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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계 합병증은 소아의 신경근 질환에서 이환,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근위약으로 저환기, 호흡운동의 이상, 기침 

능력 저하, 폐허탈이 생기고 연하곤란, 위식도 역류에 의한 

폐흡인이 일어나면 폐렴과 호흡부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게 되나, 만성호흡부전증에 병발하는 급성호흡부전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 그에 의한 합병증이 

초래된다.1) 비침습적양압환기(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NIPPV)는 성인에서 반복되는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면서 급, 만성호흡부전증

에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인공호흡기와의 부

조화,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fitting)의 문제 등으로 소아에서

의 사용은 제한되어 왔다.2)

  본 저자들은 소아 제2형 척추근위축증 환자에서 지속적

인 교육과 정확한 마스크의 선택과 착용으로 기관 내 삽관 

없이 안면 마스크를 이용한 NIPPV를 시행하여 급성호흡부

전을 치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야간 환기보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증례가 있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생후 30개월된 여자 소아 환자가 청색증을 주소로 응급

실을 방문하 다. 과거력상 환자는 제태기간 38주에 문제없

이 태어났으나, 기기, 앉기 등의 발달이 느리고 키와 체중

이 3백분위수(percentile) 미만으로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었

다. 생후 23개월에 처음 감기로 시작되어 호흡곤란, 빈맥, 

고이산화탄소혈증(혈중 이산화탄소분압 78-80 mmHg), 요

량 감소가 생겨 다른 병원에서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보

조를 받은 후 호전되었고, 근생검으로 척추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본원에 전원되었고 

외래 다니면서 추적 관찰 중 생후 27개월에 미열, 기면

(lethargy), 설사를 보여 응급실 방문하 고, 입술의 청색증이 

있어 1-2 L/min의 산소 투여하 고 상태 호전되었다. 그러

나 퇴원 후 산소 없이 잠들면 반복하여 산소포화도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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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감소하여 이후 집에서 비카테터로 0.7-0.8 L/min의 

산소를 투여하며 지냈다. 

  생후 30개월 청색증으로 다시 응급실 방문했을 때 동맥

혈가스분석상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이 114 mmHg까지 상승

하고 심전도에서 우측편위, 우심방이완, 폐성심 소견, 심장

초음파에서 우심실, 우심방 이완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dopamine 정주와 3일간의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보조로 

상태 호전되었다. 그러나 일반 병동으로 이송 후 다시 수면

시 저환기 증상이 나타났고 동맥혈 산소분압이 64 mmHg, 

이산화탄소분압이 100 mmHg 이상이었다.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 산소 흡입하며 기관내삽관하지 않고 관찰하는 중, 산

소포화도가 깨어 있을 때는 비카테터로 산소 1 L/min을 주

면서 98%이지만 수면 시에는 80%까지 감소하 다. NIPPV 

인공호흡기(BiPAPⓇ, RESPIRONICS, USA)로 비마스크를 이

용한 BIPAP (biphasic positive airway pressure)-NIPPV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5 cmH2O, 산소 3 L/min)

를 시작한 후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은 71 mmHg로 낮아졌으

나 산소분압은 63 mmHg로 호전을 보이지 않아 환기 방식

을 ST (spontaneous/timed) 방식, IPAP (inspiratory positive 

airway pressure) 9 cmH2O, EPAP (expiratory positive airway 

pressure) 4 cmH2O, 호흡수 분당 15회로 바꾸어 적용하 다. 

ST 방식 적용 후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은 61 mmHg로 감소

하 고 동맥혈 산소분압은 148 mmHg로 상승하 으며 NIPPV 

적용 4일 후 병동에서 혈중 이산화탄소분압 72-80 mmHg, 

산소포화도 98% 유지되어 입원 17일 만에 퇴원하 다. 그 

후 환자는 집에서 취침 시에만 비마스크로 NIPPV를 사용하

고 낮에는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지내다가 두 

달 후인 생후 32개월에 호흡곤란, 기면으로 다시 응급실 방

문하 으며 산소포화도 75%, 혈중 이산화탄소분압 104 mmHg

이었다. 

  양학 자문 결과 내원 당시 환자는 낮에 잘 먹지 않다

가 잠들기 전 쌀밥, 국수, 빵 등 고탄수화물 식이를 폭식하

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 고, 구호흡 시와 잘 때 비마스크 

주위와 입으로 공기 누출이 생겨 효과적인 환기와 산소화

가 안되었고 입을 오무리면 산소포화도가 상승하 다.

  중환자실에서 비마스크를 안면마스크로 바꾸어 BIPAP - 

NIPPV (ST mode, IPAP 10 cm H2O, EPAP 4 cm H2O, 호흡

수 분당 18회)를 3일간 시행하여 혈중 이산화탄소분압이 59 

mmHg, 산소분압 89 mmHg, 산소포화도 95%로 상태 호전되

었다. 혈중 이산화탄소분압 50 mmHg 유지하며 일반 병동

에서 4일 관찰 후 사용하던 안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퇴원하 다(Table 1, Fig. 1).

Table 1. Arterial Blood Gas Analyses at Three Admissions to the 
Hospital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ge pHa PaCO2 PaO2 HCO

3-
SaO2 O2 or MV/

Place
M mmHg mmHg mEq/L % LPM NIPPV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E 7.31  78  36 39 61 RA

E 7.26  79  71 35 91 5

I 7.42  55  72 35 95 ?* PS + SIMV

30 E 7.21 114  66 44 90 5

I 7.47  55  82 31 95 FiO2 0.3 PS + SIMV

I 7.32  62 112 31 97 3

W 7.14 103  64 34 85 2

I 7.37  71  63 40 89 3 nCPAP

(5 cmH2O)

I 7.40  61 148 37 96 5 nBIPAP 

(I/E: 9/4

cmH2O)

32 E 7.19 104  46 39 75 RA

I 7.44  59  89 40 95 3 fBIPAP 

(I/E: 10/4

cmH2O)

W 7.40  50  98 30 95 3 fBIPAP

(I/E: 10/4

cmH2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 age in months, PaCO2: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PaO2: 

arterial oxygen tension, SaO2: arterial oxygen saturation, RA: room 

air, LPM: liters per minute, MV: mechanical ventilation, NIPPV: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PS: pressure support, SIMV: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nCPAP: nasal mask-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BIPAP: nasal mask-biphasic 

positive airway pressure, fBIPAP: facial mask-biphasic positive 

airway pressure, I/E: inspiratory positive airway pressure/ expi-

ratory positive airway pressure, E: emergency room, I: intensive 

care unit, W: ward, ?*: unknown (result in other hospital).

Fig. 1. A picture of the patient using NIPPV for nocturnal hypo-

ventilation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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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척추근위축증은 Duchenne 근이 양증과 함께 가장 흔한 유

전성 신경근 질환으로,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5q13 염색체

의 유전자 결함에 의해 척수 전각 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생

하며, 98%의 환자에서 유전자 결손이 발견된다.
3) 임상적 심각

도에 근거하여 3종류로 분류하는데 제1형(Werdnig-Hoffmann 

disease)은 혼자 앉지 못하고 기계환기의 도움 없이는 2년 이

상 살지 못한다. 제2형은 일시적으로 도움 없이 혼자 앉을 수 

있으나 걸을 수 없고 이른 아동기에 호흡부전이 생기며, 제3형

은 일시적으로 걸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한 경과를 밟는다.
4)

  이들은 고이산화탄소혈증과 저산소혈증이 동반되는 급성

호흡부전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런 환자에게 산소 투여

만으로는 고이산화탄소혈증과 산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

므로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보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러나 급성호흡부전이 생겼을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 

호흡 자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고, 발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절

개술은 만성 저이산화탄소혈증, 흡기 호흡근의 탈조건화

(deconditioning),5) 분비물에 의한 환기/관류 불균형에 의해 

호흡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를 통한 기계환기보조는 심전도 

이상, 자율신경계 이상과 심부정맥,6,7) 기관이완과 출혈, 감

염, 분비물 저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튜브가 있으면 자

주 흡인이 필요하고 대개 야간 뿐 아니라 낮에도 지속적인 

환기보조가 필요하게 되며 언어 발달, 식사, 수면의 장애로 

환자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도 크다.

  NIPPV는 반복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하여야 하는 만성저환

기증 환자에서 기관내삽관하지 않고도 환기 능력의 호전과 

호흡력의 증진 및 안정감과 평안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

어 최근에는 호흡부전증 발생 빈도가 많은 환자들에서는 

이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8) 소아 환자에게 가정에서 NIPPV

를 시행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신경근 질환(34%), 폐쇄성 수

면 무호흡증 또는 두개안면기형(30%), cystic fibrosis(17%), 

선천성 저환기증(9%), 척추측만증(8%) 등이 있으며 처음 시

행하게 되는 이유는 야간 저환기증상(67%), 급성호흡부전

(28%), 또는 성장 실패(failure to thrive)(21%) 등이다.9) 이러

한 환아에서 NIPPV의 시행의 주된 목표는 호흡근 노력의 

감소, 저환기 치료, 호흡 잔기용량 증가, 상기도 폐쇄 예방

이다.10) 

  NIPPV가 어려운 이유에는 인공호흡기와의 부조화 유발,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fitting)의 문제, 기도 분비물의 처리 

문제,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점, 큰 사강 등을 들 수 있

다. 소아에서 더욱 어려운 이유는 적절한 크기의 정확하게 

맞는 마스크가 준비되기 어렵고 인공호흡기와 조화하기 힘

들고 어린 소아의 경우 인공 호흡기를 유발(trigger)하기에 

충분한 자발 호흡 흡기 유량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아에서의 NIPPV는 점진적인 성공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신생아용 마스크를 비롯한 새로운 여러 종류의 마

스크와 새로운 형태의 압력 보조형 인공 호흡기의 등장, 축

적된 경험에 기인한다.11) NIPPV를 시도하 으나 상기의 이

유로 실패했던 다른 소아 환자들과는 달리 이 환자의 경우 

질병의 진행이 아직 심하지 않아 기도 분비물을 처리할 능

력이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 마스크가 편안히 잘 맞아서 적

응이 수월했다. 이 환자에서 사강을 줄이고 인공 호흡기 유

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마스크를 

사용하 다. 어린 소아 환자의 경우 비마스크나 안면마스크

를 착용할 경우 답답함을 호소하며 벗으려고 하여 실패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지능지수가 높고 

얌전한 성격이었고 비마스크 착용 시 구호흡하지 말 것, 안

면마스크 착용 시 계속 쓰고 있을 것을 타이르며 지속적으

로 지도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마스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하고 편안한 착

용(comfortable fit)이다. 비 마스크는 어린 소아가 착용시 덜 

불안해 하여 안면 마스크보다 협조가 더 잘 되고, 착용

(fitting)이 더 잘 되고 사강이 작아 가정에서의 호흡보조에 

흔히 사용되지만 상악골의 성장에 향을 주어 전후 직경

의 골격 기도가 작아질 수 있고 피부 미란과 구호흡 시 공

기 누출이 생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공기 누출은 큰 문제

없이 허용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띠 등을 사용하여 착

용을 하고, 기도 폐쇄가 야기되지 않고 흡기 시 가슴과 복

부가 잘 올라오는 좋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급성

호흡부전의 경우는 입을 통한 공기 누출이 NIPPV의 효율성

을 떨어뜨릴 수 있어 안면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고 급성호

흡부전에서 비마스크와 안면마스크를 비교하 을 때 안면 

마스크의 착용 적응과 결과가 더 좋다는 보고가 있다.12,13) 

이 환자는 교육에 의해 감소되었던 구호흡이 집에서 다시 

생겨서 비마스크의 효휼성이 떨어지게 되어 안면마스크로 

바꾸었는데 급성호흡부전은 물론 야간 환기보조에도 사용

할 수 있었던 경우 다.

  NIPPV에 적당한 BIPAP은 CPAP 생성에 기초하며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감시하면서 IPAP과 EPAP의 다른 두 가

지 압력차를 조절하는 압력 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흡기 시 

압력 보조로, 호기 시 호기말 양압으로 작용하여 조절환기

나 자발호흡의 두 가지로 호흡보조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BIPAP mode에는 CPAP, spontaneous, timed, spontaneous/timed 

(S/T)가 있으며 NIPPV를 사용하는 소아는 대부분 S/T mode

를 사용한다. 자발 호흡 방식(spontaneous mode)에서는 환자

의 자발 호흡에 의한 흡기 유량이 흡기 역치를 넘으면 인

공호흡기가 미리 정해진 흡기 기도압에 도달하도록 유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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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주고, 흡기 유량이 최대치에 도달 후 역치 수준으로 떨

어지면 호기가 시작된다. S/T mode에서는 이러한 flow- 

trigger 양상에 더해 지속적인 무호흡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

간당 정해진 횟수로 인공호흡기가 작동하게 된다.7,9,14) 이 

환자의 경우 흡기근력과 폐활량이 적어 완전 자발 호흡에 의

존하는 CPAP보다는 ST 방식이 적합하 고 ST 방식으로 전

환 후 산소화를 포함한 임상 증상에 호전을 볼 수 있었다.

  이 증례에서 만성호흡부전에 급성호흡부전이 반복되는 

소아 척추근위축증 환자에서 NIPPV를 이용하여 급, 만성호

흡부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하 다. 소아의 신경근 질환

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호흡부전에서 NIPPV는 효과적으로 

적절한 가스 교환과 호흡근의 휴식을 가능하게 하여 생존

율을 향상시키며, 반복되는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고 언어,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효과적인 NIPPV를 위해서는 

적절한 마스크의 선택과 정확한 착용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의 환기 보조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교육과 헌신이 필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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