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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Hypotension is common i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ELBWI) and

the treatment becomes important as the survival rate of ELBWI is increasing.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equency and etiologies of hypotension in ELBWI.

Methods : 40 patients admitted to the NICU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from September 2004 to June 2006 were included retrospectively. Definition of

hypotension was 1)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below 30 mmHg or below the gesta-

tional age, 2) decreased urine output or metabolic acidosis, and 3) use of inotropics.

Hydrocortisone was used for inotrope-resistant hypotensio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ypotensio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s without hypotension.

Results : Mean gestational age and mean birth weight of 40 patients was 26
＋6
±2

＋1

weeks and 787±149 g. 20 patients had hypotension. 17 events were within 1 week of

postnatal age, 5 from 1 to 2 weeks, and 9 after 2 weeks. The etiologies of hypotension

within 1 week were PDA in 12 cases, and bleeding in 4 cases. PDA, post-operative con-

dition, adrenocortical insufficiency, and sepsis were the probable etiologies of hypotension

after 2 weeks. Among 12 patients recieved hydrocortisone, 9 responded to hydrocortisone.

Patients with hypotension were significantly low in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Incidence of IVH and ROP were significantly high in patients with hypotension.

Conclusions : Hypotension was frequent in ELBWI and the etiologies of hypotension

were various according to postnatal ages. Significant proportion of hypotension was

inotrope-resistant in ELBWI. Further studies about etiologies are in need with reference

of this study. (J Korean Soc Neonatol 2006;13:2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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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 ―

이에 따라 장기적인 이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

출생 후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자궁 외 환경에

대한 심혈관계의 적응에 시간이 걸리고 동맥관 개존

증이 지속되는 등의 문제로 출생 직후부터 저혈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출생 후 자궁 내 환경에서

자궁 외 환경으로의 이행기(transitional period)가 끝

난 이후에도 감염, 심혈관계 이상, 내분비적인 원인으

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이러한 혈역학적 이상을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여

뇌성마비 등의 신경 발달 이상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손상과 사망에 이르는 나쁜 예후를 야기한다
6-9)

. 따라

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장기적인 이환율 및 생존

율과 관련하여 저혈압의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중 재태 주령 24주에서 26주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는 60-100%에서, 재태 주령 27

주에서 29주 사이에 태어난 경우는 40%에서 저혈압

이 온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10)
, 실제 저혈압의 빈도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초극소 저출생 체중

아에서의 저혈압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실제 저

혈압의 발생 빈도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치료 방침

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1,000 g 미

만의 환자들 41명 중 40명을 대상으로 하 다. 1명의

제외된 환자는 동맥관 개존증 이외의 다른 심장기형

이 있었다.

2. 방 법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출생 후 2주간 동

맥혈 평균 혈압, 6시간마다 계측한 소변량의 합, 동맥

혈 혹은 정맥혈 가스분석을 조사하 다. 저혈압은 1)

동맥혈 평균 혈압이 30 mmHg 미만이거나
7, 11)

재태

주령 숫자보다 낮으면서
12-14)

, 2) 유의하게 소변량 감

소(소변량 <0.5 cc/kg/hr for 24 hr)가 있거나 대사

성 산증(염기 부족≥10)이 있고
15)
, 3) 혈압 상승제를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여, 당시에 사용한 혈압 상승제

의 종류 및 최고 농도를 조사하 다. 통상적인 혈압

상승제로 저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hydro-

cortisone이 사용되었고 1 mg/kg/dose로 사용 후 반

응이 있었으나 다시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

복하여 사용하 다. 저혈압의 기간은 상기 정의를 바

탕으로 저혈압이 시작된 시기부터 혈압 상승제를 중

단할 때까지로 정의하 다.

저혈압이 있을 당시에 육안적으로 확인되는 출혈

여부, 체중 변화 및 신체 검진 소견을 확인하 고, 백

혈구 수, 미성숙 과립구 비율, 빈혈 정도, 혈소판 수,

전해질, 혈당, 혈중 요소 질소, 혈청 크레아티닌, 급성

염증 반응 수치, 배양 검사 결과 등의 검사 소견을 조

사하 다. 또한 당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심장 초

음파 소견의 변화를 조사하 고, 인공 환기 상태 및

항생제, indomethacin, 혈압 상승제 등의 약물 사용

여부와 반응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혈압의 원

인을 분석하 다. 생후 2주 이후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하 다.

저혈압의 원인들 중 잘 알려진 몇 가지에 대해 정

의를 내렸다. 저혈압의 원인으로서 출혈은, 병력을 참

고로 하여 출생 이후 육안적으로 출혈이 확인되거나

신체 검진,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상 출혈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하 다. 패혈증은 원칙적으로 혈액 배

양 검사상 원인으로 생각되는 균이 나와야 하나, 임상

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균 배양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경우가 많아, 백혈구 수치의 감소 혹은 증가가 있으면

서 미성숙 과립구가 나오고, 혈소판 감소가 있으면서,

급성 염증 반응 수치의 증가가 동반되는 경우를 포함

하 다
16)
. 동맥관 개존증은, 저혈압 발생 당시에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으면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관 개존

증이 좌우 단락으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indo-

methacin 약물 치료 후 동맥관이 닫힌 것이 확인되면

서 저혈압의 호전이 있는 경우로 하 다. 출혈 이외의

저혈량증이 저혈압의 원인인 경우는, 체중감소가 있

고, 소변량 감소 및 혈중 요소 질소(BUN) 증가가 있

으면서, 용적 증량제(volume expander) 공급에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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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응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

는 통상의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초극소 저출

생 체중아 중에 소변량 감소, 저나트륨혈증, 고칼륨혈

증이 있거나 저혈당증이 있고, hydrocortisone에 반응

한 경우를 포함하 다.

그 외에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산모 임신 중

독증 및 마그네슘 제제 사용 여부, 조숙 양막 파열 여

부, 융모양막염 여부, 분만 방법, 분만시 산모의 출혈

및 태아-모체간 수혈의 병력, 환자의 재태 주령, 출생

체중, 성별, 다태아 여부, 출생시 아프가 점수 및 소생

술 여부, 호흡곤란 증후군 여부, 뇌실 내 출혈 발생

여부, 기관지 폐 이형성증 여부, 미숙아 망막증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상기 40명의 환자를 저혈압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 고, 저혈압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저혈압의 원인을 분류하 다. 특히 저혈압 군에서

hydrocortisone 사용 후에 호전을 보인 경우가 많다

고 사료되어 hydrocortisone 사용 군과 사용하지 않

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 다. Hydrocortisone

을 사용한 환자들 중에서 약물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

는 경우는 첫 hydrocortisone 투여 후 72시간 내에

혈압 상승제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 다
17)
.

통계는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각 그룹의 임상상 비교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Fi-

sher’s exact test 혹은 Mann-Whitney test를 이용

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40명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의 평균 재태 주령

은 26
＋6
±2

＋1
주로 최소 주령은 23

＋3
주 고, 최고 주

령은 33
＋
5주 다. 평균 출생 체중은 787±149 g으로

최소 체중은 430 g, 최고 체중은 990 g이었다. 40명

중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20명(50%)이었다. 40명

중에 2명이 사망하 고, 이 2명은 저혈압 군에 속하

으며 생후 1주 이내에 저혈압이 있었다(Table 1). 또

한 저혈압 군 중 12명(60%)에서 hydrocortisone이

사용되었다(Table 3).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ypotension Group Vs. No Hypotension Group

Total (n=40) Hypotension (n=20) No hypotension (n=20) P value

Gestational age (weeks) 26＋6±2＋1 25＋6±1＋3 27＋6±2＋4 0.017*

Birth weight (g) 787±149 727±141 848±134 0.008*

Male 22(55%) 10(50%) 12(60%) NS

Twin 21(53%) 13(65%) 8(40%) NS

IUGR 15(38%) 6(30%) 9(45%) NS

C/sec 28(70%) 12(60%) 16(80%) NS

Median 1´Apgar score 3(0-7) 3.5(0-5) 2(0-7) NS

Median 5´Apgar score 6(1-8) 6(1-8) 6(1-8) NS

Antenatal steroid use 33(83%) 16(80%) 17(85%) NS

Antenatal magnesium use 9(23%) 4(20%) 5(25%) NS

Chorioamnionitis 23(58%) 11(55%) 12(60%) NS

IVH 14(35%) 11(55%) 3(15%) 0.006*

IVH Grade ≥3 5(13%) 4(20%) 1( 5%) NS

BPD 28(70%) 15(75%) 13(65%) NS

ROP 22(55%) 15(75%) 7(35%) 0.004*

ROP Stage ≥3 13(33%) 7(35%) 6(30%) NS

Mortality 2( 5%) 2(10%) 0 NS

*P value<0.05 when hypotension group is compared with no hypotension group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C/sec, Caesarean section; IVH, intraventricular he-
morrhage;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NS, non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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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 ―

1. 저혈압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징

저혈압 군 환자들의 평균 재태 주령은 25
＋6
±1

＋3

주(23
＋3
-29

＋5
주) 고, 정상 혈압 군 환자들의 평균 재

태 주령은 27
＋6
±2

＋4
주(24

＋2
-33

＋5
주)여서 저혈압 군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재태 주령이 낮았다. 출생 체중

에 있어서도 저혈압 군의 환자들이 평균 727±141 g

(430-990 g), 정상 혈압 군의 환자들이 평균 848±

134 g (510-990 g)으로 저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출

생 체중이 작았다.

저혈압 유무에 따른 두 군의 임상상을 비교하 을

때, 뇌실 내 출혈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 저혈압 군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Grade 3 이상의 뇌실

내 출혈이 있는 환자들을 비교하 을 때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미숙아 망막증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

도 저혈압 군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치료를 요하는 Stage 3 이상의 미숙아 망막증 환자들

을 비교하 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발생 시기에 따른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

생후 1주 이내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가 17례, 생

후 1주에서 2주 사이가 5례, 생후 2주 이후에 9례가

있었다. 20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3번의 저혈압

발생이 있었고, 5명의 환자는 2번, 나머지 12명의 환

자는 1번씩의 저혈압 발생이 있었다(Table 2).

생후 1주 이내에 저혈압이 있었던 17례에서는 동맥

관 개존증이 12례에서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 중 1례에서는 동맥관 개존

증이 저혈압의 원인으로 생각은 되지만 hydrocorti-

sone을 사용하면서 급격한 저혈압의 회복이 있었다.

또한 이 중 2례에서는 고빈도 진동 환기기(High

frequency oscillating ventilator)가 적용되면서 높은

평균 기도압을 유지하고 있었고, 진정제를 사용한 경

우여서 이러한 요인들이 저혈압의 발생에 함께 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례에서는 출혈이 저혈압의

원인으로 보 는데, 그 중 1례는 수술장에서 확인된

복강내 출혈이 있었고 수술 및 수혈로 저혈압의 회복

이 있었다. 나머지 3례는 폐출혈이 기도 흡인시 확인

되면서 방사선 검사상 폐야의 변화 및 혈액 검사상

급성 빈혈 소견이 있어 폐출혈로 인한 저혈압으로 판

단되었다. 이 중 1례는 패혈증 소견을 같이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 고, 1례는 수혈 및 hydrocortisone을 사

용하면서 저혈압이 급격히 호전되었다. 나머지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1례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8일간 혈압 상승제 사용 후(dopamine만 최

고 농도 5 µg/kg/min로 사용) 호전되는 경과를 보

다.

생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저혈압이 있었던 5례 중

에서는 3례에서 통상의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아

hydrocortisone 사용 후 호전을 보 고 저나트륨혈증,

고칼륨혈증이 동반되어 부신 피질 기능저하가 의심되

었다. 이 중 1례는 괴사성 장염이 동시에 있어 2주간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증상이 호전되었다. 나머지 2례

는 원인 미상의 저혈압을 보 던 경우로, 소변 감소와

더불어 혈중 요소 질소 상승 및 혈중 요소 질소/혈청

크레아티닌 비율 상승이 동반되었고, 충분한 수액 공

급 및 혈압 상승제 사용 후 서서히 호전이 있어 저혈

량증을 의심하 다. 그러나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첫 용적 증량제(volume expander) 공급에 빠른 호전

을 보이지는 않았기에 원인 미상으로 분류하 다.

생후 2주 이후에 저혈압이 있었던 9례 중 2례는 동

맥관 개존증으로 결찰 수술을 필요로 하 다. 수술 직

후의 상태가 원인이었던 경우가 2례로 복부 수술 직

후에 저혈압이 발생하 던 경우이며 신전성 신부전이

같이 동반되었다. 2례는 저혈압의 원인으로 패혈증이

의심되었고, 이 중 1례는 부신 피질 기능저하가 의심

되는 검사 소견을 보여 hydrocortisone을 사용하여

Table 2. Frequency and Probable Etiology of Hy-

potension according to Postnatal Ages

0-1 1-2 >2
week weeks weeks
(*n=17/ (n=5/ (n=9/
N=17) N=5) N=7)

Bleeding 4

Patent ductus arteriosus 12 2

Sepsis 1 1 2

Adrenal insufficiency 3 2

Post-operation 2

Unknown 1 2 2

* ‘n’ implies frequency of hypotensive events, and
‘N’ implies the number of patients.
Some of patients have combined etiologies and
frequency. For example, one patient had bleeding
and sepsis concurrently, and the other patient have
3 episodes of hypo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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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의심

되었던 경우는 2례로 이 중 1례는 앞에서 언급한 패

혈증의 원인이 같이 있었다. 또한, 원인 미상의 저혈

압을 보 던 경우가 2례 있었고, 1례는 통상의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아 hydrocortisone을 쓰고 저혈

압이 조절은 되었으나 부신 피질 기능저하가 의심되

는 임상상은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원인 미상의 저혈

압 1례에서는 4일간 혈압 상승제 사용 후(dopamine/

dobutamine 각각 최고 농도 9 µg/kg/min로 사용)

호전되는 경과를 보 다(Table 2).

3. Hydrocortisone 사용 유무에 따른 환자들의

비교

저혈압 군 중에 hydrocortisone 사용 유무에 따라

환자들을 비교하 을 때 재태 주령은 각각 25
＋3
±1

＋2

주(23
＋3
-28

＋1
주), 26

＋6
±1

＋4
주(25

＋3
-29

＋5
주), 출생 체

중은 각각 690±94 g (540-880 g), 783±185 g (430-

990 g)으로 hydrocortisone 사용 군의 재태 주령이 통

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다.

1분 아프가 점수와 5분 아프가 점수는 모두

hydrocortisone 사용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Hydrocortisone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1명만 2번

의 저혈압 발생이 있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1번

씩의 저혈압 발생이 있었으나, hydrocortisone 사용

군은 여러 번의 저혈압 발생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뇌실 내 출혈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 hydrocortisone

사용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Grade 3 이

상의 뇌실 내 출혈이 있는 환자들을 비교하 을 때는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Hydrocortisone 사용 환자들

저혈압 군 중 hydrocortisone을 사용한 환자들은

총 12례가 있었다. 생후 1주 이내에 hydrocortisone

을 사용한 경우는 5례(생후 1주 이내 저혈압 발생의

29% [5/17]), 1주에서 2주째에 사용한 경우는 3례(생

후 1주에서 2주까지 저혈압 발생의 60% [3/5]), 생후

2주 이후에 사용한 경우는 4례(생후 2주 이후 저혈압

발생의 44% [4/9])가 있었다(Fig. 1).

Hydrocortisone을 사용하게 된 적응증은 통상적인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저혈압이 있는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dopamine이나 dobutamine의 최고

농도가 10 µg/kg/min 이상이 되었는데도 저혈압이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ydrocortisone

Group Vs. No Hydrocortisone Group in Hypotensive

Cases

Hydrocor-
tisone
(n=12)

No
hydrocor-
tisone
(n=8)

P
value

Gestational age (weeks) 25＋3±1＋2 26＋6±1＋4 0.031*

Birth weight (g) 690±94 783±185 NS

Male 6(50%) 4(50%) NS

Twin 9(75%) 4(50%) NS

IUGR 3(25%) 3(38%) NS

C/sec 7(58%) 5(63%) NS

Median 1´Apgar score 3(0-5) 4(2-5) 0.012*

Median 5´Apgar score 4.5(1-8) 6(5-7) 0.020*

Antenatal steroid use 9(75%) 7(88%) NS

Antenatal magnesium use 2(17%) 2(25%) NS

Chorioamnionitis 6(50%) 5(63%) NS

IVH 9(75%) 2(25%) 0.013*

IVH Grade≥3 3(25%) 1(13%) NS

BPD 9(75%) 6(75%) NS

ROP 9(75%) 6(75%) NS

ROP Stage≥3 4(33%) 3(38%) NS

Mortality 2(17%) 0 NS

*P value<0.05 when hydrocortisone group is com-
pared with no hydrocortisone group
Abbreviations : 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C/sec, Caesarean section; IVH, intraventricular he-
morrhage;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NS, non specific

Fig. 1. Percentage of hydrocortisone use cases
according to the postnata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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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때 다
17)
. 그러나, 3명의 환자에서는 혈압 상

승제 농도가 10 µg/kg/min 미만이었으나 소변양 감

소, 저나트륨혈증, 고칼륨혈증, 저혈당증을 보여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의심되어 hydrocortisone이 사용되

었다(Case 2, 3, 4). Hydrocortisone을 사용한 환자들

에서 최고 혈압 상승제의 농도는 Table 4와 같다.

Dopamine 최고 농도의 평균은 11.9±4.5 µg/kg/min

(n=12) 고, dobutamine 최고 농도의 평균은 13.0±

5.6 µg/kg/min (n=10) 다. 모든 환자에서 용적 증량

제로서 1회 이상의 crystalloid (10 cc/kg/dose)가 투

여되었고, 모든 환자에서 dopamine과 dobutamine 이

외의 epinephrine이나 vasopressin과 같은 혈압 상승

제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인공 환

기요법이 필요하 다.

Hydrocortisone 투여 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9례로 나머지 2례에서는 반응 없이 이후에 사

망하 고(case 11, 12), 나머지 1례에서는 hydrocor-

tisone을 사용하기는 하 으나 다른 원인이 교정된 후

호전을 보 다(case 10). Hydrocortisone에 반응을

보 던 9례에서 투여 후 혈압 상승이 시작된 시간의

중간값은 1.0시간(0-6시간)째 고, 투여 후 혈압 상승

제를 줄이기 시작한 시간의 중간값은 5.0시간(1-32시

간)째 으며, 투여 후 혈압 상승제를 중단할 수 있었

던 시간의 중간값은 46.0시간(2-72시간)째 다.

5례에서는 아침 혈청 cortisol 농도를 hydrocor-

tisone 투여 전에 측정하 고, 1.6 µg/dL부터 19.5

µg/dL까지 다양한 농도 변화를 보 다(Case 1; 4.1

µg/dL, Case 3; 19.5 µg/dL, Case 5; 1.6 µg/dL,

Case 8; 10.3 µg/dL, Case 9; 13.2 µg/dL) (Table 4).

고 찰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을 정의 내리는

것에는 이견이 있으나
18-21)

통상적으로 동맥혈 평균

혈압이 30 mmHg 미만이거나
7, 11)

재태 주령 숫자보

다 낮은 경우
12-14)

로 정한다. 저혈압으로 인한 임상적

향을 보기 위해서는 심박출량, 장기로 가는 혈류량

등을 측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심박동수, 소변량과 더

불어 검사 소견과 주관적인 말초 관류 소견을 참고로

평가하게 된다
18)
. 혈압 측정에 있어서는 침습적인 동

맥 혈압 측정이 필요하며, 동맥혈 평균 혈압은 대동맥

Table 4. Hydrocortisone Group among Hypotensive Cases

Case GA/Bwt R/NR Max. inotrope HC day HC response Etiology of hypotension Mortality

1 23＋3/620 R 10/15 33 1/2/15 AI

2 26 / 540 R 7 36 I
*
/2/2 Sepsis, AI

3 24＋2/680 R 9 13 4/5/72 AI

4 26＋1/810 R 7/9 12 I
*
/6/24 NEC, AI

5 25＋3/680 R 10/13 3 3/3/48 PDA

6 25＋5/710 R 20/20 3 6/8/58 Pulmonary hemorrhage

7 25＋5/720 R 10/5 16 1/1/5 Unknown

8 25＋3/580 R 10/10 16 3/6/46 Post-operation

9 24＋5/880 R 10/5 10 I
*
/32/72 AI

10 25＋3/640 NR 15/15 2 PDA

11 28＋1/680 NR 20/20 2 Hemoperitoneum ＋

12 24＋6/740 NR 15/18 2 Pulmonary hemorrhage, sepsis ＋

Responders were from case 1 to case 9.
Abbreviations : GA, gestational age; Bwt, birth weight; R, responder; NR, non-responder; Max, maximum; HC,
hydrocortisone; AI, adrenal insufficiency;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Gestation age is expressed by weeks, and the unit of birth weight is gram.
Max. inotrope : Dopamine maxium concentration (µg/kg/min) followed by dobutamine maximum concentration
(µg/kg/min).
HC day : the postnatal day when the 1st dose of hydrocortisone was administered.
HC response : Time to blood pressure stabilization, tapering, and withholding inotropics, consecutively(hours).
*
‘I’ means immediate response within 3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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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말초 동맥에서 비슷하고 감폭(damping)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2, 23)

저출생 체

중아에서 정확한 혈압 상태의 확인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임상적으로 향을 줄 수 있는 저혈압을 정의함에 있

어서, 1) 동맥혈 평균 혈압을 이용한 기준을 정하

고, 2) 장기에 가는 혈류량 감소의 지표로 소변량 감

소 혹은 대사성 산증도 동시에 있으면서, 3) 실제로

혈압 상승제를 사용하여 치료한 경우들로 한정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정상 혈압 군에 비해 저혈압 군

이 재태 주령과 출생 체중이 유의하게 낮았다.

Zubrow 등
24)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60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출생 직후부터의 혈압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자궁 내의 환경에서 자궁 외의 환경으

로의 이행기를 반 하는 생후 1일째의 혈압은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과 관련이 있고, 이행기 이후의 혈

압은 출생 후 나이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 다. 본

연구에서 저혈압이 있었던 환자들의 시기는 55% (17/

31)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환자들의 이행기에 해당

하는 생후 1주 이내 기에 재태 주령과 출생 체중이

더욱 유의한 관계를 보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뇌실 내 출혈의 발

생 빈도가 높았고 미숙아 망막증의 빈도도 높았다. 이

미 다른 연구들에서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에 뇌실 내

출혈 및 뇌실주위 백색연화(periventricular leuko-

malacia)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8, 9,

25)
. 이는 저혈압으로 치료 받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들이 이후에 신경발달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더 많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기적인 이환율

과 관련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Grade 3 이상의 뇌

실 내 출혈의 빈도에 있어서는 두 군의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아 장기적인 이환율을 높일 것이라고 쉽게 결

론 내리기는 힘들다. 저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미숙아

망막증의 빈도가 높았던 것은 저혈압에 의한 허혈성

손상 후 재관류에 의한 손상이 미숙아 망막증의 빈도

를 높 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치료를 요하는 Stage

3이상의 발생 빈도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많은 환자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의 원인은 저혈량

증, 동맥관 개존증, 패혈증, 심근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부신 피질

기능저하를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26)
. 저혈량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출생 전후로 출혈이 있는 경우이고

대부분 출산력상 알 수 있거나, 출혈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출혈의 증상 및 검사 소견을 보인다. 그러

나 출혈 이외의 저혈량증은 저출생 체중아에서 증명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18)

원인으로 밝히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 출혈이 원인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있었

다. 그러나 출혈 이외의 저혈량증이 의심되는 환자들

은 있었으나 체중 감소가 동반되지 않았고, cry-

stalloid 같은 용적 증량제에 빠른 호전을 보이는 경

우가 없어서 저혈량증이 원인으로 분류되지 못하 다.

동맥관 개존증은 흔하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

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심근과 혈관계가

미숙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는 자궁 내 환경에서

자궁 외 환경으로의 이행기에 충분한 심박출량을 만들

어내지 못하면서 동맥관 개존증을 통한 단락이 있게

되면 더욱 저혈압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행기

로 생각되는 생후 1주간의 시기에 저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동맥관 개존증이 있었고, 이행기가 지난 생

후 2주 이후에 동맥관 개존증이 재발하여 수술적 치료

를 요하는 2례에서 저혈압의 증상이 동반되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저출생 체중아들은 면역

학적 불리함과 많은 침습적 처치 등으로 인해 패혈증

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패혈증이 있다면

혈액 배양 검사에서 의미있는 균이 자라고, 백혈구 수

치 및 급성 염증 반응 수치 등에서 패혈증을 시사하

는 소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저혈압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실제로 혈액 배양에서 균이 자란

경우는 1례에 불과했고, 혈액 배양에서 균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급성 염증 반응

수치 등에서 패혈증이 의심되었던 경우가 생후 1주에

서 2주 사이에 1례, 그리고 생후 2주 이후에 2례가

있었다. 저혈압의 원인으로 패혈증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초극소 저출생 체

중아에게 있어서 실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생후 2주 이후에 수술 직후에 저혈압

이 왔던 예가 2례 있었고, 2례 모두 개복 수술 직후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저혈압이 발생하 다. 마취약이

나 진통제, 수술을 위한 양압 인공 환기의 시작 및 높

은 기도압 등이 저혈압을 야기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수술 환자들에서 수술 직후 저혈압이 발

- 222 -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 ―

생하지는 않고 수술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가 환자마

다 다를 수가 있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저혈압의 원인들 외에, 초극소 저출

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이 통상적인 혈압 상승제에 조

절되지 않을 때, 부신 피질 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에서 부신 피

질 기능 저하를 의심할만한 검사 소견이 모두 나오지

는 않아 부신 피질 기능 저하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

거나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6)
. 본 연구에서는

저혈압이 통상의 혈압 상승제로 조절되지 않아

hydrocortisone을 쓴 경우가 12례 있었고, 이 중 9례

에서는 약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저혈압이 조절

되었다. 이들의 평균 반응 시간은 Ng 등
16)
의 연구와

Seri 등
27)
의 연구에서 hydrocortisone을 주었을 때 반

응하 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혈압 발생 환

자들 중 60% (12/20)에서 hydrocortisone이 사용되

었고, 75% (9/12)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 기에

hydrocortisone 사용 환자 군을 분석하는 것의 의미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Table 3), 출생 체중보

다 재태 주령이 hydrocortisone을 쓴 군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이며, hydrocortisone을 쓴 군이 아프가

점수도 낮고, 저혈압의 빈도도 많고, 주로 이행기가

지난 이후에 조절되지 않는 저혈압으로 hydrocor-

tisone이 사용되었으며(Fig. 1), 뇌실 내 출혈의 빈도

가 높았다는 점은 이들이 만성적으로 중증도의 아픈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픈 상태가 지속될 때 절

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나
28)
, Ng 등

16, 29, 30)
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일부에서 일시적인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있고, 이것

이 이들의 저혈압 발생과 관계가 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한다고 주장하 다. 실제로 부신 피질

기능 저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 축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하

기가 힘들어 아침 기초 혈청 cortisol 농도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침 기초 혈청cortisol 농도가 부신 피

질 기능 상태를 잘 반 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어
29)

이 검사 결과를 통해 부신 피질 기능 저하를 진단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Ng 등
16, 29, 30)

의 연구에서는

주로 생후 1주 이내의 이행기에 일시적인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있는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을 평가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행기가 지난 이후에 hydro-

cortisone 치료에 효과를 본 경우들도 많아 내분비적

평가가 더욱 구체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

다
31)
.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

식의 저혈압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인

분류에 있어 명확성을 갖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혈압 군과 정상 혈압

군, hydrocortisone 사용 군과 비사용 군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을 보정하지 못하

고 임상상을 비교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를 통해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의 저혈압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

이 50%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 고, 저혈압이 발생

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이 중

요하 다. 저혈압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생후 1주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 고 동

맥관 개존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출혈이 저혈압

의 원인이었던 경우는 모두 생후 1주 이내에 있었다.

이행기 이후에 저혈압이 오는 경우에는 통상의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후의 상

황과 관련된 저혈압도 있었다.

동맥혈 평균 혈압 및 전신의 혈류량을 반 하는 소

변량, 혈액 검사, 환자 상태 등을 통해 저혈압 여부를

발견하고, 1-2회의 용적 증량제 투여 후 혈압 상승제

를 투여하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저혈압의 원

인을 출생 후 시기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의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저혈압에

는 hydrocortisone 투여가 고려될 수 있고, 본 연구에

서처럼 저혈압 조절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의 원인이

뚜렸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및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hydrocortisone이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hydrocortisone에 반응하는 환자들을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내분비적 평가가

부족하다. 또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심장 도플

러 초음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미숙한 심근 및 혈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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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저혈압의 원인 파악이 필요하겠다.

요 약

목 적: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이 잘 오고 저혈압에 대한 치료 방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저혈압의 빈도 및

원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대학

교 어린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출생 직후 입원한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중 40명을 대

상으로 하 다. 저혈압은 동맥혈 평균 혈압이 30

mmHg 미만 혹은 재태 주령 숫자보다 낮으면서, 유

의하게 소변량 감소가 있거나 대사성 산증이 있고, 혈

압 상승제를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여 후향적 의무기

록 조사를 하 다. 통상적인 혈압 상승제로 저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hydrocortisone이 사용되었고

사용되지 않은 환자들과 임상상을 비교하 다.

결 과: 40명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의 평균 재

태 주령은 26
＋6
±2

＋1
주로 최소 주령은 23

＋3
주 고 최

고 주령은 33
＋5
주 다. 평균 출생체중은 787±149 g

으로 최소 몸무게는 430 g이었고 최고 몸무게는 990

g이었다. 총 40명의 환자들 중 저혈압이 있어 혈압

상승제를 사용한 환자는 20명이었고, 생후 1주 이내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17례, 생후 1주에서 2주 사

이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5례, 생후 2주 이후에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9례가 있었다. 1주 이내에 저

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동맥관 개존증이 주원인이었던

경우가 12례, 출혈이 주원인이었던 경우가 4례 있었

다. 생후 2주 이후의 저혈압의 원인으로는 동맥관 개

존증 2례, 수술 직후의 상태 2례, 패혈증 2례, 부신피

질 기능저하가 2례 의심되었다. Hydrocortisone을 투

여했던 환자들은 12명으로 9례에서 hydrocortisone

사용 후 72시간 내에 혈압 상승제를 끊을 수 있었다.

재태 주령 및 출생 체중에 있어서 저혈압 군에서 유

의하게 작았고, 저혈압 군 중 hydrocortisone을 투여

했던 환자들이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재태 주

령이 유의하게 작았다. 산모에게 투여한 스테로이드나

마그네슘 제제는 저혈압의 발생빈도에 향을 주지

않았고 태반감염도 향을 주지 않았다. 저혈압이 기

관지 폐 이형성증의 발생 빈도에 향은 주지 않았으

나, 뇌실 내 출혈은 저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

타났고, 미숙아 망막증도 저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많

았다.

결 론: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저혈압의 빈도는

높고, 출생 이후의 시기에 따라 원인도 다양하며 통상

적인 혈압 상승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저혈

압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번 연구의 임상상을 바탕으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에서의 저혈압의 원인 분석 및 치료 방침에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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