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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서 론

신생아는 생후 28일 미만의 미숙아와 만삭아를 지칭하

며, 수정 후 연령은 22-50주, 체중은 0.5-5 kg으로 다양

하다. 이러한 생리학적 특성은 성장과 발달에 따라 급격하

게 변화한다. 생리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급격한 변화는 신

생아의 약동학적 특징(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복잡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동학적 특징을 고려한 약물 선

택과 용량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법률적 문제와

채혈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시행됐다1,2). 이러한 제약에도 불

구하고 신생아 약물요법은 중요하며, 미숙아 생존율 향상

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생아의 약동학

적 특징,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종설의 목적은, 제한된 연구 결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아 약물요법에서 고려해야 할 약동학적 특

징과 응급실에서 비교적 흔한 신생아 질환에 대한 약물 선

택과 용량에 대해 요약하는 것이다.

본 론

1. 신생아의 약동학적 특징

1) 흡수

경구투여된 약물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므로, 위배출

시간의 향을 받는다. 신생아기에는 재태 기간, 나이, 수

유 방법 등에 의해 다양한 위배출시간을 보이므로, 약물의

흡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2). 신생아에서 흔한 위식도역

류는 약물 흡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미숙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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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기관지폐형성이상으로 우심방 압력이 증가하면, 위

장관내 정맥울혈로 인해 흡수가 더욱 저하될 수 있다3,4).

신생아에서는 위내 pH가 6-8이므로, 염기성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높다.

직장내 투여는 경구투여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이다. 신생아기에는 직장내 점막 투과성이 증가하여, 직장

을 통한 약물 흡수율이 연장아의 그것보다 높다5). 그러나

투여 깊이, 좌약의 제형(고체 또는 액체), 직장내 정체시간

등에 의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2).

근육내 투여는 추천되지 않는다1). 근육내 투여 약물의

흡수는 불안정한 혈류 및 혈관 운동성, 불충분한 근육긴장

도와 수축력, 근육내 산소분압 감소로 인해, 예측하기 어

렵다. 게다가, 신생아의 불충분한 근육량으로 인해 약물이

의도치 않게 피하조직으로 투여되면, 흡수는 더욱 저하되

고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조직 손상, 근육내 종괴 또

는 무균농양이 발생하면, 수술적 재건이 필요할 수 있다1).

정맥내 투여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여 방법

이다. 단, 저체중 신생아에서는 투여 속도가 매우 느리고

투여 부위로부터 혈관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 따

라서, 적은 용량을 피부와 가까운 투입구를 통해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1).

흡입투여는 국소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의 발달 정도, 일회호흡량, 호흡수 등에 의해 흡

수 정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며, 아직 이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다2,6,7). 경피흡수는 연장아에서 보다 항진돼 있는

데, 이는 체중에 대한 체표면적 비율이 높고 피부 수분함

량이 많기 때문이다. 스테로이드 연고 또는 크림, 소독약

물의 독성 위험성이 증가한다8).

2) 분포

만삭 신생아의 총 체액은 체중의 75% (미숙아, 85%)이

며, 이는 주로 높은 세포외액 비율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

포외액에 주로 분포하는 수용성 약물은 상대적으로 큰 분

포용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minoglycoside계 항생

제(수용성)는 신생아에서 분포용적이 성인보다 크므로, 원

하는 혈장 농도를 얻으려면 초기에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투여해야 한다5).

신생아에서는 혈장 단백의 양과 결합률이 낮고 내인성

단백결합 경쟁물질(빌리루빈, 유리 지방산)은 많다. 따라

서, 신생아에서는 유리 약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직에 더 많이 분포한다. 예를 들어, 혈장 단백과의 결합

이 적은 theophylline은 주로 조직에 분포하므로 같은 혈

장 농도에서 더 높은 조직 농도를 얻을 수 있다9,10).

3) 대사

주로 간에서 이뤄진다. 간 대사는 1기반응(시토크롬 P450

[Cytochrome P450, CYP]에 의한 산화, 환원, 가수분

해)과 2기반응( 루쿠로나이드화, 황산화 등의 결합)으로

나뉜다. 총 CYP 농도는 출생 시 성인의 30% 수준이고,

CYP 종류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발달을 거쳐 대개 1-2세

이전에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 2기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glucuronosyltransferase, sulfotransferase 등)의

활성도가 저하돼 있다. 따라서 간 대사를 거치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2).

4) 배설

약물 대부분은 수용성이고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그 외

에는 간담도, 피부, 위장관, 호흡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생아기에는 사구체여과율과 요세관 배설이 모두 저하돼

있으므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간격을 늘려야 한다2,5).

5) 치료적 약물 농도 감시

약동학적 특징은 환자 상태의 향을 받으므로, 같은 용

량에 대한 혈장 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의 적정 혈장 농도 범위가 좁거나 심한 독성을 나타내

는 약물에 대해서는 약물 농도 감시가 필요하다11). 신생아

에서는 단백결합이 감소하여, 낮은 혈장 농도에서도 독성

이 나타날 수 있다5,12). 혈장 농도와 효과와의 연관성이 밝

혀져 있는 약물 투여 시, 약물 농도 감시가 용량 조절에 도

움이 된다. 신생아에서 약물 농도 감시가 필요한 약물로는

aminoglycoside, vancomycin, phenobarbital, digoxin

등이 있다12).

2. 신생아기의 약물요법

1)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은 신생아기의 가장 흔한 하기도감염으

로, 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산소

와 수분 공급이다. 약물요법은 권장하지 않으며, 임상증상

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뿐 경과에 향을 주진 못한다13).

(1) 기관지확장제

Albuterol과 같은 베타2작용제를 흔히 사용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Albuterol 흡입투여는 천

식에서는 치료 효과가 입증됐고, 기관지폐형성이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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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숙아에도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기관지염에서의 기도폐쇄는 기도내 염증과 부

종, 점액마개, 소기도의 허탈 등에 기인하므로, 기관지확

장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14,15). 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기관지확장제가 입원율과 입원 기간을 줄이지 못

했다16). 심한 호흡곤란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험

적으로 투여할 수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처음으로 발생한 천명 또는 가벼운 호흡곤

란에서는 시험적 흡입치료도 권장하지 않는다17). 투여 방

법은, albuterol 0.1-0.5 mg/kg (최대 2.5 mg/dose)을

생리식염수 3 mL에 희석하여 5-15분에 걸쳐 흡입시키

고, 호흡곤란 개선이 있다면 4-6시간마다 반복 투여하는

것이다(Table 1). 베타2작용제 경구투여와 epinephrine

흡입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17,18). 외래 또는 응급실 방문

24시간 이내에 epinephrine 흡입투여의 단기적인 효과

가 보고된바 있다19). 그러나, epinephrine 흡입과 스테로

이드 전신 투여 또는 고장성 식염수 흡입투여를 병행했을

때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17,20-22).

(2)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세

기관지 부종 감소를 통해 기도폐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

다. 하지만,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입원율 감소에 효과

가 없다21). 게다가 바이러스 전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경구 및 흡입투여 모두 권장하지 않는다17).

(3) Theophylline

Aminophylline은 미숙아 무호흡의 예방 및 치료를 위

해 흔히 사용하지만, 세기관지염 치료에는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어 권장하지 않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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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sual doses of drugs used in common neonatal diseases

Indications Drugs Doses

Bronchiolitis Albuterol Nebulization: 0.1-0.5 mg/kg/dose q 4-6 h
Pneumonia Ampicillin Non-meningitis: 25-50 mg/kg/dose IV/IM q 6-12 h

Meningitis: 100 mg/kg/dose IV q 6-12 h
Cefotaxime 50 mg/kg/dose IV/IM q 6-12 h
Gentamicin 4-5 mg/kg/dose IV/IM q 24-48 h
Amikacin 15-18 mg/kg/dose IV q 24-48 h
Vancomycin 10-15 mg/kg/dose IV q 6-18 h

Neonatal jaundice IVIG 0.5-1.0 g/kg/dose IV over 2-4 h
Ursodeoxycholic acid 10-15 mg/kg/dose PO q 12 h
Phenobarbital 1.5-4 mg/kg/dose PO q 12 h

Neonatal seizure Phenobarbital Loading dose: 20 mg/kg slow IV push, additional 5 mg/kg doses may
be given up to a total of 40 mg/kg
Maintenance dose: 3-5 mg/kg/dose IV/IM/PO q 24 h

Phenytoin Loading dose: 15-20 mg/kg IV over 30 min
Maintenance dose: 4-8 mg/kg/dose IV/PO q 8-24 h

Lorazepam 0.05-0.1 mg/kg/dose IV push
Midazolam 0.05-0.15 mg/kg/dose IV/IM q 2-4 h

Continuous infusion: 10-60 μg/kg/h
Levetiracetam 10 mg/kg/dose IV/PO q 24 h; increase dose as needed up to maximum of

30 mg/kg/dose q 12 h
GER Lansoprazole 0.73-1.66 mg/kg/dose PO q 24 h

Omeprazole 0.5-1.5 mg/kg/dose PO q 24 h
Ranitidine 2 mg/kg/dose PO q 8 h

Preterm: 0.5 mg/kg/dose IV q 12 h
Term: 1.5 mg/kg/dose IV q 8 h

Famotidine 0.25-0.5 mg/kg/dose IV q 24 h
0.5-1 mg/kg/dose PO q 24 h

Fever Acetaminophen 10-15 mg/kg/dose PO q 6-12 h
15-20 mg/kg/dose PR q 6-12 h

IV: intravenous, IM: intramuscular,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PO: per os, GER: gastroesophageal reflux, PR: per rectal.



(4) Palivizumab

Palivizumab (RSV-특이 단클론항체)은 다른 예방접

종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고 독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미

숙아에서 RSV로 인한 입원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됐다13,24,25).

한국에서도 2세 미만의 고위험군(미숙아, 심한 기관지폐

형성이상, 선천심장질환)에서 RSV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다. RSV 유행기간(10월-3월)에 1개월 간격(최대 5회)으

로 15 mg/kg/dose을 근육내 투여한다. 그러나 치료 목

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13,26).

(5) 항생제

항생제의 일반적 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세기관지염

환자에서 2차세균감염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됐

다. RSV 감염의 약 50%에서 중이염을 동반하지만, 발열

이 없는 바이러스 중이염에서 항생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만약 기관내삽관이 필요한 호흡부전이 있다

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13,17).

(6) 고장성 식염수

고장성 식염수 흡입투여는 이론적으로 점액섬모청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입원 기간과 중증도를 줄

이는 효과가 있고 독성이 적어서 신생아에게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졌다27). 생리식염수보다 3% 식염수를 선호

한다28,29). 하지만, 입원 기간이 3일 이상일 때만 입원 기간

이 줄어드는 점으로 인해 응급실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17).

2) 폐렴

조기 발현 폐렴(생후 7-10일 이내)은 출생 시 감염된 양

수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고 산모의 감염과 관련되며, 후

기 발현 폐렴(생후 2주 이후)은 감염된 기구 또는 개인으

로부터 전파된다. 겨울에는 RSV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지만, 중증도가 높고 호흡부전이 있다면 원인

이 밝혀질 때까지 경험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조기

발현 폐렴에서는 ampicillin과 aminoglycoside 또는

cefotaxime을 병합 투여하고, 후기 발현 폐렴에서는

ampicillin 또는 vancomycin과 aminoglycoside 또는

3세대 cephalosporin을 병합 투여한다30).

3) 신생아 황달

원인과 무관하게 핵황달 위험이 있는 간접 빌리루빈 농

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실패하면 교

환수혈을 시행한다. 현저한 체중감소 또는 탈수가 있으면,

수유 횟수를 늘리거나 정맥내 수액 투여를 시행하고, 원인

(예: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다. 약물요법은 광선치

료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31,32).

(1) 정맥용 면역 로불린

고용량 정맥용 면역 로불린은 동종면역에 의한 용혈을

억제한다. 용혈이 확인된 환자에서 집중적인 광선치료에

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면 고려할 수 있으며, 교환수혈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0.5-1.0 g/kg

을 2-4시간에 걸쳐 투여한다32).

(2) Ursodeoxycholic acid

담즙 정체성 간질환에서 널리 사용하며, 신생아의 간접

빌리루빈혈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33). 답즙의 흐름

을 증가시켜 빌리루빈 농도의 감소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10-15 mg/kg/dose을 12시간마다 경구투여한다34).

(3) Phenobarbital

빌리루빈의 결합과 배출, 담즙의 흐름을 증가시켜 빌리

루빈의 정상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35), 과도

한 진정 또는 다른 대사과정에 향과 같은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1.5-4 mg/kg/dose을 12시간마다 경구

투여한다32).

4) 신생아 발작

만삭아의 1.5-3.5/1,000명, 미숙아의 10-130/1,000

명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phenobarbital과 phenytoin

을 자주 사용하지만, 신생아에서 43%-45%에서만 효과적

이고 인지저하와 같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안전한 항

경련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36).

(1) Phenobarbital

신생아 발작의 일차선택약제로, 적정 혈장 농도는 20-

40 mg/L이며 초회 부하 용량은 20 mg/kg (정맥내)이

다. 혈장 농도가 40 mg/L를 초과하면 독성의 위험이 있

어, 치료적 약물 농도 감시가 필요하다34).

(2) Phenytoin

Phenobarbital에 반응하지 않으면 투여한다. 적정 혈

장 농도는 15-25 mg/L이고, 초회 부하 용량은 20

mg/kg (정맥내)이다. 혈압과 심장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천천히 투여한다(< 1 mg/min). 근육내 투여는 금기

이고, 치료적 약물 농도 감시가 필요하다34).

(3) Benzodiazepine

연장아와 달리, 일차선택약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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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Lorazepam은 0.05-1 mg/kg을 2-5분에 걸쳐 정

맥내 투여하고, midazolam은 0.05-0.15 mg/kg을 정

맥내 투여 후 필요하면 10-60 μg/kg/h로 지속 주입할 수

있다34).

(4) Levetiracetam

최근 한국 신생아 대상 연구에서 발작 조절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36). 10 mg/kg/dose을 24시간

마다 경구 또는 정맥내 투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최대

30 mg/kg/dose (12시간마다)까지 증량할 수 있다34).

5) 위식도역류

생후 2개월 이내에 70%-85%가 경험한다. 병적 증상

(성장장애, 수유곤란, 활모양강직, 무호흡, 호흡곤란, 토

혈) 또는 식도염(내시경으로 확인)에는 약물요법이 필요하

다.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 또는 예방적 투여는 권

장하지 않는다.

(1) Proton pump inhibitors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물로는 lansoprazole

과 omeprazole을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37,38). 용량은

lansoprazole은 0.73-1.66 mg/kg/dose (경구, 24시

간마다), omeprazole은 0.5-1.5 mg/kg/dose (경구,

24시간마다)이다34).

(2) H2수용체 길항제

H2수용체에 작용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내 pH를

증가시킴으로써, 식도 점막 손상과 불편감을 줄인다.

Ranitidine이 괴사장염과 후기 패혈증의 위험을 높인다

는 보고39,40)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널리 사용한다. 만삭아

용량은 경구로 2 mg/kg/dose (경구, 8시간마다) 또는

1.5 mg/kg/dose (정맥내, 8시간마다)이고, 미숙아 용량은

0.5 mg/kg/dose (정맥내, 12시간마다)이다. Famotidine

은 0.5-1 mg/kg/dose을 24시간마다 경구투여하거나,

0.25-0.5 mg/kg/dose을 24시간마다 정맥내 투여한다41).

(3) 위장운동촉진제

위장운동촉진제는 이론적으로 위배출시간을 단축함으로

써 위식도역류를 줄이고 식도의 연동운동과 하부 괄약근

수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Metoclopramide는 도

파민D2수용체 길항제로,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신경학적

증상(보챔, 의식저하, 무호흡, 구역, 지연이상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에서 권장하지 않는다42). Domperidone은

부정맥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37,43). 한

미숙아 대상 연구에서 부정맥 발생이 없었다고 보고됐으

나44),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6) 해열제

환자의 불편과 불감수분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발열 자체가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신경학적 합병

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예방접종 후 발열에

대한 예방적 투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신생아에서 해열제

가 감염 또는 탈수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 Ibuprofen

미숙아 동맥관개존증의 치료에 사용하지만, 해열 목적

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6개월 미만에서는 비스테

로이드소염제의 독성(사구체여과율 감소, 위장관출혈, 중

성구 기능 감소, 기관지수축 등)으로 인해 더욱 제한한다.

과량의 ibuprofen 복용 후 저나트륨혈증과 전신부종을

보인 증례가 보고되기도 했다45).

(2) Acetaminophen

신생아에게서도 비교적 안전한 해열제다. 그리고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채혈 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46). 15-20 mg/kg/dose을 6-12시간마다 경

구투여하거나, 20-25 mg/kg/dose을 직장내 투여할 수

있으나, 간독성의 위험성이 있다47,48). 긴 반감기로 인해 반

복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며, 미숙아에서 정맥내 투여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미숙아 생존율 향상에 따라 신생아 약물요법의 중요성

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생아 약물요법

을 위해서는, 생리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급격한 변화, 이

에 따른 약동학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약물 용량

에 대한 지식과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 용량을 결정하

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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