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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적: 신생아기 선천성 횡격막 탈장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CDH) 교정술을

받고 생존한 환아 중 만 5 세 이후까지 추적이 가능하였던 대상자의 폐기능 이환 및

폐용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산기 및 신생아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4 년부터 2012 년까지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재태주령 36 주 이상의

CDH 환아 중 교정술을 받고 퇴원 후 생존한 최소 만 5 세가 된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주산기-신생아기 정보는 후향적 의무 기록으로 조사하였고,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 측정법을 사용하여 시행하였고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폐 용적과 구조적

성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폐-심장 전산화 단층 촬영 (CT)을 시행 후 좌/우 주기관지

직경, 좌/우 폐 용적, 총 폐 용적 값을 측정하였다. 체표면적에 따른 총 폐 용적을 계산

후  Gollogly normogram 을 사용하여 총 폐 용적 값 (TLV>50, TLV<50)에 미치는 주산기-

신생아기 인자와 폐기능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총 30 명의 대상아들의 평균 나이는 6.2±0.2 세, 남아는 56.7%였고 이들의 평균

재태 연령은 38.4±1.0 주, 평균 출생체중은 2,965±315gm 였다. 두 명의 우측 선천성

횡격막 결손아를 제외한 좌측 선천성 횡격막 결손군 28 명 중 7 명(25%)에서 폐의 기능적

저하를 확인하였고 6 명(87%)이 제한성 환기 장애로 조사되었다. 정상 대조군과 대조한

결과 FEF25_75%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폐 기능이 감소하였다. 폐기능 감소와 연관된

신생아 인자는 머리둘레와 복부둘레 였다. CT 상 총 폐 용적은 평균 1,391± 363.9

mL 였고 총 폐 용적 대비 좌측 폐 용적 비의 평균 값은 47.9±2.5%으로 정상 성인의

평균값인 48%와 유사하였다. 폐 용적이 클수록 정상 폐 기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고

폐 용적과 주기관지 내경의 크기와 관계는 없었다. 다변량 분석 상 폐 용적과 관련된

신생아 인자는 복부둘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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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만 5 세 이후 장기 추적이 가능하였던 CDH 환아 중 약 25%에서 폐 기능 저하를

보였으며 대부분은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였다. 폐 기능 및 폐 용적 저하와 연관된

신생아기 요인은 작은 복부 둘레였다. CDH 병변쪽의 폐 용적이 저하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기종성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선천성 횡격막 탈장, 폐 기능 검사, 전산화 단층 촬영,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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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천성 횡격막 탈장은 신생아 2,500 당 1 명 정도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1) 이환 된 태아의 30%가 태아기에 사망하며, 출생아 중 30~50%가 주로

지속성 폐 고혈압이 합병된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한다. 횡격막의 선천적

결손으로 인하여 복강 내 장기들이 흉강 내로 탈장되어 흉강 내 장기(세기관지,

폐포 및 폐혈관 등)의 성장을 저해하여 폐 형성 저하가 합병되며 2,3).이는 출생

직후 심각한 호흡부전을 일으킨다. 하지만, 최근 고빈도진동환기를 이용한 초기

안정화 치료와 지연 수술 지침 4,5) , 체외막산소화치료 6) 등과 같은 신생아

집중치료의 발전으로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예후는 호전되고 있다. 비록 일부

연구에서는 90%의 높은 생존율이 보고되지만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50% 전후의

생존율이 보고된다 7,8).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전 및 주산기의 치료 및 생존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생존율의 증가로 장기 생존 환아들이 증가하면서 저형성된

폐의 보상성 성장 및 성숙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었다. 소아기 전반에 걸쳐

기관의 직경은 출생 당시 보다 3 배 가량 성장하며, 기도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성장한다 9). 이와 같은 성장은 5 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중심 기도에 비하여

말초 기도에서 더 활발한 발달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10). 폐포도 몸무게의

증가에 비례하여 2~3 세에 이르기까지 수적, 양적 성장의 과정(폐포화,

alveolarization)을 겪는다 11). 이 과정에서 폐포 사이의 격벽이 견고해지고,

부피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선천성 횡격막 탈장에 합병된 저형성된 폐가

소아기에 걸쳐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폐와 관련된 예후 이외에도 다양한 장기적 합병증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폐의 기능 장애에 수반되는 심혈관 기능 장애, 출생 초기 저산소증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 및 발달 저하 6), 척추의 및 흉곽 변형 등의 근골격계

기형 6,12), 위-식도 역류 질환 등 소화기 장애 13,14) 및 성장장애 15,16) 등이 대표적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나 17), 국내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예후에 관한 보고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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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기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교정술 후 생존한

학령 전기 연령의 소아에서 폐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평가하고 이와 연관된

주산기적 임상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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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4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생하여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 받고 복원술 후 생존하여 퇴원한 환아들 중 만 5세

이후 폐기능검사 또는 가슴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염색체 이상 및 중대 선천성 심질환 등의 선천성 기형 및 및 35주 미만의

미숙아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연구 방법

주산기-신생아기 임상 정보

주산기-신생아기 임상 정보를 조사하기 위하여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영상을 분석하였다. 성별, 출생 날짜를 포함하는 환자의 기본 정보 및 출생

체중, 재태 연령, 분만 방법, 1분/5분 아프가 점수, 출생 당시 머리 둘레, 가슴

둘레, 복부 둘레, 태아 수종 여부 등을 수집하였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 탈장 위치, 결손의 크기(수술 당시 확인된 결손 부위의 최대

직경과 최대 직경의 직각을 이루는 직경의 곱으로 표현), 탈장 된 복강 장기의

개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기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기간 동안의 임상

정보로는 출생 후 수술까지 소요된 날짜, 고빈도환기요법, 일산화질소 및

체외막산소화장치 공급 적용 여부, 산소화 지수, 지속성 폐고혈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폐 기능 검사

폐의 기능적 성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폐 기능 검사가 시행 가능한 만

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폐활량측정법(Sensor type, Dry rolling type, Vmax®

Encore PFT system, Viasys)을 통하여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폐 기능

검사는 숙련된 소아 호흡기 전문의의 지도 아래 시행되었으며, 검사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강제호기시간을 측정하였고, 적절한 검사는 2초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폐활량측정법을 통하여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FEV1과 FVC의 비(FEV1/FVC) 및 최대중간호기유량(Maximum midexpirator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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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25_75%)을 측정하였고, 각 변수의 측정치는 American Thoracic Society and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guidelines18) 에 따라 연령 및 성별, 신장, 

인종을 고려한 정상 예측값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폐 기능 평가가 시행된 연령, 성별, 인종이 같은 정상 대조군을

2배수로 선정하여 환자군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폐 기능 이상인 제한성 폐질환

및 폐쇄성 폐질환은 각각 FVC가 예측값의 80% 미만인 경우 및 FEV1/FVC가

예측값의 8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19).

폐 전산화 단층촬영

폐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폐 기능 검사를 시행 시 폐

전산화 단층촬영(CT)을 함께 시행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 장비는 128-slice 

dual-source scanner 를 적용한 electrocardiogram-synchronized cardiac CT를

사용하였다. 얻어진 영상은 숙련된 소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재구성 및 판독을

받았으며 좌/우 주기관지 직경, 좌/우 폐 용적 등이 측정되었다. 좌/우 폐

용적을 더한 값을 총 폐 용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체표면적 대비 총 폐 용적을

계산하였다. 이후 Gollogly 의 계산도표(normogram)20)에 따라 성별과 연령을

감안하여 폐 용적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TLV<50,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TLV≥50로 정의하였다.

추가 임상정보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 평가를 위하여 척추의 이상 및 흉곽 변형, 성장

장애, 위 식도 역류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척추의 이상(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및 흉곽 변형(오목가슴, 새가슴)은 신체 검진에서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척추전만증은 허리엉치각이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척추측만증은 Cobb각이 10도 이상인 만곡을 가진경우, 자세 이상은 자세가

대칭적이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불량한 체중 증가는 연령 별 체중의

5백분위수(percentile)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위 식도 역류는 임상 의사에

의하여 진단 되어 약물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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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ver 21.0을 사용하였다. 모든 임상 지표들은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정상 대조군과 환아들에게서

측정된 폐 기능 검사의 비교를 위하여 t-test를 시행하였다. 주산기-신생아기

임상 정보와 성장 이후 시행한 폐 기능 검사 및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와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위험인자

분석을 위하여 후진제거법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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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임상 경과

총 30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폐 기능 검사 및 폐 전산화

촬영을 시행한 연령은 각각 6.2±0.2세, 6.2±1.0세였다. 환아들의 인구학적

특징 및 주요 소견은 Table 1과 같았다. 30명의 환아 중 왼쪽 횡격막 탈장이

28명(93.3%) 이었다. 2명의 우측 선천성 횡격막 탈장 중 한명은 48cm2의 결손이

확인되었으며, 신장을 제외한 소장, 대장, 비장, 위, 간이 탈장되었다. 다른

한명은 12cm2의 결손이 확인되었으며, 소장 및 대장이 탈장되었다. 탈장

교정술은 평균 4.1±1.8일째에 시행되었다.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된 지표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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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onatal characteristics of surviv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patients

Total (n=30)

Male, n (%) 17(56.7%)

PFT age*, years 6.2±0.2

CT age†, years 6.2±1.0

Birth weight, g 2964.8±315.2

Gestational age, weeks 38.4±1.0

1min APGAR score 5.9±1.5

5min APGAR score 7.8±1.1

HC‡, cm 34.6±1.2

CC‡, cm 31.8±1.6

AC‡, cm 28.7±2.2

HC/CC‡ 1.1±0.1

Polyhydramnios, n (%) 4(13.3%)

Associated anomaly§, n (%) 1(3.3%)

Head circumference (HC), Chest circumference (CC), Abdominal circumference

(AC), Head circumference to chest circumference ratio (HC/CC)

* Age at which pulmonary function test was performed

†Age at which computed tomography was performed

‡Measured at birth

§Associated anomaly includes 1 case of omphaloc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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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features of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Total (n=30)

Surgical findings

Left sided defect, n (%) 28(93.3%)

Defect size, cm2 11.8±9.2

Presence of hernia sac, n (%) 16(53.3%)

Herinated organs, n 2.9±1

Stomach, n (%) 13(43.3%)

Small bowel, n (%) 29(96.7%)

Colon, n (%) 23(76.7%)

Liver, n (%) 5(16.7%)

Spleen, n (%) 19(63.3%)

Kidney, n (%) 1(3.3%)

Neonatal factors

Days to operation 4.1±1.8

Cardiorespiratory support, n (%) 30(100.0%)

High frequency oscillator ventilation, n (%) 11(36.7%)

Inhaled nitric oxide therapy, n (%) 2(6.7%)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n (%) 1(3.3%)

Max FiO2
* 0.5±0.2

Max OI† 10.3±13.8

Mean OI‡ 3.8±2.7

Duration of ventilation, days 8.9±6.2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n (%) 14(46.7%)

Pneumothorax, n (%) 1(3.3%)

* Max FiO2 means maximum oxygen concentration given during ventilator support

†Max OI means maximum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Mean OI means mean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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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대조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의 학령 전기 폐기능 비교

2명의 우측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을 제외하고 28명의 좌측 선천성

횡격막 환아들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28명의 환아

중 강제호기시간이 2초 이상으로 적절하게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한 환아는

19(67.9%)명이었다. 상기 환아들의 연령, 성별, 인종을 대응하여 정상

대조군(38명)을 모집하였다. 환아군과 대조군에서 남아의 비율, 연령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정상 대조군의 폐 기능 지표는 103.7~107.4%로 정상 예측치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각각의 폐 기능 지표에 대해서 환아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FEF25_75%%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폐 기능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 P-value < 0.05) (Table 3).

3. 주산기-신생아기 임상지표와 폐 기능 이상의 연관 관계 분석

폐 기능 저하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생존한 선천성 좌측 횡격막

탈장 환아(28명) 중 폐 기능의 이상(제한성/폐쇄성 환기 장애)이 발생한 환아

(n=7)와 정상 환아(n=21)의 주산기-신생아기 임상 지표를 비교하였다. 폐 기능

이상은 7명(25.0%)에서 확인되었으며, 제한성 환기 장애 6명(21.4%), 폐쇄성

환기 장애 1명(3.6%)로 확인되었다.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한 연령, 출생체중 및

재태연령은 정상군과 폐 기능 장애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신체 계측 상

정상군에 비하여 폐 기능 저하군에서 머리 둘레, 가슴 둘레, 복부 둘레가 모두

작았다(P-value < 0.05) (Table 4). 또한 출생체중, 재태 연령, 성별 및

관련인자를 다변량 분석 시행한 결과 머리 둘레(OR 0.17, P-value < 0.05) 와

복부 둘레(OR 0.37, P-value < 0.05)가 낮은 환아들에서 폐 기능이 저하 될

오즈비가 높았다(Table 5). 두 군간에 결손의 크기 및 탈장된 장기의 개수 및

종류, 수술까지의 소요 날짜 및 고빈도 환기 요법, 일산화 질소, 체외 심폐

순환기 치료의 차이는 없었다. 폐 기능 저하군의 환아들이 정상군에 비하여

재원 기간이 더 긴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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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ulmonary function test findings between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patient group and normal control group*

Case

(n=19)

Control

(n=38)

Mean 

difference

P-value

Male, n (%) 10(52.6%) 19(50.0%) - 0.5

PFT age†, years 6.2±0.2 6.2±0.9 - 1.0

FVC, liter 1.2±0.3 1.5±0.2 0.3±0.1 0.000

FVC%, % 89.6±17.0 107.4±10.1 17.7±3.6 0.000

FEV1, liter 1.0±0.3 1.4±0.2 0.3±0.1 0.000

FEV1%, % 86.1±16.7 108.4±11.6 22.3±4.3 0.000

FEV1/FVC 0.9±0.1 0.9±0.05 0.1±0.1 0.000

FEF25_75%, liter/second 1.3±0.5 1.9±0.5 0.6±0.1 0.000

FEF25_75%%, % 87.6±28.2 103.7±29.7 16.1±8.2 0.06

Functional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FEV1),

FEV1 to FVC ratio (FEV1/FVC), Maximum mid-expiratory flow (FEF25_75%)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Age at which pulmonary function tes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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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ulmonary function test and neonatal variables*

Normal PFT

(n=21)

Abnormal PFT

(n=7)

P-value

PFT age†, years 6.2±1.0 6.4±0.9 0.5

Perinatal factors

Male, n (%) 14(66.7%) 2(28.6%) 0.1

Birth weight, g 3024.9±294.0 2775.9±325.9 0.1

Gestational age, weeks 38.5±1.1 38.3±1.1 0.7

1min APAGAR score 5.8±1.5 6.2±1.4 0.5

5min APAGAR score 7.8±1.1 7.9±1.2 0.8

HC‡, cm 34.9±1.1 33.6±1.1 0.02

CC‡, cm 32.3±1.5 30.3±1.0 0.001

AC‡, cm 29.3±1.5 26.9±1.0 0.04

HC/CC‡ 1.1±0.1 1.1±0.1 0.4

Polyhydramnios, n (%) 3(14.3%) 1(14.3%) 0.7

Surgical findings

Herniated organs, n 3±1.0 2.7±1.1 0.6

Stomach, n (%) 11(52.4%) 2(28.6%) 0.3

Small bowel, n (%) 20(95.2%) 7(100.0%) 0.8

Colon, n (%) 17(80.9%) 4(57.1%) 0.2

Liver, n (%) 3(15.4%) 1(14.3%) 0.7

Spleen, n (%) 13(61.9%) 5(71.5%) 0.5

Kidney, n (%) 1 4.8%) 0(0.0%) 0.8

Defect size, cm2 13.0±9.8 8.1±6.5 0.2

Neonatal factors

Days to operation 4.0±1.1 4.4±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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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V, n (%) 8(38.1%) 3(42.9%) 0.5

iNO, n (%) 1(4.8%) 1(14.3%) 0.4

ECMO, n (%) 0(0.0%) 1(14.3%) 0.2

Max FiO2
§ 0.6±0.2 0.4±0.3 0.3

Max OI? 9.5±14.0 12.8±13.9 0.6

Mean OI¶ 3.5±2.0 4.8±4.3 0.4

Preop Mean OI** 4.9±4.5 8.0±7.6 0.3

Duration of ventilation, days 7.8±4.7 12.6±9.0 0.2

Hospital day 21.5±9.3 30.7±18.0 0.09

PPHN, n (%) 10(47.6%) 3(42.9%) 0.6

Pneumothorax, n (%) 1(4.8%) 0(0.0%) 0.8

Head circumference (HC), Chest circumference (CC), Abdominal circumference

(AC), Head circumference to chest circumference ratio (HC/CC), High

Frequency Oscillator Ventilation (HFOV), Inhaled Nitric oxide therapy

(iN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PPHN)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 Age at which pulmonary function test was performed

‡ Measured at birth

§Max FiO2 means maximum oxygen concentration given during ventilator 

support

? Max OI means maximum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 Mean OI means mean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Preop Mean OI means mean value of oxygen index prior to correctiv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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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abnormal pulmonary function test and

neonatal variables*

OR 95% CI P-value

Head circumference 0.17 0.017-0.64 0.04

Abdominal circumference 0.37 0.10-0.78 0.04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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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우측 선천성 횡격막 탈장(n=2)을 제외한 환아들(n=28)에서 폐 전산화

단층 촬영 상 측정된 폐 용적을 측정한 결과 TLV<50 에 해당하는 환아는

10 명(35.7%)이었다. 전체 폐 용적 대비 좌측 폐 용적 비의 평균값은 47.9±2.5%

였다. TLV≥50 에 해당하는 군과 TLV<50 에 해당하는 군의 전체 폐용적 대비 좌측

폐용적비의 비율은 각각 48.7±1.9% 및 46.6±3.1%로 TLV≥50 군에서 좌측 폐의

용적 비가 더 큰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value

0.08). 좌/우 주기관지 직경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6). TLV<50 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화 단층 촬영상 환측 폐의 폐기종성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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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uted tomography finding of surviv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patients*

Total (n=28) TLV≥50 (n=18) TLV<50 (n=10) P-value

TLV, mL 1,140.0±401.5 1,339.1±363.9 781.7±107.3 0.000

TLV/BSA, mL/m2 1,391.3±406.3 1,619.4±309.6 980.7±150.6 0.000

LLV ratio 47.9±2.5 48.7±1.9 46.6±3.1 0.08

dRMB, mm 8.4±1.8 8.4±2.2 8.3±0.7 0.9

dLMB, mm 6.2±1.4 6.0±1.7 6.5±0.9 0.3

dLMB/dRMB 0.8±0.1 0.7±0.1 0.8±0.1 0.1

Total Lung Volume (TLV), Total Lung Volume to Body Surface Area ratio

(TLV/BSA), Left Lung Volume to total lung volume ratio (LLV ratio),

diameter of Right Main Bronchus (dRMB), diameter of Left Main Bronchus

(dLMB), diameter of left main bronchus to diameter of right main bronchus

ratio (dLMB/dRMB)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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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onal CT scans taken at around 6 years-old age patients with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Note multiple emphysematous lesions of the

left lung usually developed in apical and/or basal segment (red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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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산기-신생아기 임상지표와 폐 전산화 단층 촬영 지표의 연관 관계 분석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의 폐의 구조적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환아들을 TLV≥50 및 TLV<50 으로 분류 후 주산기-신생아기

임상 지표를 비교하였다. 두 군간에 폐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연령은

차이가 없었다. 성별 및 출생 체중, 재태 연령 및 1분/5분 아프가 점수에서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 기능 검사와 연관이 있었던 신체 계측 지표도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두 군간 결손의 크기 및 탈장 된 장기의 개수 및 종류,

호흡 보조 요법의 시행 및 산소화 지수 등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TLV<50 군이 TLV≥50 군에 비하여 인공 호흡기 치료를 더 오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value < 0.05). 기타 재원 기간 및, 지속성 고혈압, 기흉의

발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출생체중, 재태 연령, 성별,

머리 둘레, 가슴 둘레, 복부 둘레 및 양수과다증 여부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복부 둘레가 작은 환아(OR 0.51, P-value < 0.05)에서

유의하게 오즈비가 높았으며, 양수과다증이 있었던 환아(OR 26.10, P-value

0.06)에서 오즈비가 높은 경향성을 보여주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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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neonatal characteristics in between high and low lung

volume groups*

TLV≥50

(n=18)

TLV<50

(n=10)

P-value

CT age†, years 6.3±1.1 6.3±0.9 1.0

Perinatal factors

Male, n (%) 11(61.1%) 4(40.0%) 0.2

Birth weight, g 3,007.6±320.1) 2,898.6±325.1 0.4

Gestational age, weeks 38.4±1.0 38.4±1.2 0.9

1min APAGAR score 6.1±1.7 5.9±1.2 0.8

5min APAGAR score 7.9±1.2 7.6±1.1 0.5

HC‡, cm 34.6±1.1 34.5±1.4 0.8

CC‡, cm 32.0±1.4 31.5±2.0 0.4

AC‡, cm 29.3±1.7 27.8±2.8 0.1

HC/CC‡ 1.1±0.04 1.1±0.08 0.4

Polyhydramnios, n (%) 1(5.6%) 3(30.0%) 0.2

Surgical findings

Herniated organs, n 3±1.0 3±0.9 1

Stomach, n (%) 8(44.4%) 5(50.0%) 0.6

Small bowel, n (%) 17(94.4%) 9(90.0%) 0.4

Colon, n (%) 13(72.2%) 8(80.0%) 0.6

Liver, n (%) 2(11.1%) 2(20.0%) 0.5

Spleen, n (%) 10(55.6%) 8(80.0%) 0.2

Kidney, n (%) 1(5.6%) 0(0.0%) 0.6

Defect size, cm2 11.7±6.1 12.5±13.7 0.9

Neona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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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to operation 3.9±1.8 4.3±1.8 0.6

HFOV, n (%) 6(33.3%) 5(50.0%) 0.3

iNO, n (%) 0(0.0%) 2(20.0%) 0.1

ECMO, n (%) 0(0.0%) 1(10.0%) 0.4

Max FiO2
§ 0.5±0.3 0.5±0.3 0.8

Max OI? 10.0±15.4 11.7±11.6 0.7

Mean OI¶ 3.8±2.1 4.2±3.7 0.7

Preop Mean OI** 5.7±5.0 6.0±6.5 0.9

Duration of ventilation, days 7.1±3.4 13.0±8.2 0.01

Hospital days 21.7±9.9 28.3±15.5 0.2

PPHN, n (%) 7(38.9%) 6(60.0%) 0.2

Pneumothorax, n (%) 1(5.6%) 0(0.0%) 0.6

Total Lung Volume above 50% (TLV≥50), Total Lung Volume below 50% (TLV<50),

Head circumference (HC), Chest circumference (CC), Abdominal circumference

(AC), Head circumference to chest circumference ratio (HC/CC), High

Frequency Oscillator Ventilation (HFOV), Inhaled Nitric oxide therapy

(iN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PPHN)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 Age at which computed tomography performed

‡ Measured at birth

§Max FiO2 means maximum oxygen concentration given during ventilation care.

? Max OI means maximum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 Mean OI means average value of oxygen index during hospitalization

** Pre op OI means average value of oxygen index prior to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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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variate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and neonatal

variables*

OR 95% CI P-value

Abdominal circumference 0.51 0.23-0.86 0.03

Polyhydramnios 26.10 1.47-1,569.91 0.06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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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 기능 검사와 폐 전산화 단층 촬영의 상관 관계 분석

폐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폐 기능

검사의 이상여부와 TLV<50 여부의 빈도를 포함한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상 폐기능과 비정상 폐기능군에서 TLV<50은 각각 5명(23.8%,

71.4%)로 폐 용적이 큰 환아들에서 정상 폐 기능의 빈도가 높았다(P-value <

0.04)(Table 9).

7.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의 장기 예후

호흡기계 이외의 타 장기의 장기적 예후를 기관별로 평가하였다.

근골격계 이상은 20명(66.7%)에서 확인되었고, 척추측만증 12명(37.5%),

척추전만증 1명(3.3%), 흉곽 변형 12명(40.0%), 자세 이상 12명(40.0%)이었다.

성장과 관련된 문제는 불량한 체중 증가 7명(23.3%)이었다. 위장관계 이상은

8명(26.7%)이 확인되었고, 위식도역류질환 5명(16.7%), 장유착 3명(10.0%)

이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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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ssociation between pulmonary function test findings and chest

tomography findings *

Normal PFT

(n=21)

Abnormal PFT

(n=7)

P-value

TLV<50, n (%) 5(23.8%) 5(71.4%) 0.04

TLV, ml 1,244.5±407.9 826.5±133.6 0.01

TLV/BSA, ml/m2 1,515.9±391.3 1,017.3±121.8 0.003

LLV ratio 48.6±1.8 45.9±3.4 0.01

dRMB, mm 8.4±2.0 8.4±1.0 0.9

dLMB, mm 6.3±1.6 6.0±1.0 0.7

dLMB/dRMB 0.8±0.1 0.7±0.1 0.5

Total Lung Volume below 50% (TLV<50), Total Lung Volume (TLV), Total Lung

Volume to Body Surface Area ratio (TLV/BSA), Left Lung Volume to total

lung volume ratio (LLV ratio), diameter of Right Main Bronchus (dRMB),

diameter of Left Main Bronchus (dLMB), diameter of Left Main Bronchus to

diameter of Right Main Bronchus ratio (dLMB/dRMB)

* Patients with left sided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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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condary clinical outcomes

Clinical diagnosis n (%)

Skeletal problems, n (%) 20(66.7%)

Scoliosis, n (%) 12(40.0%)

Lordosis, n (%) 1(3.3%)

Kyphosis, n (%) 0(0.0%)

Chest deformities, n (%) 12(40.0%)

Posture abnormalities, n (%) 12(40.0%)

Growing problems, n (%) 7(23.3%)

Poor weight gain, n (%) 7(23.3%)

Gastrointestinal problems, n (%) 8(26.7%)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n (%) 5(16.7%)

Intra-abdominal adhesion, n (%)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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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에서 장기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의 대부분은 만

6 세 전후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나타냈다. 약 1/4 정도의

환자들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는 주로 제한성

환기장애의 형태로 나타났다. 좌측 선천 횡격막 탈장 소아의 좌측 폐의 용적

비가 47.9±2.5%로 이는 정상 성인이 앙와위에서 측정한 값인 48%와 매우

유사하였다 21,22). 또한 폐 용적이 큰 환아들이 정상 폐 기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의 장기적 폐 기능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폐의 기능적, 구조적 호전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Beals(1992)23)에

따르면, 선천성 횡격막 탈장 사망환 환아들의 폐를 부검한 결과 폐 용적 및

무게, 폐 동맥의 길이 및 직경은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폐포의 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도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Falconer(1990)24) 및 Hislop(1976)25) 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저형성 된

환측 폐에서 폐포의 수적 증가는 없이 폐포의 과팽창에 의한 양적증가만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장기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의 폐 기능

변화에 관하여 기술한 Ijsselstijn(1997)26)의 연구에서는 경도 및 중등도의 폐

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중앙연령 11.7 세의 연령에서 평가한 결과

총폐용적(TLC)은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FVC 및 FEV1 은

감소되어 있었고, 잔기량(RV)는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동물

연구에서는 유전적 결함에 기인한 화학 물질 및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횡격막의 발생이 저해되어 질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7). 또한 유산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태아의 폐 조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은

재태 연령 22 주에서 26 주 사이에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28). 재태 주령

22~26 주는 세관기에서 소낭기로 이행 과정에서 세기관지 및 폐포낭의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폐 형성 저하를 겪은 환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폐포낭 발달 저하를 보인다. 폐는 출생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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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의 과정을 겪게 되며 주로 말초 기도의 발달에 의한 공기 전도 증가와

폐포의 양적 수적 성장에 의한 부피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자들은 출생 후 상대적으로 활발한 말초 기도 발달로 인해

폐쇄성 저하의 정도는 덜한 반면, 태아기 폐포화 과정의 이상으로 인한 제한성

환기장애는 현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 좌측 폐 용적 비의

평균값은 정상 성인과 유사하였으며 이는 손상 받지 않은 오른쪽 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가정 하에 왼쪽 폐도 보상성 성장을 하여, 정상

개체와 유사한 정도의 폐 용적을 획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폐포화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폐포 발달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종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제한성 환기장애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 포함된 다수의 환아들에서도 환측 폐의 폐기종성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출생 당시 머리 둘레 및 복부 둘레가 작은 환아에서 향후

폐의 기능적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머리 둘레 및 복부 둘레의 저하가

태아기 폐 형성 저하에 수반된 태아 성장 지연의 이차적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출생 체중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가설은 흉강내로 탈장 된 장기의 용적이 클수록

유순도가 높은 복부의 성장은 제한되는 반면 제한된 흉강에서의 압력은

증가하여 이에 따른 폐형성 저하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성장 후 폐의 용적이 클수록 폐 기능

이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폐의 구조적 성장 저하가

폐의 기능적 이상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폐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측정된 폐용적은 주산기의 인자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실제로 기종성 변화 병변이 배제된 영역의 폐 용적만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은

측정방법이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선천성 횡격막

환아들의 폐 기능 및 구조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폐 성장은 폐

동맥을 비롯한 심혈관계의 성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폐 동맥 성장 및 폐 고혈압 호전 여부 등 심혈관계 이상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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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폐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측정한 폐 용적 검사치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지 못하였다. 소아의 연령별 폐

용적의 정상치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알려진 바가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앙와위에서 좌측 폐의 용적비를 통하여 좌측 폐의 용적 변화를 예측하였다.

셋째, 폐활량측정법은 순응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일부 환자에서

폐기능 측정이 부정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호기시간이 2 초 미만이었던 9 명의 환아는 순응도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였고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위험도 평가 분석에는 포함되었는데 부적합한 검사를 시행한 9 명의 환아 중

8 명은 정상 폐기능, 1 명의 환아는 제한성 환기장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8 명의 환아들이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현재의 수치보다 더 양호한

결과값을 얻어 정상군에 속했을 것이고 군의 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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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기 생존한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들의 대부분은 학령 전 연령에서

정상 폐기능과 폐용적을 보였다. 일부 환자에서 확인된 폐기능 저하는 주로

제한성 환기 장애였으며 폐 용적은 부분적인 폐의 기종성 변화에 의해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속적인 폐기능 변화를 평가와 대조군을

활용한 정상 폐용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의 폐성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폐기능과 연관된 위험인자가

확인된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중재치료가 소아기 폐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 근골격계, 성장, 위장관계와 연관된

후유증이 조사되어 선천성 횡격막 탈장은 세심한 장기 추적이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질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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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find a long term pulmonary morbidities including pulmonary

function and lung volume and to identify the perinatal and neonatal risk

factors predicting abnormal pulmonary morbidity in survivors of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CDH) who were followed-up until 5 years of age or

older.

Method: This is a prospective study based of patients born at gestational

age of 35 weeks or older with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who

underwent corrective surgery of CDH at Asan Medical Center between 1994

and 2012. Those who followed at least 5 years of age or older underwent

pulmonary function test and chest CT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alysis.

A pulmonary function test was conducted by spirometry and was compared

with the data of a age, gender and ethnic matching control group. 3-D

volumetric measurement of lung volume and structural growth was conducted

with a chest CT. The diameters of the left/right main bronchus, left/right

lung volumes, and the total lung volume was measured by a radiologist.

According to the total lung volume (TLV) relative to body surface area,

patients were grouped into TLV >50 and TLV <50 and the relationship with

perinatal-neonatal factors were analyzed.

Result: The mean age of the 30 subjects was 6.2±0.2. Males accounted for

56.7% of the subjects; and their mean gestational age was 38.4±1.0 weeks,

and their mean birth weight was 2,965±315gm. Of the 28 subjects with left

congenital diaphragm defects excluding 2 subjects with right congenital

diaphragm defects, 7 subjects (25%) were confirmed to have had abnormal

pulmonary function, and 6 subjects (87%) were restrictive pattern. In the

pulmonary function test, all the pulmonary functions except FEF25_75% were

deteriorated compared with the matched control group. Deterioration of

pulmonary fun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d and abd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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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ferences at birth. At the time of follow-up CT scan, the mean total

lung volume was 1,391± 363.9 mL, and the mean ratio of the left lung

volume to the total lung volume was 47.9±2.5%, which was comparable to

48% in healthy adults. The larger the lung volume, the greater chance to

have normal pulmonary function. The lung volume did not correlate with the

inner diameters of main bronchi. In multivariate analysis, the factor

associated with the abnormal lung volume was abdominal circumference at

birth.

Conclusion: About 25% of the CDH infant patients who could be followed up

until about 6 years-old age showed abnormal pulmonary function and mostly

with a pattern of restrictive pulmonary function. Small abdominal

circumference at birth was associated with abnormal pulmonary function and

lower TLC. Preservation of the TLV might be due to partial compensatory

emphysematous change in the left lung in the CDH survivors.

Keywords: Hernias, Diaphragmatic, Congenital, Respiratory Function Tests,

Computed Tomography,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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