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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약>

목 :폐간질기종은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발생하는 체외공기 출 증후

군의 일종으로 흉부 X-선상 방사선투과성의 선상 혹은 낭포의 소견을 보인다.폐간질기종은 폐

기흉 발생이 임박함을 고하는 소견이므로 한 감압 등의 보존 치료가 없으면 폐기흉이 발

생되어 높은 사망율에 이르게 할 수 있다.이에 자들은 유리질막증으로 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

아 폐간질기종의 발생빈도와 험 인자 폐기흉으로 진행되는 험요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

구를 시행하 다.

방 법 :1990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 5년 2개월간 신 세 란스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

에 입원하여 유리질막증으로 진단받은 환아 호흡기치료를 받은 102명을 상으로 하 다.1명

의 방사선과 문의사가 유리질막증과 폐간질기종의 분류를 시행하 고,후향 병력고찰을 통해

각환아의 임상특징과 호흡기치료 계를 분석하 다.

결 과 :

1)호흡기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 102례에서 폐간질기종의 발생빈도는 14례(13.7%) 고

이 11례에서 기흉이 발생하 다.

2)폐간질기종의 험인자로는 낮은 재태주령,낮은 Apgar 수,높은 호흡기의 최 흡기압

력(PIP)등이 있었다.

3)폐간질기종의 발생부 는 양쪽폐가 8례(52%)로 많았고,발생분포는 폐야가 13례(92%)

로 많았으며,둥근 방사선 투과음 의 크기는 다양하 고,기포(bleb)도 찰되었다.

4)폐간질기종에서 폐기흉발생의 험인자로는 호흡기치료후 폐간질기종의 발생시간이 짧을수

록,폐간질기종 발생후 호흡기의 최 흡기압력을 낮추지 않을 경우 다.

5)폐간질기종발생후 폐기흉은 평균 7.5시간후에 발생하 고,폐기흉의 치는 우측이 7

(67%)로 많았고,사망율은 73% 다.

결 론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호흡기 치료 폐간질기종을 빨리 발견하여 호흡기의 최 흡기

압력(PIP)을 낮추는 것이 요하다.

1)

서 론

최근 인공호흡기와 폐표면활성제의 도입으로 유리

질막증으로 인한 미숙아의 생존률은 격히 호 되었

수일자 :1996년 7월 2일

승인일자 :1996년 9월 30일

으나 그 합병증의 험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폐

간질기종(pulmonaryinterstitialemphysema,PIE)

은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나타나는

요한 합병증이다.1970년 Campbell1)은 폐간질기종

이 진행되면 폐종격동이나 폐기흉으로 격히 진행되

어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조기에 폐간질기종의 방

사선 소견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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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heIncidenceofPIE(n=102)

No.ofCases %

PIE

PIEwithPTX

PIEwithoutPTX

noPIE

14

11

3

88

13.7

9.5

2.6

86.3

PIE:pulmonaryinterstitialemphysema
PTX:pneumothorax

Table2.ClinicalCharacteristicsofPatients(1)

PIE(n=14) noPIE(n=88)

Gestationalage(wks)

Birthweight(gm)

Male:Female

Apgarscore

1min

5min

27±3.6*

1406±844

10:4

2.7±1.9
*

4.5±2.1

31±3.3*

1520±651

45:43

3.6±2.1
*

5.4±2.0

*p<0.05

폐간질기종은 조기에 발견하여 한 치료를 하면 폐

종격동이나 폐기흉으로의 진행을 방할 수 있기 때문

에 신생아 집 치료실의 담당 의사는 폐간질기종의

방사선 소견과 험인자들에 하여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요하다.그러나 이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자들은 호흡기 치료를 받

은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폐간질기종의 발생빈도

험인자들을 분석하고 한 폐간질기종에서 폐기흉으로

진행되는 험요인을 알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1990년 1월 부터 1995년 3월까지 5년 2개월간 연

세의 부속 세 란스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유리

질막증으로 진단받고 양압환기 요법을 받은 115명 환

아를 상으로 하 다.유리질막증의 진단 기 은 생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청색증,흉부함몰,빈호흡,

호기시 신음등의 임상소견과 흉부 X-선 소견상 과립

망상상 공기기 지음 과 심한 무기폐소견을 보인

경우로 정의하 다.폐간질기종의 진단 기 은 흉부

x-선상 방사선 투과성의 선상 혹은 낭포의 소견으로

하 으며 1명의 소아방사선과 의사가 115례의 유리질

막증 환아의 흉부 x-선을 검토하여 유리질막증의 분

류 폐간질기종의 진단과 분류를 시행 하 다.유리

질막증의 분류는 Bomsel분류
2)
에 기 하 고 PIE의

분류는 1)부 에 따라 단측,혹은 양측성 2)범 에

따라 폐 체 혹은 일부 폐 역 3)둥근 음 크기에 따

라 1mm 이하,1-2mm,2mm 이상,기포(bleb)형성

으로 분류하 다.생후 24시간 이내에 양압환기요법을

시행받은 환아 115례 PIE소견없이 폐기흉이 발생

했던 4례와 지속성 양압 기도압(continuouspositive

airwaypressure,CPAP)을 사용한 환아 9례를 제외

한 102명을 상으로 하 다.

후향 병록고찰을 통해 각 환아의 임상특징과 호

흡기치료 계를 분석하 다. 통계처리는 Mam-

Whitneytest Studentt-test를 사용하 다.

결 과

1.발생빈도

총 102명의 상 환아 PIE가 발견된 경우는 14

례(13.7%)이었다.14례 폐기흉으로 진행된 경우가

11례(9.5%),폐간질기종만 있던 경우가 3례(2.6%)이

었다(Table1).

2.PIE발생군과 미발생군의 상 환아 비교

PIE발생군과 PIE미발생군을 비교하면,재태주령

은 PIE발생군에서 평균 27±3.6주,PIE미발생군

에서 평균 31±3.3주로 PIE 발생군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p<0.05).출생체 은 PIE발생군에

서 평균 1406gm,PIE미발생군에서 1520gm으로 체

이 작을 수록 PIE의 험은 크지만 통계학 인 의

의는 없었다.남녀비는 PIE발생군에서 2.5:1,PIE미

발생군에서 1.1:1이었다.1분 APGAR 수는 PIE발

생군에서 2.7±1.9로 PIE 미발생군의 3.6±2.1보다 의

의 있게 낮았으나 5분 APGAR 수는 두 군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2).산모병력

에서 PIE발생군의 질식분만은 4례,제왕 개는 10례

이었고,PIE미발생군의 질식분만은 42례,제왕 개는

46례에서 있었으며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3.PIE 발생군과 미발생군의 호흡기지표,표면

활성제 투여 합병증 비교

Bomsel의 분류에 근거한 유리질막증 분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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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ClinicalCharacteristicsofPatients(2)

PIE(n=14) noPIE(n=88)

GradingofHMD by

Bomsel

InitialPIP(cmH2O)

HighestPIP(cmH2O)

Surfactanttherapy

Mortalityrate

2.6±0.9

19±5

27±9
*

7(50%)

9(64%)

2.3±0.9

18±4

22±7
*

41(47%)

35(40%)

*
p<0.05
PIP:peakinspiratorypressure

Table4.RadiologicalCharacteristicsofPIE

No.ofCase(n=14)

Location

Right

Left

Bilateral

Distribution

WholeZone

MedialZone

Roundlucencysize

<1mm

1-2mm

>2mm

Bleb

5(35.7%)

1(7.1%)

8(57.1%)

13(92.8%)

1(7.1%)

4(28.5%)

4(28.5%)

2(14.2%)

4(28.5%)

PIE 발생군이 평균 grade2.6±0.9,PIE 미발생군이

2.3±0.9으로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다.처음 호흡기

지표시의 최 흡기압력(peak inspiratory pressure,

PIP)는 PIE발생군이 19±5cmH2O,PIE미발생군이

18±4cmH2O로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다.Highest

PIP은 PIE가 생기기 까지 호흡기 치료 가장 높

았던 PIP로서 PIE 발생군에서 27±9cmH2O로 PIE

미발생군의 22±7cmH2O에 비해서 의미있게 높았다

(p<0.05).흡기시간은 각각 0.6±0.1 로 두군에서 같

았고 PEEP과의 계는 PIE 발생군는 5±1cmH2O,

PIE미발생군이 4±1cmH2O로 통계학 인 의미는 없

었다.분당 호흡수는 각각 47±6회와 42±5회로 두군

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폐표면활성제 치료는 PIE 발생군에서 50%,PIE

미발생군에서 47%에서 시행하 고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부분의(95.1%)환아에서는 SurfactantTA

(Surfacten
Ⓡ
)을 사용하 으며,Exosurf

Ⓡ
(colfosceril

palmitae)를 사용한 경우가 5례로 PIE발생군에서 2

례(14.2%),PIE미발생군에서 3례(3.4%)있었다.사

망율은 PIE 발생군이 64%,PIE 미발생군이 40%로

PIE발생군에서 높았다(Table3).

동반된 다른 합병증으로는 동맥 개존증이 PIE

발생군에서 7례(50%),PIE 미발생군에서 28례(31.8%)

으며(p=NS),두개내 출 이 PIE 발생군에서 6례

(42.8%),PIE 미발생군에서 41례(46.5%) 다(p=NS).

기 지폐이형성증으로의 진행은 PIE 발생군이 4례

(28.5%),PIE미발생군이 15례(17.0%)이었다(p=NS).

4.PIE의 방사선 분류

총 14례 발생 부 에 따른 분류로는 우측 5례

(35.7%),좌측 1례(7.1%),양측 폐 8례(57.1%) 다.

분포에 의한 분류는 체폐야가 13례(92.8%)이었고 1

례(4.1%)만 내측부(medialzone)에 국한되었다.둥근

음 크기에 따른 분류에는 1mm 이하 4례(28.5%),

1-2mm 사이가 4례(28.5%),2mm 이상이 2례(14.2%),

bleb이 4례(28.5%)있었다(Table4).

5.PIE 14례 폐기흉으로 진행된 군과 진행되지

않은군의 방사선 분류

PIE의 부 는 폐기흉으로 진행된 군에서 우측 5례

(45.4%),왼쪽 1례(9.0%),양측 5례(45.4%)이었고 폐

기흉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에서는 양측에만 3례

(27.2%)있었다.PIE의 분포는 폐기흉으로 진행된 군

에서 체 폐야가 10례(90.9%),내측부(medialzone)

가 1례(9.0%)이었고 폐기흉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은

3례(100%)모두 체폐야에 분포 하 다.

둥근음 크기는 양쪽 군에서 골고루 분포하 으며

기포(bleb)은 각각 폐기흉으로 진행된 군에서 3례

(27.2%)와 폐기흉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에서 1례

(33.3%)있었다(Table5).

6.PIE에서 폐기흉으로 진행된 군과 진행되지

않은 군의 임상 특징

두군의 Bomsel에 근거한 유리질막증 분류는 각각

2.6±1.0과 2.3±0.6으로 두군 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출생 후 PIE의 발생시간은 폐기흉으로 진행

된 군에서 평균 39±48시간,진행되지 않은 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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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PIP(peak inspiratory pressure)changes in
PIE (pulmonary interstitial emphysema)
withoutpneumothorax.

Table6.ClinicalCharacteristicsofPIE in Com-

parisonofGroupwithandwithoutPneu-

mothorax

WithPTX
(n=11)

WithoutPTX
(n=3)

HMDgrade

OnsetofPIE

(hoursafterbirth)

<24hr

>24hr

InitialPIP(cmH2O)

LoweringPIPafterPIE

2.6±1.0

39±48*

7

4

18.3±4

1

2.3±0.6

17±52*

0

3

19.5±6

3

Table7.PatientCharacteristics ofPneumothorax

inPIE(n=11)

Intervalfrom PIEtoPTX

LocationofPTX

Right

Left

Bilateral

Mortalityrate

7.5±6.8hrs

7

3

1

8(73%)

Table5.Comparison ofGroupwith andwithout

PTXinPIE

WithPTX
(n=11)

WithoutPTX
(n=3)

Location

Right

Left

Bilateral

Distribution

WholeZone

MedialZone

Roundlucencysize

<1mm

1-2mm

>2mm

Bleb

5

1

5

10

1

3

3

2

3

0

0

3

3

0

1

1

0

1

평균 117±52시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특히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긴 PIE은 14례 7례

(50%)로 모두 폐기흉으로 진행되었다.폐기흉으로 진

행된 군의 호흡기의 처음 PIP는 18.3±4cmH2O로 진

행되지 않은 군의 19.5±6cmH2O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IE가 생긴 후 폐기흉으로 진행되지 않은 3례

에서는 모두 PIE 발견후 PIP를 낮추었다(Table6)

(Fig.1).

7.PIE에서 폐기흉으로 진행된 11례의 임상특징

PIE가 생긴 후 폐기흉까지의 시간은 평균 7.5±6.8

시간이었다.폐기흉의 부 는 우측 7례(50%),좌측 3

례(21.4%),양측 1례(7.1%)이었고 폐기흉 발생군의

사망률은 8례로 73%이었다(Table7).

고 찰

폐간질기종(pulmonary interstitialemphysema,

PIE)은 증의 호흡부 이 있어 인공 환기 요법을 실

시하는 경우에,특히 미숙아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견

이다.이는 폐의 기능 인 조직이 압박을 받아서 폐

류가 제한되어 나타나는데,폐간질기종이 출 되고 나

서 기흉이나 기종격동으로 잘 이행되기 때문에 치명율

이 높다3).구체 인 병리 소견으로는 폐포가 열되어

폐포의 공기가 과 기 지의 주 결합조직을 따라

장측 흉막으로 축 (trapping)된 것이다2).이러한 소

견은 폐 내의 결체조직의 종격이 확장될 때 잘 발생한

다.이 게 형성된 폐간질기종은 더 진행하여 과

기 지의 주 결합 조직 를 따라 폐문으로 향한다
4)
.

폐문으로 간 공기가 다시 모여서 종격동으로 려들어

가 기종격을 형성하며 압력 증가로인해 종격동 늑막을

열하여 기흉을 형성하게 된다3). 폐간질기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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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이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1)
.폐간질기종은

방사선상 선상과 낭성 투과음 이 혼재되어 보인다.

선상 투과음 의 길이는 3-8mm이고 직경은 2mm를

개 넘지 않으며 분지를 하지 않는다.둥근 낭성 투

과음 은 그 직경이 1-4mm 정도이다.유리질막증의

방사선소견상 공기 기 지 음 은 폐의 가장자리에서

는 잘 볼수 없는 것에 비해 폐간질기종은 폐의 가장자

리나 내측에도 모두 분포 할수 있으며,폐문 주 나

폐하부에서 잘 볼수 있다.Hart등
5)
은 3가지 grade로

폐간질기종을 분류하 다.Grade1은 선상의 투 도

가 폐의 가장자리까지는 있으나 tapering하지는 않고

범 는 폐의 상부에 국한된 경우이며,Grade2는 선

상의 투 도가 ,하 폐야에 까지 퍼져있으며 폐의

용 이 등도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이고 Grade3는

선상의 혹은 둥근 투 도가 폐야에 있으며 폐용

이 히 증가된 경우이다.이 보고에서는 Grade3

일경우에 폐기종의 발생율이 Grade1에 비해 의미있

게 증가 한다고 하 다.1993년 HiFO studygroup

의
6)
폐간질기종의 분류에는 mildgrade로 크기에 상

없이 폐문에 국한된 혹은 부분 으로 분포된 공기

음 ,moderategrade로 직경 2mm 미만의 크기의

미만성 공기음 ,severegrade로 직경 2mm 이상의

크기의 미만성 공기음 으로 나 었다.본 자들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 한 기존의 분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폐간질기종의 부 와 범 음 크기에 따

라서 각각 분류를 시행하 으며 폐기흉으로의 진행과

는 상 성이 없었다.

폐간질기종의 발생빈도는 Hart등
5)
은 1500gm 미

만의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32%,Morisort등
7)
의 연

구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1600gm 미만의 심한 유리질

막증 환아를 상으로한 연구에서 32%로 보고하 다.

Greenorgh등
8)
은 재태주령 35주 미만의 호흡기치료

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에서 20%로 보고하 다.

Morisort등
7)
은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환아

상 연구시 11%로 보고한바 있다.Heneghan등
9)

은신생아실에 입원한 체 환아를 상으로 하 을때

는 2-3%의 발생빈도를 보고하 다. 자들의 경우는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를 상으로 하

으며,발생율은 14%이었는데 이것은 Morisot등
7)
이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를 상으로 연구

보고한 11%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폐간질기종의 발생 험인자는 낮

은 재태주령,낮은 Apgar 수와 높은 호흡기의 최

흡기 압력 등이 있었다.Yu등
11)
은낮은 재태주령의

출생체 아에서 폐간질기종의 발생율이 높은 것은

미성숙 폐는 폐결합조직이 증가되어 있어 폐포밖의 공

기의 축 (trapping)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양압환기요법과 폐간질기종의 발생 험인자와의

계에서 높은 최 흡기 압력의 향에 하여는 보고

된 바가 많다.Morisort등
7)
은 생후 첫 몇시간에 충

분한 공기 교환을 해 필요한 최 흡기압력이 폐간질

기종발생과 련된 가장 의미있는 지표라 하 고

cut-offpoint로 26cmH2O를 제시 하 다.그러나 25

와 27cmH2O의 차이는 무 좁고 출생 체 과 재태

주령에 하여 교정이 필요하 다.따라서 Gaylort등
10)
은 폐간질기종에서 높은 사망율의 험인자로 낮은

재태주령,1500g미만의 출생체 과 생후 첫 24시간

이내 발생한 폐간질기종을 들었으며,출생체 1500

gm 미만에서 생후 첫날 최 흡기압력이 25cmH2O

이상 필요했던 환아에서 사망율이 높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한 다변량분석을 이용한 사망율 측인

자 분석에서 z=출생체 -(27X 생후1일째 PIP)으로

z=393미만이면 81% 신뢰도로 사망을 측할 수 있

고 393이상으로 값이 증가 할수록 사망율이 낮음을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도 폐간질기종의 험인자로

써 호흡기 지표 등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다른 보고들

과 마찬가지로 PIP가 가장 련이 있었다(p=0.05).

다른 호흡기 지표로서 흡기시간과 PEEP은 PIE발생

군과 PIE미발생군에서 통계학 인 차이가 없었다.

폐간질기종의 방사선 분류에서는 양측폐야에 분포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좌측보다 우측에서 더 잘 발

생하 고,1례를 제외하고는 체 폐야에서 분포하

으며 내측에 분포하 던 1례는 기 폐간질기종의 방

사선 소견으로 생각된다.한쪽 폐에만 국한되어 발생

하는 경우의 한가지 설명은 폐표면활성제 사용시의 고

르지 못한 약물주입에 의해 한쪽 폐가 더욱 압력손상

(barotrauma)를 받게되어 일측성 폐간질기종이 발생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Abrahamson등
12)
은 유리질

막증으로 Exosurf를 투여한 4명의 환아에서 일측성

폐간질기종의 발생을 보고하 으며 이를 Exosurf의

고르지못한 분포에의한 한쪽폐의 압력손상(barotrau-

ma)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 다.Heneghan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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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한쪽 폐에 더 심한 폐간질기종의 소견이 보이는 경

우로 기 삽 의 치가 잘못 고정되어 발생하 음을

보고한 바 있다.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은 유리질막증

환아의 사망율과 폐기흉 폐간질기종의 발생율을 낮

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20)
.본 연구에서는 폐표

면활성제가 본원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1991

년 의 환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이 폐간질기종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폐간질기종에서 폐기흉으로 진행하는 험인자를

분석하기 해 14례의 폐간질기종 환아 폐기흉으로

진행된 11례와 폐기흉으로 진행되지 않은 3례를 비교

분석하여보았을때 본 연구의 폐기흉의 발생빈도는 폐

간질기종 환아의 79%로 높은 발생율을 보 다.극소

출생환아에서 양압환기요법을 시행했던 환아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폐간질기종 54례 31례(57%)에

서 폐기흉으로 진행을 보고 한바 있다
21)
.

폐간질기종에서 기흉이 발생하는 기 은 다음과 같

다.폐간질기종시에 간질내 공기가 폐문까지 다다르게

되면 융합되어 폐문에 큰 폐포를 형성하거나 장측 흉

막 을 따라 큰 공기주머니(air-pocket)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기 축 이 정상폐를 압박하여 환기장애를 일

으키거나 종격동내 구조들로 근하여 순환 장애를 일

으키게 된다. 한 간질내 공기가 기도를 압박함으로

서 기도내 항이 증가하게되며,간질공간내의 공기가

임 계기능을 하시켜서 간질내나 폐포내 수분이 축

되게된다.따라서 PaCO2는 증가하고 PaO2는 감소

하게되는데,PaCO2의 증가는 기에 일어나게되며 호

흡사강(deadspace)이 증가하고 분당환기량(minute

ventilation)이 감소함에따라 발생한다.PaO2의 감소

는 첫째 폐포내 환기의 감소와 둘째 간질내공기와 부

종액에 의한 기도내 기계 폐쇄에 의한 2차 인 환

기-환류 불균형에 의한다.본 연구에서 폐간질기종 발

생 후 폐기흉 진행으로의 험인자로는 폐간질기종 발

생시간이 짧은 것과 폐간질기종 발생 후 최 흡기압력

을 낮추지 않은 경우 다.본례 3례에서는 폐간질

기종 발견 후 FiO2 호흡수(RR)를 증가시키고 최

흡기압력을 낮춤으로 폐기흉이 발생하지 않았다.폐

기흉이 발생한 11례에서는 가슴사진상 폐간질기종을

발견하지 못하여 환아의 호흡상태가 폐간질기종에의하

여 나빠지면서 호흡기지표가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최

흡기압력을 높인 경우 다.1례에서는 폐간질기종

발생 후 최 흡기압력을 20cmH2O에서 18cmH2O로

낮추었으나 낮춘 정도가 작아 폐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Abubakar등

은
22)
폐간질기종시의 호흡기 치료요법을 제시하기

하여 20개의 Canada신생아 집 치료실의 88명의

neonatologist를 상으로 1000gm 환아에서 PIP

20cmH2O,PEEP4cmH2O,Rate40/min,FiO20.6

이었을 때 폐간질기종 발생시,치료를 한 호흡기 지

표 변화 선택에 하여 질문하 다.PIP를 감소 시키

겠다는 결과가 62%로 가장 많았다.폐간질기종 발견

시 최 흡기압력을 어느정도 낮추어야 하는 지에 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시 된다.

폐간질기종 발생시에 양압환기시 흡기시간(IT)을

짧게 함으로써 기도내 압력을 낮추는 보존 치료방법

이 있으나
23)
사망율과 만성폐질환으로의 이행율은 높

은것으로 되어있다
10,24-26)

.Fanaroff와 Martin
27)
은

폐간질기종환아에서 16%의 기 지폐이형성증으로의

이행율을 보고 하 다.따라서 최근에는 HFJV(High

FrequencyJetVentilator)의 사용으로 최 흡기압

력 평균 기도내압력을 더욱 낮추어 x-ray상 폐간

질기종이 호 되어 생존율이 증가한 들이 보고되고

있다
28,29)
.폐간질기종 환아에서 HFJV과 고식 기계

호흡기 사용의 치료성 을 비교한 연구에서 HFJV군

의 치료반응이 더 좋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 HFJV

가 낮은 최 흡기압력과 낮은 기도내압력에서도 공기

교환이 잘 이루어져 폐간질기종이 보다 더 빨리 회복

되었다.생존율도 HFJV군에서 고식 기계호흡군보다

더 높았다.폐간질기종이 한쪽폐야에만 국한된 경우에

는 동측으로 환아를 눕히는 positionaltherapy나 반

측 폐로의 기 삽입술을 시행하여 과팽창된쪽의 폐

를 무기폐로 진행시키는 치료를 해 볼수 있다
30-32)
.

Dear등
33)
과 Milligan등

34)
은 심한 양측성 폐간질기

종 환아에서 PaCO2 축 이 증가하여 호흡기상 흡기

시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되자 인 인 양측성 폐기흉

을 만들어 양측 흉강삽 술을 시행후 폐내의 압력을

감소시키어 폐간질기종이 호 된 를 보고하 다.

결론 으로 호흡기 치료를 받은 유리질막증 환아에

서 폐간질기종의 발생 빈도는 13.7% 고 이 79%

에서 폐기흉이 발생하 다.폐간질기종 환아에서 호흡

기의 최 압력이 높을수록,출생후 폐간질기종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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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짧을수록 폐기흉의 발생 험이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따라서 신생아 집 치료실 담당의사는 폐간질

기종의 가슴사진 소견을 잘 숙지하여 유리질막증 환아

에서 호흡기 치료 폐간질기종이 발생할 경우 빨리

호흡기의 최 흡기압력을 낮추는것이 요한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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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factorsforPulmonaryInterstitialEmphysema(PIE)in

MechanicallyVentilatedNeonateswith

HyalineMembraneDisease

ShinWonYoon,M.D.,ChulLee,M.D.,JeongNyunKim,M.D.,RanNamgung,M.D.

DongGwanHan,M.D.andMyungJoonKim,M.D.
*

DepartmentofPediatricsandRadiology
*
,YonseiUniversityColledgeofMedicine,

Seoul,Korea

Purpose:Pulmonaryinterstitialemphysema(PIE)isacommonandseriouscomplica-

tionofmechanicalventilationininfantswithhyalinemembranedisease.Thisabnormal

collection of gases has two basic roentgenographic features;linear and cyst-like

radiolucencies.Highpositiveinspiratorypressurewasfoundtobethemostsignificant

parameter associated with development of fatalpulmonary interstitialemphysema.

Withoutpromptconservativemanagementsuchasloweringpeakinspiratorypressure,

PIE oftenprogresstoapneumothoraxwithincreasedmortality.Westudiedtheinci-

denceand risk factorsofPIE andassociated risk factorswhich progresstopneu-

mothoraxinmechanicallyventilatedinfantswithhyalinemembranedisease.

Methods:Wereviewedretrospectivelythechartsofinfantswhohadbeenadmitted

totheneonatalintensivecareunitbetweenJan.1990andMar.1995.Ahundredandtwo

infantswhowerediagnosedashyalinemembranediseaseandmechanicallyventilated

wereincludedinthestudy.Analysisofclinicalcharacteristicsandventilatorparameters

were made.Chestradiographs were reviewed forhyaline membrane disease,PIE,

pneumothoraxbyapediatricradiologistwithoutknowledgeoftheirclinicalcourse.

Results:

1)WeobservedPIE in14of102infants(13.7%)ofwhich11infantsprogressedto

developpneumothorax.

2)Low gestationalage,low apgarscoreandhighpeakinspiratorypressurewerethe

factorssignificantlyassociatedwithdevelopmentofPIE.

3)PIEwasfrequentlylocatedbilaterally(52%),distributedonwholelungparenchyme

(92%).Sizesofradiolucencywerevariableincludingblebs.

4)EarlyonsetPIEandfailuretopromptlylowerpeakinspiratorypressurewerethe

associatedriskfactorsfordevelopmentofpneumothorax.

5)Pneumothoraxdevelopedwithinamean7.5hoursafterapperanceofPIE.Right

sidepneumothoraxwasmorefrequent(67%).Mortalityincreasedto73% withdevelop-

mentofpneumothoraxinPIE.

Conclusions:EarlydiagnosisofPIEandpromptloweringofpeakinspiratorypres-

sureshouldbeemphasizedtoimprovethesurvivalandoutcomeofmechanicallyven-

tilatedhyalinemembranediasease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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