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생리의 규명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신생

아학의 발전에 따라 신생아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적극적 수액요법을 시행한 미숙아에서 동

맥관 개존증, 기관지폐 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및 뇌출

혈의 빈도가 높은 것이 밝혀지고, 호흡부전증이 있는 

미숙아에서 폐의 세포외액(extracellular fluid, ECF)의 

증가는 호흡부전을 악화시키고 기관지폐이형성증과 같

은 만성 폐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됨에 따라 최

근에는 적극적 수액제한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생후 일주일 내외의 체내수분변화는 초기 생리적 체

중감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화작용 보다는 

이뇨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 생후 첫 주에 

관찰되는 이뇨의 기전은 폐내 체액이 재 흡수되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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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외액양이 늘어남에 따라 사구체여과율과 분획나트륨 

배설율(fractional excretion of sodium)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적정 극소저

출생 체중아(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very 

low birth weight infant)에서는 투여된 수액양과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세 단계의 이뇨기를 거치게 된다.2 

부당경량아(small for gestational age, SGA)는 태반

의 순환과 기능을 방해하는 여러 원인들(산모의 영양불

량상태, 임신중독증, 만성고혈압 등)에 의하여 출생시 

재태주령에 비하여 출생 체중이 작고 피하지방이 적으

나 각 기관들은 재태주령에 상응하여 성숙된다. 부당경

량아는 지방조직이 적고 체중당 수분량이 증가되어 있

으며 이는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

이다. 부당경량아에서는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와 체내

수분변화가 적정체중아(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AGA)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전

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출생체중 1000g 이상에서는 SGA(35±2주, 1550±

195g)는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가 출생체중이 비슷하게 대

응된 AGA(31±2주, 1570±165g) 보다 더 적게 나타나

고 소변량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출생체중 1000g 

미만에서는 출생체중이 비슷하게 선정된 AGA(25.9±

1.7주；787.3±148.5g)와 SGA(28.9±2.6주；762.2± 

156.3g) 미숙아에서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가 AGA에서 

21.6%, SGA에서 16.7%이며, 두 군 사이에 소변량은 차

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4 이와 같이 초기 생리적 체중

감소에 관여되는 요인이 출생체중에 따라 다르게 보고

되었으나 이들 연구에서 AGA군은 출생체중에 대응되

게 선정된 SGA군과 비교한 것으로 SGA군의 재태주령

이 3~4주 정도 더 많으며 성숙도에 따른 차이가 고려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액 제한요법을 시행 받았던 저출생체중

아중 AGA와 재태주령이 대응되게 선정된 SGA 환아

에서의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의 차이를 비교하여 체내 

수분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초기 생리적 체중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AGA에서 

생후 첫 1주에 관찰되는 세 단계의 이뇨기가 SGA 환

아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989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7년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기계적 환

기요법 및 수액제한 요법을 시행 받은 저출생체중아중 

생후 5일 이상 생존한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당 저출

생체중아(SGA군, n=20)와 적정 저출생체중아(AGA군, 

n=31)로 분류하였고, SGA군은 출생체중이 태내성장

곡선상 주수별 평균 출생체중의 2표준편차 미만으로 선정

하였고, AGA군은 출생체중이 주수별 평균출생의 25~75

백분율 이내에 포함된 환아로 선정하였다. 두 군 사이에 

성숙도의 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AGA군을 SGA군

의 재태주령에 대응되게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천성 

기형이나 동맥관 개존증 외에 다른 심기형이 있는 경우

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GA군과 AGA군은 모두 수액 제한요법을 시행 받았으

며 수액량은 출생당일 50ml/kg/day로 시작하여 계산

된 유지수액량(불감수분소실+예측된 소변량)의 80%를 

투여하였다. 불감수분소실의 계산은 {(intake-output)-

(단위시간내 체중의 변화)}ml/kg/day로 하였다. 

일일 출생체중 감소율의 계산은 출생체중에 대한 체

중감소율로 하루 3%가 되고 5일 후에는 15%의 출생

체중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소변양의 감소로 목표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furosemide 1mg/kg/ 

dose를 주사하였으며 대상 환아 모두에서 연구기간동

안 dopamine 3μg/kg/min을 투여하였다. 연구기간 중

에는 뇨검사 및 혈청 전해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뇨 

비중은 1.008~1.025, 혈청 나트륨은 135~145mEq/L

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전 례에서 경구영양은 투여 

받지 않았다. 소변량은 젖은 기저귀의 무게를 달아 계

산하였으며, 체중은 전기식 지시저울(CAS, Seoul)과 기저

귀는 전기식 지시저울(OHAUS, Florham park, New 

Jersey, USA)을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기저귀 무게의 

반복 측정시 정밀도(% coefficient variation)는 0.19%이

었다. 치료기간동안 대상아 전례 복사온열기에서 치료



하였으며 대상아의 복부 체온 온도가 36.5℃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전례에서 생후 첫날부터 광선요법을 시행

하였다. 기계환기요법은 5일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36.5℃로 조절되고 가습된 공기를 사용하였다. 

병록지를 조사하여 투여된 수액량, 체중 감소율, 소변량, 

혈청 나트륨 농도, 뇨 비중 및 이뇨 시작시기(소변량 > 3 

ml/kg/day) 등에 대한 차이를 두 군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Version 6.04) repeated measures 

ANOVA와 Studen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사

용하였다. 

 

 

대상 저출생체중아 51명 중에서 부당 저출생체중아

(SGA)군은 20명, 적정 저출생체중아(AGA)군은 31명 

이었다. SGA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0.4±1.6주, 출생 

체중은 970±180g 이었고 AGA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0±1.7주 출생체중은 1437±276g으로 출생체중이 SGA 

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0.01). Apgar점수, 남녀 성

비, 분만방법, 동맥관 개존증과 기관지폐이형성증 발생 

빈도 및 인공 폐계면 활성제의 투여율은 두 군간에 차

이가 없었다(Table 1). 
 

두 군 모두 수액 제한요법을 시행 받아 AGA군에서는 

생후 1일 51.5±10.1ml/kg/day로 투여 시작하였고 생

후 5일째 98±32.9ml/kg/day가 투여되었다. SGA군에

서는 생후 1일 54.2±12.3ml/kg/day, 5일째 112.1±

46.9ml/kg/day로 투여되었다. 두 군간에 생후 첫 5일

간 투여한 수액량은 차이가 없었다(Table 2). 
 

생후 첫 5일간의 체중감소율은 SGA군이 AGA군 보다 

더 적었으며( =0.01), 생후 3일 이후부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생후 5일째 평균 체중 감소율은 SGA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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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GA군 15.8±4.3%이었다( <0.01, Fig. 1). 
 

생후 첫 5일간 소변량은 SGA군에서 의미 있게 적었

다( <0.05). 생후 날짜별 두 군의 소변량을 비교하였을 

때는 생후 2일째 소변량( <0.01)과 3일째 소변량( < 

0.001)은 SGA 군에서 의미 있게 적었다(Fig. 2). 이뇨 

시작시기는 AGA군에서는 생후 2일째 소변량 3.3±

1ml/kg/hr로 이뇨가 시작되었고 SGA군에서는 생후 5

일째 소변량 3.4±1.7ml/kg/hr로 이뇨가 시작되었다.  
 

혈청 나트륨 농도는 두 군 모두 정상범위(136~142 

mEq/L)내로 유지되었으며 SGA군에서 생후 첫 4일간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뇨 비중은 AGA군에서 생후 2일과 3일째 약간 낮은 

경향이었으나 생후 첫 5일 동안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생후 첫 5일간 뇨량 유지를 위해 furosemide를 투여

한 횟수는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dopamine

투여는 전 예에서 시행하였으며 두 군간에 투여된 평균 

용량에 차이가 없었다. Mefenamic acid 사용여부나 신

선 농축 적혈구, 신선 냉동 혈장 투여한 환자의 비율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4). 

 

 

태아에서 신생아로 이행됨에 따라 체내의 수분 변화

는 생후 성장에 따른 점진적 변화5와 생후 1주일 내외

의 급성 변화6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점진적 변화는 

총 체액(total body water)의 변화로써 재태 3개월에

는 총 체액이 전체 체중의 94%를 차지하였다가 분만 

시에는 78%, 생후 12개월에는 약 70%까지 감소한다. 이

러한 전체 체액의 감소는 체내의 세포내액의 증가보다 

세포외액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발생한다. 생후 1주일 

내외의 체내 수분변화는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 현상으

로 나타나는데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체중감소가 심하

다.7 이러한 생리적 체중감소는 출생 직후 체내의 세포

내액에서 세포외액으로 수분이동이 일어나서 세포외액

이 증가하나 신장기능의 성숙으로 인한 이뇨작용에 의

하여 세포외액의 감소 및 체중감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생리적 이뇨작용이 관찰될 때까지는 과다한 수액 투여

는 신생아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특히 유리질막증이 있

는 미숙아에서 이뇨가 시작되면서 체내의 과다한 수분

이 제거되면 호흡기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

되기 때문에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리적 

체중감소 이상으로 체중을 감소 시켜야 하며 이뇨제 사

용으로 소변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8 수

액 제한요법은 동맥관 개존증의 발병을 줄일 수 있으며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9 따라서 

생후 3~5일 동안 출생시 체중의 15%까지 체중감소를 

목표로 하여 수액 제한요법을 시행한다.10 

생후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는 세포외액 양보다는 총 체

액의 변화와 더 관련되어 있으며, 세포외액의 양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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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주령, 태내 영양상태, 성별, 산모의 수액균형 및 분만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11 본 대상 환아군에서는 

재태주령 및 남녀 성비와 분만방식에 있어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세포외액의 수분 이

동에 영향 주는 혈청 osmolality 특히 혈청 나트륨농도

도 두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SGA의 세

포외액은 AGA와 비교하여 태내 영양상태에 따른 상대

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GA에서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는 총 체액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세포내액은 변화하지 않고 새포외액만 

감소하게 된다. 즉 폐내 체액 등의 간질액이 세포외액으로 

이동하면서 사구체여과율과 분획나트륨 배설율이 증가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뇨가 일어나면서 수분이 소실

되어 체중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뇨가 일어나는 정확한 기전

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SGA에서 총 체액의 변화는 AGA와 비교할 때 보고자

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Cassady와 Milstead12는 SGA

는 재태주령이 비슷하게 선정된 AGA와 비교할 때 SGA

의 총 체액이 AGA보다 많으며 이는 지방 조직양이 감

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Wagen 등13은 sucrose

와 deuterium oxide dilution 방법을 이용하여 총 체액

을 측정하였는데 SGA에서(35.7±3.1주, 1550±460g)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시 세포외액이 감소하나 세포내액

이 증가하므로 총 체액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체중

감소시 세포내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조직의 합

성과 세포외액에서 세포내액으로의 수분이동의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Wagen13 등은 SGA에서의 초기 생

리적 체중감소는 수분손실이 아닌 이화 작용의 결과라

고 하였다. Bauer3 등은 stable water isotope deuterium 

oxide를 사용한 di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출생체중

이 비슷하게 선정된 AGA(31±2주, 1570±165g)와 

SGA(35±2주, 1550±195g) 미숙아에서 총 체액양을 

측정하였는데 생후 1일의 총 체액양은 두 군 사이에 비

슷하였다. AGA에서는 생후 1일째에 비하여 생후 6일째 

총 체액이 5%정도 감소하였으나, SGA에서는 생후 6일째

의 총 체액양이 감소되지 않고 생후 1일에 비하여 변화

가 없어, SGA에서의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는 수분손실

이 아닌 다른 기전에 의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SGA 선정시 출생체중이 AGA와 비

슷하게 선정되었으며 SGA의 재태주령이 4주 더 많아 

재태주령의 차이에 따른 세포외액 및 총 체액양의 차이

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환기요법을 시행 받고 있는 집중치

료를 요하는 저출생체중아에서 재태주령이 대응되게 

SGA군과 AGA군을 선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성숙

도를 가진 환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SGA

환아가 AGA와 비교하여 체중감소가 더 적었고 소변량

도 의미 있게 적어서 두 군의 체중감소율의 차이는 이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총 체액 

변화와 세포내액, 세포외액의 이동 변화에 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명확한 기전을 밝힐 수는 없다.  

소변량의 변화는 AGA에서는 투여된 수액양과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특징적인 세 단계의 이뇨기를 거치게 

된다.14 즉, 생후 첫 날은 이뇨 전기(prediuretic phase)

로 최소한의 소변량을 보이며 생후 2~3일째 이뇨가 시

작되어 (diuretic phase) 생후 4~5일째는 투여된 수액 

양의 변화에 따라 소변량이 달라지는 이뇨 후기(post 

diuretic phase)를 보이게 된다. 평균 이뇨 시작시기는 

생후 25시간째이며 이뇨가 끝나는 평균시간은 생후 96

시간째로서 체중감소율은 이뇨기에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뇨 전기에는 투여된 수액양이 불감수분소실보다도 적

으면 수분손실(free water loss)과 고나트륨 혈증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반면 사구체여과율이 낮아서 소변량이 

적을 때 수액 투여양이 많으면 수액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시기에 수액 및 전해질 검사를 자주 시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GA에서는 생후 1일째의 이뇨 전기

를 거처 생후 2일째 소변량 3.3ml/kg/day로 이뇨를 시

작하였으며 SGA군에서는 생후 5일째 3.38ml/kg/day

로 더 늦게 이뇨가 시작되었다. 이뇨 시작의 지연이 세

포외액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투여된 수액양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당 저출생체중아에서

는 이뇨 시작이 생후 5일이었으므로 적정 저출생체중아에

서 생후 첫 1주에 관찰되는 수액균형의 세 단계가 부당 

저출생체중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신장기능은 출생체중 보다는 재태주령과 관련되며,15 

본 연구에서 AGA와 SGA 모두 정상적인 혈청 BUN, 

creatinine 농도를 보였고 핍뇨 소견이 없었으므로 SGA



의 소변량의 감소가 신기능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부당 저출생체중아는 적정 저출생체중아보다 초기 생

리적 체중감소가 더 적으며 이는 소변량 감소 및 이뇨시작

의 지연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계적 

환기요법을 요하는 저출생체중아의 수액요법시 부당 및 

적정 저출생체중아 사이의 수액균형의 차이가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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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제한요법을 시행 받았던 저출생체중아중 부당경량아(SGA)와 적정체중아(AGA)에서 초

기 생리적 체중감소 양상을 비교하여 체내 수분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에 영향 주

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적정체중아에서 생후 첫 1주에 관찰되는 세 단계의 이뇨기가 부당 경량아에서

도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1989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7년동안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하여 기계적환기요법 및 수액제한요법을 시행 받은 51명의 저출생체중아중 부당 저출생체중아(SGA군, 

n=20)와 적정 저출생체중아(AGA군, n=31)로 분류하여 생후 첫 5일간 수액투여량, 생후 체중변화, 소변

량, 혈청 전해질농도, 뇨 비중 및 이뇨시작(소변량 >3ml/kg/day)시기 등에 대한 차이를 환자의 병록지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 SGA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0.4±1.6주(mean±SD), 평균 출생체중은 970±180g 이었

고 AGA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0±1.7주, 평균 출생체중은 1437±276g으로 출생체중이 SGA군에서 유

의하게 적었다( <0.01).  

2) 체중감소율은 생후 첫 5일 동안 SGA군이 AGA군 보다 적었으며( =0.01), 생후 5일째 평균 체중감

소율은 SGA군 12.1±5.3%, AGA군 15.8±4.3%로 SGA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0.01).  

3) 소변량은 생후 첫 5일 동안 SGA군에서 의미 있게 적었으며( <0.05), 생후 2일과 3일째에 SGA가 

AGA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0.01). 이뇨시작은 SGA군에서 생후 5일째, AGA군에서는 생후 2일째부

터 나타났다. 

：수액 제한요법을 시행 받은 저출생체중아에서 SGA군은 AGA군과 비교할 때 생후 첫 5일간 체

중감소율이 적었으며, 이는 SGA에서 AGA와 비교하여 소변량이 적고 이뇨시작이 늦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기계적환기요법을 요하는 저출생체중아의 수액요법시 SGA와 AGA사이의 수액균형의 차이가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숙아, 부당경량아, 적정체중아, 초기 생리적 체중감소, 이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