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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of Pulmonary Hypertension in Preter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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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and Chul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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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ulmonary hypertension (PH) is known as a major risk factor for preterm
infants deaths, and associated with low gestational age, low birth weight, longer dura
tion of oxygen therapy, low Apgar scores, and oligohydramnio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for PH in preter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Methods: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of data from 86 infants (<32 weeks
of gestation) who diagnosed with chronic lung disease at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from July 2006 to June 2011. PH was diagnosed on the basis of echocardio
gram demonstrating elevated right ventricle pressure. The inf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H group (n=18) or control group (n=67).
Results: PH group showed lower gestational age and underwent longer duration of
oxygen therapy, mechanical ventilation, and hospitaliza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H group received more surfactant therapy, and the frequency of the develop
ment of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 (≥G3) and severe chronic lung disease was
higher in PH group than control group. According to multivariate analysis, IVH (≥G3)
(OR=5.00, 95% CI=1.10-22.63, P =0.037) and severe BPD (OR=2.43, 95% CI=1.03-15.41,
P =0.045)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PH in preter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Conclusion: Pulmonary hyperten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preter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when associated with IVH (≥G3). We suggest that effort
for early diagnosis and management for PH would be helpful in preter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when severe IVH was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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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의 발전으로 최근 미숙아의 생존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초극소 미숙
아의 생존 증가로 만성 폐질환은 미숙아의 중요한 질병이환이 되고 있다. 만성폐질환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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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농도 산소노출과 기계호흡으로 인한 폐의 손상이 중요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월경후 주령 36주에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누었

병인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폐포와 폐혈관 발달의 저해 및 

다13). (1) 경증(room air), (2) 중등증(FiO2 30% 미만), (3) 중증(FiO2 

재형성 과정이 중요한 병태생리로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30% 이상 이면서 양압 환기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경우). 유리

1-5)

증가하고 있다 .

질막증의 진단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호흡 장애의 증거가 없는 

만성 폐질환을 가진 영아에서 발생하는 폐동맥고혈압증에 대

상태에서, 호흡장애, 산소 요구치의 상승 및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한 보고는 많지 않으며, 8-25%의 빈도로 발생하며, 14-50%의 사

진단하였으며, 뇌실내 출혈의 단계를 Papile 등14,15)의 분류에 의하

망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동맥고혈압증의 선별 기준

여 1-4단계로 나누어 3단계 이상의 중증출혈을 조사하였다. 패혈

6-9)

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 폐동맥 고혈압은 심도자술이 정확한 

증의 확진은 최소 한 개의 배양검사와 감염의 임상 징후가 있는 경

진단법이지만 시행에 제한이 있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심

우로 정의하였고 동맥관 개존증은 심장초음파를 통해 진단하였

실 압력의 상승을 판단하여 중격의 편평화 된 정도로 추정하는 방

다.

10)

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
만성폐질환이 있는 영아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의 위험인자로는 
11)

2. 폐동맥 고혈압증의 진단

낮은 5분 아프가 점수와, 양수과소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 만성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성폐질환 환자에서 폐동맥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이 병발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폐동

고혈압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4배 높다고 보고되었다12). 

맥 고혈압이 진단된 경우에는 1개월 주기로 심장 초음파를 통한 

이에 한 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에서는 극소 미숙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폐동맥고혈압증은 심장초음파상의 우심

아(재태주령 2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600 g 미만), 장기간의 기계 

실 압력이 증가된 모습이 보인 경우 진단하며, 즉 폐동맥 협착이 

호흡 보조가 필요한 경우, 폐질환의 중증도에 비해 산소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삼첨판 역류의 속도가 3 m/s 이상인 경우, 심실 중

많은 경우, 적절한 칼로리 공급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늦은 경우는 

격의 모양이 편평하거나 좌측 편향 되어있고, 우심실의 확장이 동

8)

폐동맥고혈압증에 대해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 

반된 비대가 있는 경우 중 한 가지 또는 모두의 소견이 생후 1개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에서 폐동맥

이후에 관찰되는 경우로 진단하였다. 선천성 심질환(난원공, 동

고혈압증에 관여되는 위험인자를 확인하여 선별 검사를 요하는 

맥관 개존증, 심방 중격 결손 제외)이 있는 경우, 신생아 지속성 폐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혈압증, 선천성 횡격막탈장은 제외하였다.

3. 자료 분석
폐동맥 고혈압이 만성폐질환이 있는 미숙아의 예후에 미치는 

대상 및 방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단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폐동맥 고혈

1. 대상 환자

압의 발생에 대한 독립 위험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출생 후 시간에 따른 두 구간의 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32주 미만의 미숙아 중 만성폐질환으로 진

중 차이는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단받고 주기적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85명의 미숙아에서 

다. 통계 분석은 SPSS 13.0과 SAS 9.2 를 사용하였다.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폐동맥고혈압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
다. 주요 선천적 기형을 가진 경우와 월경 후 주령 36주가 되기 전
에 사망한 영아는 제외하였다. 재태주령, 출생체중, 성별, 1분 아

결과

프가 점수와 5분 아프가 점수, 분만 방식, 3백분위수 미만의 출생
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직학적 융모양막염(양막과 태반 융모
판에 급성 염증성 변화가 있는 것이 관찰 된 경우), 출산전 스테로

령 27.1 주, 출생체중 895.8 g 이고, 대조군 28.3주 1,069.8 g으로 

이드, 양수 과소증(산전 초음파상 amniotic fluid index  5 cm으

재태주령은 폐동맥고혈압군이 더 낮았으나, 출생체중은 유의한 

로 정의)를 확인하였으며, 이외 출생 1, 2, 3개월 후의 체중과 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1분 아프가 점수, 5분 아프가 점수, 

생 체중이 회복되는 기간을 임상적 특성으로 조사하였다. 질병 이

분만 방식 및 부당 경량아 비율은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환으로 만성폐질환의 중등도는 2000년에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고, 사망은 폐동맥고혈압군이 5명(27.8%)으로 대조군(7.5%)에 비

Health (NIH)에서 정의한 기준을 사용하여, 최소 28일 이상 산소

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32). 평균 산소 사용기간(P 0.001), 
∧

본 연구에서 18명의 미숙아가 폐동맥 고혈압증을 진단받았으
며 대조군은 67명이었다. 18명의 폐동맥고혈압군은 평균 재태주

∧

체중, 사망 여부, 산소치료 기간과, 기계호흡의 보조 기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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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체중변화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의하게 길었다(Table 1).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폐동맥고혈압군에

였다(P 0.001) (Fig. 1).
∧

평균 인공호흡기 사용기간(P=0.008)은 폐동맥고혈압군에서 유
서 5명(27.8%)으로 대조군 6명(9.0%)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동반 질병 이환으로 유리질막증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3

(P=0.050), 고빈도 호흡 요법도 폐동맥고혈압군에서 8명(44.4%), 

회 이상의 폐표면활성제 치료 횟수를 보인 경우가 폐동맥고혈압

대조군에서 12명(17.9%)으로 폐동맥고혈압군의 경우가 더 많았다

군에서 6명(33.3%)으로 대조군에 비해 더 높았으며(P=0.005), 동

(P=0.028). 이뇨제의 사용은 폐동맥고혈압군에서 13명(72.2%), 대

맥관개존증, 패혈증, 괴사성 장염, 뇌실주변백질연화증의 빈도

조군에서 33명(49.3%)으로 폐동맥 고혈압군에서 더 많았으나 통

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등증/중증의 만성폐질환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P=0.111). 모성 인자로는 

은 폐동맥고혈압군에서 18명(100%)으로 대조군인 49명(73.1%)에 

산모의 고혈압, 임신성 당뇨, 융모양막염,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

비해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P=0.007), 중증 만성폐질환은 폐동맥

에 있어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출생 이후 체중

고혈압군에서 9명(50%)으로 대조군 7명(14%)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생 당시 3백분위 수 이하의 비율(10.4% 

았다(P=0.003). 미숙아 망막증(P=0.034)과 3단계 이상 뇌실내 출

vs 5.6%)과 퇴원시 3백분위수 이하의 비율(8.7% vs 4.8%)에 유의

혈(P=0.005)도 폐동맥고혈압군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다(Table 3).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출생 체중을 회복하는 시기는 폐동맥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재태주령을 보정하였을 때, 폐동맥

고혈압군이 평균 16일, 대조군이 평균 17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혈압증은 중증 만성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에서 2.4배(95% CI= 

이지 않았다. 폐동맥고혈압군은 출생체중만 비교하였을 때는 두 

1.03-15.41, P=0.045), 3단계 이상 뇌실내 출혈을 가진 경우 5.0배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체중 및 3개월간 매월 측정한 체중

(95% CI=1.10-22.63, P=0.037) 이상 발생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

을 비교할 경우 대조군과 비교할 때 평균체중이 유의하게 적었고

으로 나타났다(Table 4).

(P=0.027), 평균 278 g (95% CI 31-525) 더 적었다. 또한 출생 이후 

폐동맥고혈압군 18명중 8명(44%)이 inhaled nitric oxide (iNO)
로 평균 35일(7-68일)간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중 7명은 Viagra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H Group and Control Group

Gestational age*(wk)
Birth weight* (g)
Male†
Apgar 1 min*

PH group
(18)

Control
group (67)

P -value

27.1±2.3

28.3±1.8

0.018

895.8±535.7

1069.8±351.4

0.102

7 (38.9%)

33 (49.2%)

0.304

2.5±1.7

3.1±1.8

0.222

Apgar 5 min*

5.4±1.4

5.4±1.8

0.225

C-sec/NSVD†

1 (12.5%)

9 (13.4%)

0.325

Birth weight <3p†

1 (5.6%)

7 (10.4%)

0.461

Death†

5 (27.8%)

5 (7.5%)

0.032

Oxygen day* (d)

153.6±68.6

83.2±69.1

<0.001

112.7±67.3

61.9±71.3

0.008

Ventilator day* (d)

(sildenafil citrate, Pfizer Inc.)를 평균 180일(47-393일)간 병용 치
료하였고, Tracleer (bosentan, Actelion Pharmaceuticals Ltd.)는 
Viagra에 잘 반응하지 않는 5명에서 약물을 변경하여 평균 214
일(53-324일)간 치료하였으며, 초기치료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Ventavis (Iloprost, Actelion Pharmaceuticals Ltd.)는 초기 처치로 
3명에서 Viagra, inhaled nitric oxide와 평균 29일(6-63일)간 병용 

†

*Values are mean±SD; number of cases (%).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sec, cesarean delivery;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Table 2. Perinatal Factors of PH Group and Control Group
PH group
(18)

Control group
(67)

P -value

PIH*

7 (38.9%)

12 (20.3%)

0.150

GDM*

3 (17.6%)

6 (10.2%)

0.510

Chorioamnionitis*

5 (29.4%)

15 (25.4%)

0.696

Antenatal steroid*

7 (38.9%)

27 (45.8%)

0.695

*number of cases (%).
Abbreviations: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Fig. 1. Serial Changes of Body Weight between Birth and Each

Month in PH Group and Control Group. There is significant dif
ference in change of body weight between two groups analyzed
by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P =0.027).

78

Jeong Jin Ra, et al.
Risk Factors of PH in Preterm Infants with CLD

Table 3. Univariate Analysis of Morbidity between PH Group and

서도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84%가 중증 만성폐질

Control Group

환이며 경증 만성 폐질환 환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이
PH group
(18)

Control group
(67)

P -value

18 (100%)

67 (100%)

1.000

6 (33.3%)

4 (6.0%)

0.005

13 (72.2%)

51 (76.1%)

0.475

을 알 수 있다. 그 외 5분 아프가 점수(6점 이하), 양수과소증, 자궁

7 (38.9%)

13 (19.4%)

0.082

내 성장지연, 산모의 자간전증도 폐동맥 고혈압의 유의한 위험인

18 (100%)

49 (73.1%)

0.007

자로 보고된 적도 있으며11,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아프가 점

Severe BPD

9 (50%)

7 (14%)

0.003

수, 조기 양막파수, 양수과소증, 폐형성저하증, 패혈증이 폐동맥

NEC

3 (16.7%)

6 (9.0%)

0.288

고혈압증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제시되었다. 또한 폐동맥고혈압

ROP

8 (44.4%)

13 (19.4%)

0.034

IVH (≥G3)

7 (38.9%)

6 (9.0%)

0.005

군의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낮은 출생체중, 

PVL

2 (11.1%)

10 (14.9%)

0.510

HMD
Surfactant (≥3 times)
PDA
Sepsis
Moderate/severe BPD

Abbreviations: HMD, hyaline membrane diseas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cia.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ulmonary Hypertension

는 41%에서 중증 만성폐질환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9) 보다 훨씬 
높은 빈도이다. 극소 미숙아의 생존율 증가로 중증 만성폐질환을 
가진 환아가 증가하면서 폐동맥 고혈압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

중증 뇌실내 출혈, 남아인 경우가 폐동맥고혈압증을 가진 환아의 
사망과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6).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재태주령, 폐
표면활성제의 반복 사용(3회 이상),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질환, 
미숙아 망막증, 3단계 이상의 뇌실내 출혈이 위험인자로 분석되
었으나, 다변수 분석을 통해 재태주령을 보정하였을 때 중증 만
성폐질환과 뇌실내 출혈만이 독립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폐
동맥고혈압군에서 뇌실내 출혈이 있는 7명의 환아 중 1명은 출생 

Odds Ratio

95% CI

P -value

Gestation

0.94

0.62-1.43

0.940

Surfactant use

2.08

0.88-4.90

0.095

IVH (≥G3)

5.00

1.10-22.63

0.037

0.017) 중증 뇌출혈은 폐동맥고혈압증의 위험인자라고 사료된다. 

Severe BPD

2.43

1.03-15.41

0.045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폐동맥고혈압증이 미숙아의 성장에도 영

ROP

1.43

0.29-7.13

0.660

향을 미쳐서 출생 당시에는 3백분위수 이하의 환아 비율이 폐동

Death

1.92

0.32-11.46

0.473

맥고혈압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시점에서 3백분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었으나, 이 1명을 제외한 6명을 대
조군과 비교하여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P= 

Abbreviation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BPD, bronchopul
monary dysplas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CI, confidential
intervals.

위수 이하의 비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6), 본 연구에서도 출

치료하였으며, 1명은 Ventavis 만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사망한 5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명(28%) 환아 중 4명이 진단 후 6개월 이내(평균 115일, 58-145일)

생 체중만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으나, 생후 3개월간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균 체중을 비교하였을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실험 연구에 따르면, 폐발달 초기에 폐포

에 사망하였다. 생존한 13명중 11명(85%)이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의 손상은 혈관 형성에 문제를 일으켜 폐포화를 감소시키고, 원위

처음에 비해 심초음파상 우심실 압력이 줄어들어 6명은 평균 65

부 폐공적의 단순화를 초래하며 만성폐질환을 발생시킨다고 알려

일(14-132일)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였고, 3명은 평균 270일(223-

져 있다17-19). 또한 만성폐질환의 폐는 구조적, 기능적변형을 초래하

357일)에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4명은 1년 이상 약물치료가 지속

여 비정상적 폐혈류를 보이며 폐동맥고혈압증이 발생된다. 즉 폐간

되었다. 대조군에서는 iNO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

질에서의 작은 폐동맥 감소와 폐동맥의 분포에 변화가 보이며, 이
는 폐포-모세혈관 면적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스 교환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산소나 기계호흡의 기간이 길어지게 하며, 결국 폐동맥

고찰

고혈압증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20,21). 따라서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의 생존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폐질환이 증가하고 이는 폐동맥고혈

미숙아에서 발생하는 폐동맥고혈압증은 사망률이 높으나 위

압증의 위험성을 가진 미숙아가 증가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을 위한 

험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적으며, 사망을 줄이기 위

노력 및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16). 그렇지만, 만성폐질환 환아에서 

해서는 위험군에 대한 조기 진단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폐동맥고혈압증의 진단은 증상이나 징후가 불분명하고, 호흡기계 

본 연구에서 중등증 및 중증 만성폐질환은 폐동맥고혈압군에서 

감염과 겹칠 수 있어 진단이 어렵다. 심도자술은 폐동맥고혈압증의 

100%였으며 이중 중증 만성폐질환은 50%였고, 국내 다른 보고에

확진법이지만, 매우 침습적이며 시행에 제한이 많다. 또한 최근의 

Neonatal Med 2013 Feb;20(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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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심전도와 심초음파로 추정한 폐동맥압 사이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심전도는 유의한 선별검사로 이용이 제한된
다22). 따라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심초음파 검사
를 통해 만성폐질환 환아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의 발생을 선별 검사

2)

하는 것이 주된 방법으로 추천된다.
국내의 한 병원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만성

3)

폐질환 환아에서 매달 선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23), 
외국의 다른 병원에서는 (1) 재태주령이 25주 이하거나 출생체중
이 600 g 이하인 극소 미숙아, (2) 부당 경량아, (3) 장기간 기계적 
환기 요법을 요하는 경우, (4) 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산소가 필
요한 경우, (5) 적절한 칼로리 섭취에도 성장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6). 본 병원에서는 출생 4

4)
5)
6)

주 이후의 만성폐질환을 보인 환아는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폐동
맥고혈압증의 발생을 선별 검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
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의 발생 시점을 처

7)

음 선별검사에서 진단된 조기 발생군과(중간연령 31일) 후기 발생
군(중간연령 112일)으로 나누어 보고한 바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중간연령 93일(29-124일)에 진단되었으며, 조기 발생군은 5명, 

8)

후기 발생군은 13명이었다.
중증 폐동맥고혈압증이 합병된 중증 만성폐질환은 초기 사망률
이 유의하게 높아서 최근의 한 보고에 따르면, 만성 폐질환과 폐동
맥고혈압증이 있는 영아 중 1/3 이상이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사망
한다고 한다6). 하지만 생존한 영아의 대부분(92%)이 다음 1 년 이후

9)

에 폐동맥고혈압이 처음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1/5미
만의 환아만이 우심실압이 완전히 정상화되어 장기간의 추적 관

10)

찰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8% 환아가 사망하였으며, 생존
한 환아 13명 중 11명(85%)에서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처음보다 우
심실압이 감소하였고 8명(62%)은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 
폐동맥고혈압증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이후에 오랜 기

11)

간 동안 산소 치료를 하는 경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심부전
의 발생 이후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25-28).

12)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소수의 환아에서 연구하였고, 심도자술
이 아닌 심초음파 검사로 진단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증의 만성폐질환과 뇌실 내 출혈(≥G3)을 보이는 
미숙아는 폐동맥 고혈압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군 환아에 대
한 주기적인 심초음파 검사로 폐동맥고혈압증의 조기 진단 및 적
극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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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의 위험인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라정진·이순민·은호선·박민수·박국인·남궁란·이 철

목적: 폐동맥 고혈압증은 미숙아 사망의 주요 인자로서, 낮은 재태주령과 출생체중, 장기간의 산소 사용, 낮은 아프가 
점수, 양수 과소증 등이 관련된다고 보고된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에서 폐동맥고혈압증의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32주 미만 출생 미숙아 중 만성폐
질환을 진단 받고 출생 한 달 이후 심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받은 85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
석하였다. 폐동맥고혈압증은 심장 초음파상 우심실의 압력이 증가가 확인된 경우 진단하였으며, 평균 생후 95일
(31-225일)에 진단되었다. 폐동맥 고혈압증을 진단 받은 군은 18명, 대조군은 67명이었다 
결과: 폐동맥고혈압증군은 대조군보다 재태주령이 유의하게 낮았고, 재원일수와 산소 투여 및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폐표면활성제 사용 횟수는 더 많았으며, 뇌실내 출혈(≥G3), 중증 만성폐질환의 빈도는 더 높았다(P<0.05). 심방 중
격 결손, 동맥관 개존증의 빈도 및 치료 여부는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태주령을 보정하여 시행한 다
중회귀분석에서 중증 만성폐질환(OR=2.43, 95% CI=1.03-15.41, P=0.045). 뇌실내 출혈(≥G3) (OR=5.00, 95% CI= 
1.10-22.63, P=0.037)이 폐동맥고혈압증의 유의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P<0.05).
결론: 중증 만성폐질환과 뇌실 내 출혈을 보이는 미숙아는 폐동맥고혈압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대상 환아에 대
한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