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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nosis and Side Effects of Inhaled Nitric Oxide Treatment
in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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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haled nitric oxide (iNO) is a potent and selective pulmonary vasodilator agent that
improves arterial oxygenation and subsequent clinical outcomes for newborn in
fants with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PPHN). Along with
beneficial pharmacological properties, iNO also shows toxicological effects. Al
though the side effects of iNO have not been fully understood, these need to be
thoroughly considered and monitored for the safe and effective clinical use of iNO.
This article presents a review of the side effects of iNO and short-term and long-term
clinical prognosis in newborn infants ≥34 weeks’ gestation with PP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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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생아의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PPHN)은 폐동맥의 높은 저항성과 혈류의 우좌 단락 그리고, 동맥혈의 저산소증의 임상적
특징을 갖는 호흡 부전 증후군이다1). 상기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고농도 산소, 높은 강도의 인
공호흡기 치료, 및 혈관 확장제들의 기존의 고식적인 치료는 PPHN의 사망률이나 체외막 산
소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사용률을 줄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폐에 고강도의 압력 손상 및 용적 손상을 비롯하여 산소 독성으로 인한 폐 염증
반응 증가 등의 부작용까지 야기하게 된다2,3). ECMO 치료도 역시, 전신적 항응고제 사용으
로 인한 뇌출혈 및 범발성 혈액응고이상(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의 위
험성, 감염 등의 심각한 위험성과 합병증을 갖고 있으며4), 그마저도 현재 국내에서는 극소
수의 병원만이 ECMO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력한 선택적 폐혈관 확장제
인 흡입 일산화 질소(inhaled nitric oxide, iNO) 치료는 저농도에서도 PPHN에서 산소화를
향상시키고, 우좌 단락을 감소시키는 치료적 효과가 뛰어나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
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5). 최근 국내에 재태 주령 34주 이상의 신생아에서 PPHN 치료를
위한 iNO의 사용이 허가를 받아 도입되기 시작한바, 상기 조건에서의 iNO의 적응증, 실제
적인 임상사용법에 이어 iNO의 임상적 예후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연구된 결과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일산화 질소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가스제제로써 산소와 반응하여 대표적인 대기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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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 잘 알려진 질소 산화물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ECMO 치료가

보고된다6). 이에 만삭아 및 후기 미숙아의 PPHN에 iNO 치료로

소수의 큰 대형병원 외에는 시행이 불가능하여 이 치료에 대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과 예후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

접근도가 낮으므로, 북미에서 시행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를

을 근거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적절한 iNO 치료를 도모하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의료적 환경의 차이가 크다 하겠다.

고자 한다.

iNO 치료의 장기적 예후
iNO 치료의 단기적 예후
만삭 및 후기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의 폐동맥 고혈압 증에
PPHN에 iNO 치료는 짧은 시간내에 동맥혈의 산소화를 개선

iNO 치료를 시행한 경우, 단기적인 부작용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키며, 산소화 지수(oxygenation index)를 의미있게 개선시키

성장 및 신경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부작용 및 예후

는 뛰어난 치료적 효과를 보인다 . 대부분의 PPHN 환자들은

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여러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시험

iNO 첫 치료시점부터 하루 이내에 산소화 지수가 절반 이상 감소

의 1-3세 시점 추적관찰 연구 결과, 신체 성장 발육, 신경학적 발

하는 치료적 경과를 보이지만, 약 30-40%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달, 청력, 병원 재입원율 등에 있어 치료군과 비 치료군 간에 유의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하여 결국 ECMO 치료까지 필요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6-28). 1997년에 시행한 NINOS 연구 환

로하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과를 보인다7,9,10). 이와 같이 PPHN에

자들을 18-24개월 시점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는, 위 연구들

iNO 치료의 반응도는 환자 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

과 유사하게 iNO 치료로 인하여 따른 신경발달, 청력, 병원 재입

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궁극적 요소는 PPHN을

원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21). 경련의 빈도는 iNO 치료군에서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유추된다. Clark 등9)은

비치료군에 비하여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21). PPHN 치료를 받은

248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PPHN에 iNO 치료 연구를 시행하

18명의 만삭아 및 후기 미숙아들을 3세까지 추적관찰 연구에서

였고, PPHN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따라서 iNO 치료가 ECMO

는 iNO 치료환자들을 조기 반응, 후기 반응, 반응 불량군으로 나

치료 필요도를 낮추는 비교위험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제시하였

누었을 때, 조기 반응군에서 반응 불량군에 비하여 3세 시점의 정

다. 상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변흡입증후군, 폐렴, 신생아 호흡

상 신경발달을 보이는 생존아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

곤란 증후군, 원인 미상의 폐동맥 고혈압증 환자군에서는 iNO 치

였다29). 만삭아 보다 더욱 뇌 손상에 취약한 그룹인 평균 재태 주

료가 ECMO 치료 필요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지만, 선천성 횡

수 27주인 미숙아들에서도 iNO 치료는 신경발달을 악화시키는

격막 탈장(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CDH) 환자군에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호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30).

는 ECMO 치료 필요도를 낮추지 못하였다9). The Neonatal In

이로써,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 결과로는 재태 주령 34주 이상의

haled Nitric Oxide Study Group (NINOS)에서 선천성 횡격막 탈

신생아에서 iNO 치료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 및 신경 발달에 대한

장 환자 중 호흡부전이 있는 신생아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작용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7,8)

연구 결과에서도 Clark 등 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iNO 치료

Dobyns 등2)은 신생아 시기에 iNO 치료를 받은 재태주수 36주

가 최종적으로 ECMO 치료 빈도 혹은 사망을 감소시키지 못하였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이후

다. 그러나, 초급성기에 산소화가 호전되므로, 비록 최종 단계인

4-12개월 동안 추적관찰 하여 폐기능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iNO

ECMO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좀더 안

치료로 인한 폐 기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기 연구에서는 iNO

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효과는 일부 환자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치료를 받은 PPHN 환자군과 치료를 받지 않은 PPHN 환자군 사

9)

11)

만삭 및 후기 미숙아의 PPHN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연

이에 폐 기능의 차이가 없었고, 과거 폐동맥 고혈압증이 있었던

구들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iNO 치료는 지속되는 저산소 호

환자군과 건강한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도 폐 기능의 차이가 없었

흡 부전의 가장 최종 단계 치료인 ECMO의 필요도를 낮추었다

다.

.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PPHN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호전 시키

12)

지는 못하였다12). 상기 코크란 체계적 문헌 고찰의 대상 연구들
을 시행한 기관들이 대부분 북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7,9,10,12-25)

iNO 치료의 부작용

PPHN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 전 ECMO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의료 환경에 있음에 따라서 iNO 치료로 ECMO 치료
의 빈도는 낮출 수 있었지만, 궁극적인 사망률은 낮출 수 없었음

1. 이산화 질소(nitrogen dioxide, NO2) 생성
일산화 질소(NO)와 산소(O2)가 혼합되면, 이산화 질소(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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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lmonary Toxicity of the Inhaled Nitrogen Dioxide
NO2 level

Subject (human/animal)

Frampton, et al. (1991)

1.5 ppm

human

Muller, et al.33) (1994)

<5 ppm

rat

altered surfactant production/metabolism

rat

epithelial hyperplasia of the terminal bronchioles

34)

Evans, et al.35) (1972)

Toxicity
increased airway reactivity

diffuse inflammation
Stavert and Lehnert32) (1990)

25-50 ppm

rat

increased alveolar permeability
pulmonary edema
interstitial fibrosis

Abbreviation: NO2, nitrogen dioxide.

라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인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6). 임상에

협의회의에서는 이산화 질소의 허용 한계 알람을 2 ppm으로 설

서 적용 시, 산화질소와 산소의 혼합은 인공호흡기회로(circuit)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5).

내부나 심지어 환자의 기도나 폐 내부, 산화질소와 산소가 만나
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6,31). 이산화 질소의 생체 반응에

2.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대한 기존의 여러 동물 실험 연구 및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

일산화질소가 헤모글로빈의 헴(heme)에 결합하게 되면 메트

질소의 폐내 흡입은 기도 과민성과 염증 반응을 높이고, 계면활

헤모글로빈(metHb)이 형성된다39,40). 일산화질소의 헤모글로빈

성제의 생성과 대사를 방해하며, 폐포의 투과도를 증가시킴으로

결합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일산화탄소(CO)의 헤모글로빈 결

써 폐 부종을 유도하고, 간질성 섬유화까지도 초래하는 심각한

합능의 약 1,500배에 해당된다41).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Table 1)32-35). 이러한 문

이 불가능하여, 전체적인 체내 산소 운반을 감소시키고, 심각한

제점들로, 1998년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에

경우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메트헤모

서는 작업 안전 건강을 위하여, 인체에 노출되는 최고 농도가 5

글로빈이 15-20%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청색증이 저명하지 않

. 그러나, 5 ppm 미만인

고, 약 30%이내의 수치라면 피로감이나 호흡곤란등의 저산소증

ppm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36,37)

경우 모두 안전성을 보장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과거

의 임상 증상이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37).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2.3 ppm NO2를 5시간 노출

iNO 치료 중 메트헤모글로빈의 생성 과정과 치료를 중단하고

시 기도 과민성을 높이고, 후기에 폐포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

소실되는 과정은 일차 역동학을 따르므로, iNO 치료를 중단하면

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38).

메트헤모글로빈 환원효소가 메트헤모글로빈을 원래 상태의 헤

Wessel 등 의 만삭 및 후기 미숙아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iNO

모글로빈으로 빠르게 전환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생아는 메트

를 80 ppm까지 사용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는, 26명 중

헤모글로빈 환원효소의 활성도가 성인의 약 절반 가까이 감소된

19명의 환자에서 이산화 질소는 1 ppm 이하로 측정되었고, 1명

상태이며39), 더욱이 패혈증이 있는 경우는 iNO 치료를 받지 않음

의 환자에서는 이상하게도 9 ppm이 체크되었으나 곧바로 뒤이

에도 불구하고 메트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42). 따라

어 시행한 화학발광법으로 정량시에는 이산화질소가 체크되지

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들에서 iNO 치료를 중단한 이후, 메

않아 위양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외의 남은 환자들에서는 이산

트헤모글로빈의 감소 속도가 정상 성인들처럼 빠른 속도를 기대

화 질소 수치가 5 ppm을 초과하는 환자는 없었다. Clark 등9)의

하기에 부분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iNO를 20 ppm까지 사용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도, 이

겠다.

25)

산화 질소 농도가 5 ppm 이상 측정된 환자는 없었다. Nitric

실제 임상에서 만삭아 및 후기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

oxide는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여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이산화

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iNO 치료를 80 ppm까지 시행하였으

질소를 형성하며, 이때 결합상수는 nitric oxide와 산소의 농도에

나, 메트헤모글로빈은 5-7%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메트헤모글

비례한다 . 이론적으로는 20 ppm NO를 사용할 때 5 ppm의 이

로린 증가는 iNO 치료 농도 감소 및 중단 만으로도 잘 조절 되는

산화질소를 형성하는 시간이 공기 중에서는 1시간이 걸리지만

것으로 보고 하였다13,14,17,23). 따라서 치료 도중 메트헤모글로빈을

100% 산소에서는 12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37). 따라서 이산화질

정기적으로 측정 하여 감시하면서 iNO 치료 농도를 조절함으로

소의 지속적인 측정은 NO 사용에 필수 사항이다. 현재까지 명확

써 메트헤모글로빈의 과다를 방지 할 수 있으므로, iNO 치료 이

한 이산화 질소의 한계 허용치에 대한 확립된 근거는 없으나,

후 언제 처음으로 메트헤모글로빈을 측정할 것인지와 초기의 검

Americ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AARC) 임상 지침

사 간격의 설정에 문제시 된다. AARC 임상 지침 협의회의에서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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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 치료 이후 8시간과 24시간 경과 시점에 메트헤모글로빈을

N2O3로 전환되고50), 다시 N2O3는 S-nitrosothiols를 형성 가능하

측정하고 이후 매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메트헤모글로

다. S-nitrosothiols은 세포 내의 대사 조절에 작용하면서 세포의

빈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일산화질소 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하

표면 수용체의 기능과54), 이온채널의 활성도55) 및 전사 인자 활성

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5).

도를56) 방해한다. 또한, 글루타치온의 대사를 억제하여, 산소화
관련 손상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53). 생체 동물모델에서 100 ppm

3. 출혈

정도의 높은 농도로 iNO를 사용한 경우, 폐의 혈관 조직에 손상

Kermarrec 등 의 실험 연구와 Beghetti 등 의 임상 실험에서

을 주고, tumor necrosis factor-α 혹은 interleukin-1과 같은 염

iNO 사용이 출혈 시간(bleeding time) 을 늘리고, 혈소판의 집합

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기도의 미세혈관 투과성을 높여

(aggregation), 부착(adhesion) 과 응집(agglutination)을 감소시

누출을 일으켰다57). 또한, 계면활성 단백을 불활성화 시키고 계

키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iNO 치료를

면활성제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58,59). 그러

시행한 임상연구에서는 iNO 치료를 40 ppm으로 30분 사용 후

나, 위와 같은 동물실험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연구에

중단하고 24시간 경과한 시점에 출혈 시간을 측정하면 iNO를 사

서는 신생아들에게 20 ppm 이하로 iNO를 사용시, NO 사용과 관

용 중에 체크한 출혈 시간에 비하여 약 절반에 가깝게 출혈 시간

련된 호흡기 문제들이 증가시키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60). 이에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는 iNO치료 도중 출혈 시간이

대하여 Liaudet 등53)은 iNO의 궁극적인 폐에 대한 작용은 사용하

iNO 치료 중단 후 24시간 출혈 시간에 비하여 약 2배가 높은 것

는 iNO의 농도와 사용으로 생성되는 반응성 산물의 여부에 따라

으로써, iNO 치료로 인하여 출혈 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연계성

서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낮은 농도로 iN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iNO 치료와 관련하여 출혈 시간 자체

과산화 음이온 같은 반응성이 높은 산소중간 물질들을 제거하거

는 증가되어 보이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나, 직접적으로 과수산기를 제거하거나, 혹은 시토크롬 산화 효

않았다 . Meurs 등 에 의한 연구에서는 호흡곤란증후군이 있

소를 가역적으로 저해함으로써 미트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는 11명의 미숙아들에게(평균 재태 연령 29.8주) iNO를 사용하

와 산소 소모를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항산화 효과를 유도한다고

였을 때, 7명의 환자들에게서 뇌내 출혈이 유발되었다. 그러나 이

알려져있다61). 또한, 세포내의 환원형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

43)

44)

45)

45)

46)

들의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적절한 대조군이 없는 단

켜서 항산화 효과를 유도한다고도 보고되고 있다62). Kinsella 등

점이 있었다.

47)

과 Guidot 등63) 또한 생체 동물의 폐에서, 저농도의 iNO 치료

한편, 만삭 및 후기 미숙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무작

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호중구의 숫자와 이동을 감소시키며, 모

위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iNO 치료로 인하여 뇌실내 출혈

세혈관의 누출을 완화시켜 폐 손상을 호전 시키는 효과를 입증하

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7,9,19,42,47-49). 종합

였다. 이외에도, Hallman 등60)의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임상 연구

하면, iNO의 사용이 출혈 시간 증가 및 혈소판 기능 저하에 밀접

에서는 iNO를 20 ppm 미만으로 사용한 신생아군과 iNO 미사용

하게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병태생리학적 연구 결과에도 불

신생아군의 폐계면활성제의 활성도를 측정하였을때, 두 군간에

구하고, AARC 임상 지침 협의회 에서는 실제로 위의 다양한 무작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사용하는 iNO 치료 농도에

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는 iNO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따라서 부작용과 유리한 작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임상에서 iNO

있는 출혈성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아직

치료시 환자가 사용에 따른 반응이 없다면 계속하여 농도를 올리

까지는 혈소판, 혈색소, 응고시간 등의 출혈성 위험에 대한 정기

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고, 환자 상태 호

적 검사 시행에 대한 임상적 지침은 없다. 그러나, 출혈성 경향이

전에 따라서 불필요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중단하는 것

있는 환자군에서 iNO치료 시, 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 인지

도 필요하다.

5)

와 세심한 주의는 필요하겠다.

결론

4. 일산화 질소(nitric oxide)에 의한 부작용
외부 NO 공급이 지속적으로 많으면, 자유 유리 산소인 NO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환경에 따라 peroxynitrite (ONOO-), ni

만삭 및 후기 미숙아의 PPHN에서 iNO 치료는 동맥혈의 산소

trate (NO ), dinitrogen trioxide (N2O3)의 독성 화합물의 형태

화를 호전시켜, ECMO 치료의 요구도를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법

가 될 수 있다50). NO가 과산화 음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pe

이다. 그러나 iNO 치료 효과는 저산소성 호흡 부전을 일으키는

roxynitrite (ONOO-)는51) 지질 과산화를 유도하고52) 미토콘드

원인 질병에 따라 달라지므로, PPHN 신생아에게 iNO 치료 전략

리아 호흡을 억제할수 있다 . 또한, 수용액에서 NO는 NO 와

을 수립시에는 PPHN의 유발 원인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2

53)

2

Neonatal Med 2015 May;22(2):71-77
http://dx.doi.org/10.5385/nm.2015.22.2.71

현재까지 시행된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결과에 따르면, PPHN 신생
아에게 iNO치료는 ECMO의 요구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뛰
어난 긍정적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단지 사망률 만은 낮추

8)

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결과는 국내의 실제적 의료 환경과 달리,
ECMO를 시행 가능한 의료 자원이 풍부한 북미의 연구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써, 한국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의

9)

활발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다.
iNO 치료법은 뛰어난 치료적 효능과 동시에 호흡기 독성을 유
발하는 유해 물질인 이산화 질소 생성, 메트헤모글로빈 증가, 출

10)

혈시간 연장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사
용시 지속적인 감시와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부작
용들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시기의 iNO 치료는 약 1-2세까지 추
적 관찰한 신경발달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본 고찰은 만삭아 및 후기 미숙아의 PPHN에 국

11)

한한 바, 향후 미숙아 혹은 CDH 등에 대한 폭넓은 환자군과 질병
을 대상으로 시행한 iNO 치료의 예후 및 부작용에 대하여 추가적
인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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