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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10kg 이하의 소아에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의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목 적: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은 현재 동맥관 개존의
표준적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시술 경험의
축적으로 성공률이 향상되었으나,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체중이 작은 영아에서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 결과를 분석하여,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서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에서 동맥관 개존을 진단받고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을 받은 환아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9.1 ± 5.9개월이고, 평균 체중은 7.6
± 1.8kg 이며, 동맥관의 평균 최소직경은 3.6 ± 1.8mm 이었다. 전체
115명의

대상

환자

중

114명의

환자에서

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성공률 99%) 실패한 1명의 환자는 시술 직후 기구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색전의 가능성이 높아 제거한 경우였다. 시술이
성공한 114명의 환자 중 1명은 시술 3년 후까지 미세한 단락이
관찰되었다. 경도의 하행 대동맥 협착이 관찰된 환자는 2명이었고, 그
중 1명은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시술 후 3개월에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3명의 환자에서 경도의 폐동맥 협착이 보였다.
그 외 시술과 연관된 혈관 손상 및 용혈 현상, 그리고 다량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관찰 되지 않았다.
결 론: 10kg 이하 소아에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은 성공률이 99% 로, 높은 성공률 및 안전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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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따라서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 환자의 동맥관 개존에 대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은 향후 안전한 선택적 치료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동맥관 개존, 소아, 중재적 폐쇄술
2

10kg 이하의 소아에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의 유용성 및 안전성 검증
<지도교수 설준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영 아

Ⅰ. 서론
동맥관 개존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에 대한 경피적 심도
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67년 Porstmann1 등
이 시행한 쐐기 (plug) 에 의한 폐쇄로 기록되어 있으며, 1978년
Rashkind2 등이 hooked device를 이용하여 3.5kg 신생아에서 동맥관 개
존을 성공적으로 폐쇄한 이후, 기구의 개량 및 발전에 의해서 1984년
Bash3 등이 Rashkind umbrella를 요골동맥이 아닌 요골정맥을 통한 방
법으로 삽입하여 수술치료를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이후 새
로운 기구들이 개발되고 시술자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시술이 보급되
기 시작한 초기와 비교하여 시술의 성공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하였다4, 5.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서는 한계점이 남아 있다. 크기가 큰 기구
를 사용하던 과거에는 적어도 체중이 10-12kg 이상인 소아에서만 이
시술을 적용하였고,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체중이 7-8kg 이상인 소아에
게만 시행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6. 아직까지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 대한 시술은 세계적으로 일부 경험이 많은 의사들만이 시술하
3

고 있어, 대부분이 체중이 10kg 이상인 소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20-30
명의 적은 환자 군에 대한 연구 만이 보고되고 있다18-20.
이에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
원 소아심장과에서 동맥관 개존 진단을 받고,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 시행 후 추적 관찰
중인 환자 중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의 시술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
결과를 토대로 시술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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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
장혈관 병원 소아심장과에서 동맥관 개존을 진단 받고 경피적 심도자
술을 통하여 중재적 폐쇄술을 받은 314명 중 체중이 10kg 미만인 환
자 115명 (37%) 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잦은 호흡기 감염,
성장 부진, 폐동맥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며, 동맥관
개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본 연구는 환자들의 의무기록, 심
초음파 결과,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혈역학적 자료, 외래 추적 관찰
한 임상 진찰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는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동맥관을 통한 좌우 단
락을 확인 한 후, 칼라도플러를 이용하여 동맥관 개존을 진단하고, 크
기를 측정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혈역학적 분석하였으며, 체/폐혈류
비율 (the ratio of pulmonary blood flow to systemic flow, Qp/Qs ratio) 을 얻
었다. 대동맥 조영 사진은 우측 전방 30˚ 경사하여 얻은 영상 및 측면
영상에서 얻었다. 동맥관의 직경은 혈관 조영술하여 얻은 정지 영상
에서 가장 좁은 부위를 측정하여 얻었다. 풍선을 이용한 동맥관의 직
경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였다. 잔존 단락 여부는 기구 장착
하고 5 - 10분 경과 후에 얻은 대동맥 조영 사진으로 판단하였다. 시술
후 모든 환자에게 흉부 X-선 검사 및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시술 24시간 경과 후 기구의 모양과 위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환자는 시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간격으로 이학적 검
사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잔류 단락의 감소 및 변화를 관찰하
였다. 기구 색전, 잔존 단락, 대동맥 이나 좌 폐동맥의 의미 있는 협
착, 감염성 심내막염,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주 합병증으로 간
주하였다. 그리고, 하행 대동맥이나 좌 폐동맥의 혈류 속도 (peak
velocity) 가 1.5m/sec 미만의 경미한 협착을 보인 경우와 일시적으로
5

동맥 맥박이 약하게 측정된 경우는 부합병증으로 간주하였다. 하행
대동맥 및 좌 폐동맥의 혈류 속도가 1.5m/sec 이상인 경우 의미 있는
협착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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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 환자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을 시행
한 115명 중 남자는 49명, 여자는 66명 이다. 대상 환자의 나이는 1
개월에서 36개월로, 평균은 9.1 ± 5.9개월이었으며, 체중은 3.2kg 에서
10kg으로, 평균은 7.6 ± 1.8kg 이다. 동맥관의 최소직경은 1.2mm 에서
8mm 이고, 평균은 3.6 ± 1.8mm 이었으며, 평균 Qp/Qs 는 평균 2.0 ±
0.9, 평균 조영 투시 시간 (fluoroscopic time) 은 13.4 ± 3.8분이다. 평
균 시술 시간은 12분에서 115분으로, 평균은 48.6 ± 23.0분이었다. 경
피적 혈관 성형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이나 경피
적 폐동맥 판막 성형술 (percutaneous pulmonary valve angioplasty, PPV)
과 같은 다른 시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시술 시간을 구분
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표 1. 대상 환자 특성 (전체 환자 115명)
측정값*

항목
나이 (개월)

9.1 ± 5.9 (1 - 36)

남자 : 여자

49 : 66 (1 : 1.3)

체중 (kg)

7.6 ± 1.8 (3.2 - 10)

동맥관 최소 직경 (mm)

3.2 ± 1.4 (1.2 - 8)

Qp / Qs†
조영 투시 시간 (분)
시술 시간 (분)

2 ± 0.9
13.4 ± 3.8 (8 - 36)
48.6 ± 23.0 (12 - 115)

*

값을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

Qp / Qs : 체혈류에 대한 폐혈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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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5명의 환자 중 73명 (63%) 은 다른 심장 질환 없이 단
독으로 동맥관 개존을 진단받았고, 나머지 42명은 동반 심기형이 있
었다. 심실 중격 결손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 13명, 심방 중격 결
손 (atrial septal defect, ASD) 11명, 대동맥 축착 (coarctation of aorta, CoA)
9명, 선천성 대동맥 판막 협착 (congenital aortic valve stenosis, AS) 3명,
좌 폐동맥 형성 부전 (hypoplastic left pulmonary artery) 3명, 폐동맥 협착
(pulmonary stenosis) 2명 그리고 부정맥 (arrythmia) 2명 등 이었다. 일부
환자는 2개 이상의 심기형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네 명은 다운 증후
군 환자였다.
표 2. 동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환자 수

심실 중격 결손

13 (11%)

심방 중격 결손

11 (10%)

대동맥 축착

9 (8%)

선천성 대동맥 판막 협착

3

좌 폐동맥 형성 부전

3

폐동맥 협착

2

부정맥

2

2. 시술 성적
전체 115명 중에서 114명(99%) 의 시술은 성공이었다. 사용 기
구는 Nit-Occlud® (PFM AG, Cologne, Germany) 가 60명(52%), Amplatzer
duct occluder® (ADO, AGA Medical Corp., Plymouth, MN, USA) 가 53명
(46%), COOK Detachable Coil® (COOK Medical Inc, Bloominton, IN, USA)
2(2%) 이었다. 환자 시술 시 각 동맥관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가장
8

적절한 기구를 선택하였으며, 대체로 크기가 작은 동맥관에는 coil 을
사용하였고, 중간 크기부터 큰 크기의 동맥관에는 Amplatzer duct
occluder® 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시술 직후 대동맥 조영 소견. A: COOK Detachable Coil® B: PFM
Nit-Occlud® C: Amplatzer duct occluder®
.

그림 2. 체중 별 사용 기구의 비율. ADO: Amplatzer duct occluder®, NO:
PFM Nit-Occ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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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술 실패
시술 실패한 환자는 1명으로, 체중이 5.8kg 이며 동맥관의 최소
직경이 4mm 인 3개월 남아이다. 이 환자는 심방 중격 결손 및 대동
맥 축착을 동반하였으며, 상기 진단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 시기 결
정을 위해 추적 관찰 중이었다. 처음 시술에서 6/4 ADO 를 이용하여
성공적 폐쇄 하였고, 시술 후 집중 관찰실에서 경과 관찰 하던 중에
24시간 후 시행한 심 초음파 검사에서 기구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색
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술로 제거 하였다.

4. 합병증
전체 환자들에 대한 시술 후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개월에서
82개월로, 평균 21.0 ± 19.6개월 이었다. 성공적 시술 받은 114명의
환자 중 1명은 시술 후 3년의 추적관찰까지 잔존 단락이 관찰 되었다.
이 환자는 생후 3개월에 체중이 7.7kg 로 시술 당시 동맥관의 최소
직경이 3mm 였고, 6ⅹ5mm Nit-Occlud® 로 시술 하였다. 칼라 도플러
검사상 단락이 미세하게 관찰되었으나, 단락의 크기는 심장 초음파
검사상 측정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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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
합병증

환자 수

주합병증

1 (0.9%)
기구 색전

0 (0%)

잔존 단락 ( > 12 개월 )

1 (0.9%)

대동맥 및 폐동맥의 중등도 협착

0 (0%)

감염성 심내막염

0 (0%)

대량 출혈

0 (0%)

부합병증

7 (6%)
경도의 폐동맥 협착

3 (2.6%)

경도의 대동맥 협착

2 (1.7%)

일시적인 혈류 장애

2 (1.7%)

가. 하행 대동맥 협착
2명의 환자에서 동맥관 폐쇄 시술 이후 경도의 하행 대동맥 협
착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환자는 전체 대상 환자들 중에서 가장 체
중이 작은 환자로 시술 당시 체중이 3.2kg 인 생후 1개월 남아이다.
최소 직경이 3.8mm 인 동맥관에 대해 6/4 ADO 로 시술하였다. 시술
직후 시행한 심초음파 도플러 검사상 하행 대동맥 협착 부위의 최고
혈류 속도가 1.5m/sec 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협착이 진행하는 소견
보여 2 개월에는 후 혈류 속도 3.0m/sec 에서 3.8m/sec까지 증가 소견
보였다. (그림3) 시술 3개월 후에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여 협착
된 대동맥 부위를 넓혀 주었다. 대동맥 조영 사진상 협착 부위 혈류
속도가 3.8m/sec에서 1.5m/sec로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다른 환자는
시술 당시 체중이 4.2kg 인 4개월 여아로 최소 직경이 3mm 인 동맥
관에 대해 6/4 ADO 로 시술하였고, 시술 직 후 심초음파로 측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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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혈류 속도가 2.0m/sec 였다. 12개월 후 추적 검사 상 혈류 속도가
1.9m/sec 였다. 이후의 추적 관찰 상 2명의 환자 모두 더 이상의 진행
소견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시술 후 하행 대동맥 협착이 생긴 환자의 대동맥 조영 소견.
A: Amplatzer duct occluder® 폐쇄의 이상적인 모습 (www.amplatzer.com에
서 인용) B: 기구 장착 전 시행한 대동맥 조영 소견. C: 시술 3개월 후
시행한 대동맥 조영 소견.

나. 폐동맥 협착
3명의 환자에서는 혈류 속도 1.3 m/sec 에서 1.5 m/sec 미만인 경
도의 좌 폐동맥 협착이 관찰 되었다. 3명 모두 Nit-Occlud® 로 시술하
였으며, 이들 모두 추적 관찰 상 호전 소견 보였다. (그림4)
2명의 환자에서는 시술 직후 대퇴동맥의 맥박이 약하게 측정되
었으나, 24시간 이내에 회복되었고 심초음파 검사상 혈류의 장애는 관
찰되지 않았다. 기구를 성공적으로 장착한 환자들에서 시술과 연관된
혈관 손상 및 용혈 현상, 그리고 다량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관찰 되
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폐쇄된 동맥관에서 재개통 (recanalization) 된
경우도 추적 관찰 중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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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술 후 좌 폐동맥 협착이 생긴 환자의 대동맥 조영 소견. A:
Nit-Occlud® 폐쇄의 이상적인 형태. (www.pfmmedical.com에서 인용) B:
최소 직경 3mm 인 동맥관에 7ⅹ6 Nit-Occlud® 시술. C: 4mm 동맥관에
7ⅹ6 Nit-Occlud® 시술. D: 2.2mm 동맥관에 9ⅹ6 Nit-Occlud®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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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동맥관 개존은 모든 선천성 심기형 환자의 약 5-10%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10. 동맥관의 자연 폐쇄는 미숙아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며, 크기가 클수록 동맥관을 통해 다량의 좌-우 단락이 생기
게 되고 폐동맥 압력이 높아져 생후 2 - 6개월에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작은 크기의 동맥관 개존의 경우에도 증상은 없으나 심내막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되면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
면서 가능한 빨리 수술이나 폐쇄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11.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은 침습적인 개흉
술과 비교하여 시술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치
료 효과 또한 뒤지지 않아 현재 어린이와 성인에게 가장 추천되는 치
료 방법이다12. 2010년에 Fortescue 등11 이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
재적 폐쇄술 받은 동맥관 개존 환자 1808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
하였다. 이 보고에서 시술의 성공률은 94% 이고, 시술 도중에 주 합
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1.5% 였다. 이는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
적 폐쇄술이 시작된 초기 시술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합병증 발생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아직도 시술과 연
관된 합병증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와 밀접한 관련
을 보여 1세 미만의 체중이 작은 소아에서 특히 발생이 높다6-8. 또한,
이 연령대에서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16. 최
근 Parra-Bravo 등17 이 체중 10kg 이하인 소아 29명에 대해 시술 후
89.6% 의 환자에서 시술이 성공하고, 주 합병증 및 부 합병증이 각각
10.3%, 17.2% 에서 관찰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Wang 등16 은 1세
미만 소아 46명을 대상으로 시술 후 1명에서 실패하고 11명 (23.9%)
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체중이 10kg
미만으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을 받
14

은 소아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심장 질환을 동반한 환자
를 모두 포함하였다. 시술의 성공률은 99% 를 보였고 합병증이 발생
한 환자는 주 합병증과 부 합병증 모두 합하여 6.9% 를 보여 이전의
결과와 비교하여 시술 결과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체중
이 10kg 이하인 소아에서도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폐쇄술이 안전한 치료법임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로 사료
된다.
과거에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는 동맥관의 크기에 따라 선택을
하였고 2~3mm 이하의 작은 동맥관에는 코일을 주로 사용하고 5mm
이상의 큰 동맥관에는 Amplatzer duct occluder® 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상당 수 관찰되
고 있어 동맥관 크기 만으로 기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동맥관 크기뿐 만 아니라 모양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환
자 각각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 맞는 적절한 기구를 선택
하여야 한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임상 경험 및 치료 결과
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동맥관 개존은 특히 미숙아에서 발병률이 높다11. 2010년에 정
등18 이 보고한 추적관찰에서는 자연 폐쇄되지 않는 동맥관 개존의 비
율이 미숙아에서는 만삭 출생 신생아의 16배에 달하였다고 보고하기
도 하였다. 미숙아에서 전신 혈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동맥관 개존의
폐쇄가 지연 될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폐혈관 질환 및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 다양한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19.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
한 중재적 동맥관 폐쇄술은 이러한 미숙아에게 수술적 치료를 대신
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2010년 Francis 등20 은 체중
2kg 미만의 미숙아 8명에 시술을 성공 한 후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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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아에서 중재적 폐쇄술은 대퇴혈관을 통하게 되는데 대퇴혈관의
직경까지도 매우 작기 때문에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술 중 혈관 손상이 우려 될 경우 대퇴
혈관의 외과적 혈관절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혈관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폐쇄 기구 및 진단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
구의 크기가 작아지면 대동맥 쪽으로 기구가 돌출되어 이차적으로 발
생하던 폐동맥이나 대동맥 협착을 줄일 수 있다5. 또한 장비의 소형화
로 심장 속 공간을 차지하는 카테터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심장에
닿는 면이 적어지고 그 만큼 심장이 손상을 받을 확률도 적어지게 되
어 부정맥과 혈역학적 이상을 초래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개발된 Amplatzer duct occluder II (ADO II , AGA Medical, Golden Valley,
Minnesota, USA)는 특히 소아에서 동맥관 개존 폐쇄시 기존의 다른 기
구와 비교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마지막으로 소아의 동맥관 개존에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상학적 진단 도구의 발
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주 작은 소아에서는 기
계 보조 없이는 체온 및 호흡조차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
문에 환자를 시술 방으로 옮기는 것은 시술 과정만큼 위험한 과정이
다. 만약 시술 중 필요한 영상 진단 기구가 운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화되고 기능 또한 발전하여 병실에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
아 특히 미숙아에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이용한 동맥관 폐쇄 시술과
연관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 할 수 있다.
미숙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비디오 흉강경 수술(video-assisted thoracoscopic ligation)의 발달로 인해
수술적 치료에 의한 위험성, 비용적 측면, 재원 기간 연장에 따른
16

감염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22. 앞으로 환자군을 선별하여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을 시행한 환자 군과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환자 군을 비교하여 보고한다면 영아 및 미숙아에서
동맥관 개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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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의 중재적 폐쇄술은 소아
및 성인의 수술 치료를 대신하는 선택적 치료법이나,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서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구의 개발 및 임상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 결과를 분석하여,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서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전체
115명

중

114명에서

시술이

성공하였고

1명의

환자에서만

주

합병증이 보고 되어 99%의 높은 성공률 및 안전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경피적 심도자술을 통한 중재적 폐쇄술은 체중이 10kg
이하인 소아에게도 선택적 치료법으로 적용 될수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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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sibility and safety of transcatheter closure of patent ductus arteriosus
in small children weighing 10 kg or less
Young-A,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un Hee Sul )

Objective: Transcatheter closure has become an effective therapy in
most patients with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in small children. We
reviewed clinical outcomes of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in children
weighing less than 10kg.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anuary 2003 and December 2009,
314 patients with PDA underwent transcatheter closure. Among them,
115 patients weighed less than 10kg. All of these patients underwent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using either COOK Detachable Coil®, PFM
Nit-Occlud® or Amplatzer duct occluder®. Retrospective review of the
treatment results and complications was performed.
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9.1 ± 5.9 months (median, 8
months), and mean weight was 7.6 ± 1.8 kg (median, 7.8kg). The mean
diameter of PDA was 3.2 ± 1.4 mm (median, 3 mm). Complete occlusion
occurred in 113 patients (98 %). One patient was sent to surgery because
of failed attempt at device closure, and another patient had a small
residual shunt after device placement. The average mean hospital stay
22

was 3.0 ± 3.3 days, and mean follow-up duration was 21.0 ± 19.6 months.
There were no major complications in any of the patients.
Conclusion: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is considered safe and
efficacious in infants weighing less than 10kg. With sufficient experience
and further effort,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can be accepted as the
gold standard of treatment in this group of patients.

---------------------------------------------------------------------------------------Key Words: patent ductus arteriosus, infant, catheterization, device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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