되고

10)

중요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김 등 과 Goldman
2)

있다. 이번 연구에서 모든 대상 환아는 dopamine을

등 은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 환아의 43%와 30%

포함한 수축 촉진제를 사용하였고 그 중 두 명은

에서 산화질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milrinone의 투여 시작 직전까지 dopamine을 고용량

Phosphodiesterase 억제제는 세포내 cAMP 농도

인 20 µg/kg/min으로 주입하고 있었다. Dopamine은

를 증가시켜 심근의 산소소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고용량에서 α수용체에 작용하여 폐동맥의 수축과 폐

11)

12)

20)

심근의 활동을 호전시킨다 . Rabe 등 의 연구에서

동맥압 상승을 유발한다 . Milrinone은 심근의 산소

폐동맥에는 PDE III와 PDE V가 많이 존재하며, 이

요구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수축을 촉진하기 때문

효소들의 억제제가 폐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이 확인

에

되었다. PDE 억제제는 근육세포질세망(sarcoplasmic

pamine 등의 수축 촉진제 용량을 감량할 수 있는 효

reticulum)으로 칼슘을 이동시켜 혈관 이완을 일으키

과를 가져왔다. 앞선 두 명의 환아는 milrinone 투여

13)

11)

결국 추가적인 산소 농도의 증가 없이 do-

며 , cAMP의 매개에 의한 횡문근형질막을 통과하는

후 여섯 시간 이내에 dopamine을 10 µg/kg/min 미

(trans-sarcolemmal)

만으로 감량할 수 있었다.

칼슘의

흐름으로

근수축을

14)

(inotropic) 일으키며 , 액틴-미오신 복합체의 해리를
15)

Milrinone은 체혈관 혈류보다는 폐혈관 혈류에 많

원활하게 하여 근이완을(lusitropic) 일으킨다 . Mil-

은 영향을 주지만 체혈관 저항을 동반 감소 시켜서

rinone은 선택적인 phosphodiesterase III (PDE III)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억제제로 지속성 폐고혈압증에 대한 milrinone의 유

동물실험에서 milrinone은 체혈관 저항을 감소시키나

용성에 대한 연구는 동물 실험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심박출량도 증가시켜 전반적인 체혈액순환의 호전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까지 점차 활발해

관찰하였고, McNamara 등 의 임상연구에서 mil-

지고 있다. 저산소증으로 지속성 폐고혈압증을 유발한

rinone 투여가 신생아에서 저혈압을 유발하지는 않았

설치류나 돼지를 이용한 이전의 여러 실험에서 PDE

다. 이번 연구에서도 시간별로 대상 환아들의 평균동

4, 16)

6, 21)

19)

. 그러나 Lobato 등 의

17)

milrinone 투여 후

맥압과 심박수를 측정하였는데 치료기간동안 의미 있

에 폐동맥 혈관의 이완이 입증되었다. MacNamara

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Paradisis 등 은 도플러

III 발현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17)

22)

등 은 아홉 명의 심한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이

를 이용하여 상대정맥의 혈류량을 측정함으로써 체혈

있는 환아에게 milrinone을 투여하여 급격한 산소화

관 혈류를 감시하면 미숙아에게도 안전하게 milrinone

18)

의 호전을 보고하였고, Bassler 등 은 미숙아를 포함

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milrinone 사용에 대

한 네 명의 신생아에서 산소화의 호전을 보였으나 두

한 용량이나 기간과 같은 지침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

명은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

서 미숙아에서의 사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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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구에서는 각각 재태주령 31.1주와 32.6주의 미숙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산화질

아에게 milrinone을 투여하였다. 한 명은 폐표면 활성

소의 사용이 제한된 신생아 중환자실이 다수 있고 산

제를 두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화질소를 사용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망에

다른 한 명은 심한 태아수종을 보이며 심부전증과 호

이르는 경우가 많다. 산화질소는 고가의 장비를 필요

흡곤란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였다. 이들 두 환아를 포

로 할 뿐 아니라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을 유발하거나

함하여 모든 대상 환아들의 퇴원 전 두부 초음파는

강력한 산화제인 peroxinitrite를 생성하여 여러 장기

정상이었고 모두 저혈압이나 심박수의 변화, 그리고

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뇌실내 출혈 등의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였다. 이러한

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Milrinone은 주

이유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milrinone이 부하용량

입이 간편할 뿐 아니라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압과 심

없이 유지용량으로만 지속적으로 투여되었고 비록 혈

박수의 변화 등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감시할 수

중 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치료 용량으로서는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milrinone은 이미 소아 심장

최소 용량이었기 때문에 체혈관 혈류에 큰 영향을 미

분야에서는 수술 전후로 널리 쓰여 안전성과 효능성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에

이번 후향적인 연구는 여섯 명의 환아가 모두 합병

23)

24)

치료 중에 혈액 검사 등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약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결론적으로 심한 호흡부전을 동반한 신생아 지속성

입증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로 대부분

폐고혈압증이 있는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에서 저용

의 후향적인 연구가 그러하듯이 실험방법이 미리 계

량의 milrinone 정주는 효과적으로 산소화를 촉진하

획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대상 환아는 인공 폐표면

면서 저혈압 등의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소규

활성제나 산화질소 등의 입증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모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산화질소 외에도 최근 연

불구하고 산소화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경우에

구가 활발한 sildenafil (Viagra, Pfeizer) 등과 비교하

한해서 소아 심장 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투여를 시작

여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향적인 대조군 연구가 이

하는 방침에 따랐고 평균 생후 22.3시간(범위, 12-30

어져야 할 것이고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에서 산

시간)에 투여가 시작되었다. 둘째로 대상자의 수가 적

화질소의 대체 약제로서나 산화질소에 반응이 없는

고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 변수를 포

경우 병합제제로서의 milrinone의 사용을 고려할 수

함한 통계적 한계를 갖는다. 이전의 연구에서 산화질

있을 것이다.

소 등의 효과 판정은 주로 산소화지수를 사용하였고
치료 전에 비해 30-40%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반응

요

이 있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12시간 이내의 반응을 조

약

기 반응군, 24시간 이내의 반응을 지연 반응군, 그 이
9, 10)

.

목 적 :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은 10%-20%의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환아들은

사망률을 보이는 신생아 중증 질환이다. 산화질소는

출생 후 평균 22.3시간 동안 산소화지수의 호전을 보

산소화를 호전시키는 입증된 치료제이지만 아직도 우

이지 않았지만 milrinone에는 모두 반응을 보였다. 세

리나라의 많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이 어렵고

째로 투여 후 각 단계별로 심장초음파가 시행되지 못

치료 받은 환아의 약 30%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했고 폐고혈압에 대한 지표를 수치화하여 비교하지

으로 보고하고 있다. Milrinone은 소아 심장 환자들에

못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안해야 할 점이다.

게는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로 우심실의 후부하를 낮

마지막으로 두 명의 미숙아를 포함하여 네 명의 환아

추고 폐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신생아 지

에게는 먼저 산화질소를 투여하지 못했는데 이는 심

속성 폐고혈압증에 대한 효과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장 수술을 시행한 다른 환아 등으로 인한 사용의 제

않다. 저자들은 중증 호흡부전을 동반한 신생아 지속

한이 있기도 했지만 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산화

성 폐고혈압증에서의 milrinone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질소의 투여 기준을 산소화지수 25 이상으로 하고 있

하였다.

후의 반응을 무반응군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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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산소화지수가 20이상으로 초기 치료에 반응
이 없고 심장 초음파에서 폐고혈압이 확진된 6명의 미
숙아와 만삭아를 대상으로 milrinone을 투여하였고 후
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Milrinone은 0.375
µg/kg/min으로 시작하여 반응이 없을 경우 0.5 µg/
kg/min으로 증량하였다. 투여 직전과 투여 후 6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나누어
동맥혈 가스검사, 인공 환기기의 설정, 산소화지수 및
심박수, 평균동맥압 등을 기록하였다. 일차 치료 효과
는 산소화지수가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투여하기 전
에 비해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 2명의 미숙아를 포함한 대상아들의 평균 재
태주령은 36.8±3.9 주였고 출생 체중은 2.88±0.8 kg
이었으며 기저질환은 태변 흡입성 질환이 3명,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3명이었고 그 중 미숙아 1명은 심
한 태아수종증 및 심부전증을 동반하고 있었다. Milrinone은 평균 22.3±6.1 시간에 시작하여 1명(0.5
µg/kg/min)을 제외하고는 0.375 µg/kg/min의 용량으
로 평균 58.3±16.7시간 동안 투여하였다. 모든 환아
의 산소화지수는 24시간 이내에 40% 이상 감소하였
다. 사망한 환아는 없었고 저혈압이나 뇌실내 출혈 등
의 합병증이 있었던 환아도 없었다.
결 론 : 심한 호흡부전을 동반한 신생아 지속성 폐
고혈압증이 있는 신생아에서 저용량의 milrinone 정
주는 효과적으로 산소화를 촉진하면서 저혈압 등의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겠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에서 산화질소의
대체 약제로서나 산화질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병합
제제로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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