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임신 중 태아 순환계 평가는 1983년

Campbell등이 처음 보고한 이래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임신성고혈압이나 태아발육지연을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산모와

태아에 해가 적고, 객관적이며 반복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자궁동맥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임신성고혈압질환이나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임상적

으로유용한검사로인정되고있다[1-4].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임신중인 산모의 혈관내 혈류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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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 임산부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석상 혈류 저항에 대한 태반의 영향을 평가하며,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임신 18주 이후에 초음파로 태반의 위치를 정하고, 양측 자궁동맥에서 도플러 초
음파검사를 시행하였던 7,016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태반의 위치는 중앙 태반
(central placenta)과 외측 태반(lateral placenta)으로 구분하였으며, 외측 태반인 경우 태반
과 같은 위치의 동측성 자궁동맥(ipsilateral uterine artery)과 반대쪽의 대측성 자궁동맥
(contralateral uterine artery)을, 중앙 태반인 경우 중앙 자궁동맥(central uterine artery)
으로 나누어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들 각 군 간의 임신 주수에 따른 도플러 지수를 구하여
태반 위치 및 주산기 예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 자궁동맥의 수축-이완비(S/D ratio)는 동측성 자궁동맥과 대측성 자궁동맥이 1.89+0.34,
2.08+0.48이었으며, 중앙 자궁동맥인 경우 양측 자궁동맥 평균치가 2.02+0.85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궁동맥 수축-이완비는 임신 주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임신 27주 이후에는 동측성 자궁동맥과 대측성 자궁동맥이 1.85+0.34, 2.01+0.54, 중앙 자
궁동맥이 1.96+0.40 으로 일정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 자궁동맥의 수축-이완비는 태반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자궁동맥의 도플러 분석 시
태반위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었다. 

색인단어 : Ultrasound(US), Doppler studies
Arteries, uterine
Plac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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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 상 오차가 크므로 임상적 적용

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임상적으로 산모 혈류저항 평가는 혈

류파형을 구하여 이에 따른 도플러 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도플

러 지수에는 수축-이완비(S/D ratio), 저항지수(Resistance in-

dex)와 박동지수(Pulsality index)를 사용하며, 이들 사이 임상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축-이완비의 경우 계

산이용이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5]. 

도플러 초음파검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민

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낮아 일반산모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문제

를 가지고 있다 [6,7]. 이는 아마도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자

로서는 측정자의 검사 방법과 측정 부위의 차이 및 태반의 위치

등이 알려져 있다[8]. 임신 중 자궁동맥은 나선 동맥 중간층의 근

육 탄성 조직이 소실되어 혈류에 대한 저항 감소가 일어난다. 이

와더불어, 혈관들이분지하면서궁상동맥(arcuate artery)과태

반하동맥(subplacental artery)을 통해 태반으로 혈류를 공급하

기 때문에 태반의 위치는 자궁동맥의 혈류 상태에 변화를 주게된

다. 

현재까지 도플러 지수의 평가는 양측 자궁 동맥 도플러 지수들

의 평균치를 사용하거나 태반의 위치에 상관없이 높은 혈관 저항

을 나타내는 자궁동맥의 도플러 지수들을 사용하여 왔다 [1, 3,

9, 10]. 이와 같은 방법들은 태반의 영향을 무시하여 도플러 검사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한 도플러 지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발표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태반의 위치를 고려한 자궁 동맥 도플러 지

수를 평가하여, 불량한 임신 예후를 예측하고 산과적 처치에 이

용되는 도플러 검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및방법

본 연구는 1997년 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관리

를 받은 임산부 중 월경주기가 일정하고, 최종 월경일이 확실하

며, 산전 진찰 중 시행한 초음파 검사 시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

석을 임신 18주 이후에 시행한 임산부로서, 분만후 태아의 선천

성 기형,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한 7,016명의 산모를

대상으로하였다.

초음파 검사에 사용한 기기는 ATLUM9HDI, HDI3000 혹은

HDI5000(Advanced Technology Laboratory, Bothell, 미국)이

며, 자궁 동맥의 혈류 파형 측정은 3.5 MHz 탐촉자를 이용하였으

며, 표본 관문(samle gate)은 2 mm였으며 100Hz의 벽여과

(high pass filter)를 사용하였고 반복 펄스 주파수는 2에서 12

kHz였다. 자궁동맥의 도플러 파형 측정 법은 Thaler등의 방법을

변형하였다 [11]. 즉, 산모를 10분 이상 휴식시킨 후, 산모의 복

부를 통해 색도플러로 외장골 동맥을 확인한 후에 외장골 동맥의

내측으로 지나가는 자궁동맥을 확인하여, 이 두 동맥이 교차하는

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에서 도플러 파형을 구하였다

(Fig.1). 도플러 파형은 가능한 가장 작은 초음파 입사각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으며, 명확한 파형이 얻어졌을 때 파형을 분석하였

다. 도플러 파형 분석은 일정한 모양의 5개 이상의 파형이 얻어졌

을 때 영상을 고정시킨 후 최고 수축기와 말기 이완기의 혈류 속

도의비를구하였다.

태반의 위치는 초음파검사로 정하였으며, 태반이 좌, 우측으로

균등히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중앙 태반(central placenta)으로

정의하였다. 태반의 3/4 이상이 측면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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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of sampling: The uterine artery at the crossing with
the external iliac artery.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lacental location in relation
to the uterine midline(central placenta: placenta equally located
to the right and left side, lateral placenta: more than 75% of pla-
centa toward the lateral side).



측 태반(lateral placenta)으로 정의하였으며 우측 태반(right

placenta)과좌측태반(left placenta)으로나누었다. 자궁의위치

가 변형되어 있어 위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자궁주위 혈관

(parametrial uterine vessel)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2). 태반이

자궁 전면(anterior placenta) 또는 후면(posterior placenta)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서는 구분을 하지 않았다. 외측 태반의 경우

태반과 자궁 동맥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인 동측성 자궁동맥(ip-

silateral uterine artery)과 상이한 위치의 대측성 자궁동맥

(contralateral uterine artery)으로 나누었으며, 중앙 태반인 경

우중앙자궁동맥(central uterie artery)의좌, 우로구분하였다.

외측태반인 경우 임신 주수에 따른 동측성 자궁동맥과 대측성

자궁동맥 각각의 도플러 지수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구하여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중앙 태반인 경우 좌, 우 자궁 동맥의 평균치를

구하여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7,016명의 대상환자 중 임신 28주

이후에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본원에서 분만한

5,3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산기 예후와 자궁동맥 도플러 지수

치를 비교하였다. 외측 태반인 경우 한 쪽의 자궁동맥이라도 도

플러 지수가 95 percentile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으로 정의하였

으며, 중앙 태반인 경우 양측 자궁동맥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임신성 고혈압 및 주산기 예후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산과

기록과 신생아 기록을 참조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임신성

고혈압의 유무, 분만시의 임신주수 및 출생시 신생아 체중, 태아

발육지연 여부, 진통중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제왕 절개술 시행, 5

분 Apgar,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여부, 그리고 주산기 사망 등으

로 정하였다.  불량한 주산기 예후는 태아발육지연, 진통중 태아

곤란으로 제왕 절개술 시행, 5분 Apgar가 7미만, 신생아 중환자

실 입원여부, 주산기 사망 중 한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

였다.  주수에 따른 도플러 지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산기 예후와의 연관성은 t-

test 나 χ2-test를 사용하였다. p value 0.05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판단하였다. 

결 과

1. 임신주수에따른도플러지수치의변화:

7,016명의 대상환자 중 4,500명이 외측 태반에 해당하여 동측

성 자궁동맥과 대측성 자궁동맥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2,516명

은 중앙태반으로 관찰되었다. 세 군 간 도플러 지수는 동측성 자

궁동맥은 평균 1.89+0.55 였으며, 대측성 자궁동맥과 중앙 자궁

동맥이 2.08+0.48과 2.02+0.85로 세 군간에 통계학적인 차이

를 보였으며, 주수에 따른 도플러 지수 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었다 (Table 1). 도플러 지수 치는 임신 18주 이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임신 27주 이후 41주까지 동측성 자궁

동맥 1.85+0.34, 중앙 자궁동맥 1.96+0.4, 대측성 자궁동맥

2.01+0.54로일정하게되는양상을보였다(Fig.3). 이를기초로

하여 자궁동맥 도플러 지수의 분석 기준을 주수에 따른 95 per-

한성식 외 :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석상 태반위치에 따른 도플러 지수치의 변화

- 195 -

Fig. 3. Mean values of S/D ratio by placental location (After 27
weeks, contralateral: 2.01±0.54, central 1.96±0.40, ipsilateral
1.85±0.34)

Table 1. Mean Values of S/D Ratio by Placental Location

Weeks ipsilateral central contralateral weeks ipsilateral central contralateral

18 2.35±0.49 2.46±0.54 3.10±1.55 30 1.87±0.44 1.93±0.24 2.01±0.54
19 2.13±0.41 2.40±0.48 2.35±0.61 31 1.89±1.27 1.96±0.36 1.95±0.38
20 2.08±0.42 2.35±1.35 2.27±0.54 32 1.83±0.29 1.98±0.80 1.97±0.41
21 2.09±0.43 2.16±0.39 2.30±0.58 33 1.83±0.33 2.16±2.91 1.96±0.42
22 2.00±0.40 2.15±0.48 2.23±0.62 34 1.82±0.29 1.93±0.41 1.91±0.36
23 1.98±0.49 2.09±0.39 2.15±0.49 35 1.82±0.37 1.91±0.32 1.95±0.46
24 1.99±0.39 2.05±0.32 2.17±0.50 36 1.80±0.29 1.95±0.26 1.92±0.35
25 1.96±0.37 2.09±0.45 2.17±0.57 37 1.83±0.32 1.90±0.23 1.91±0.39
26 1.91±0.29 2.00±0.27 2.05±0.47 38 1.78±0.25 1.88±0.32 1.89±0.36
27 1.98±1.22 1.95±0.28 2.04±0.40 39 1.84±0.48 1.90±0.24 1.91±0.37
28 1.87±0.39 1.97±0.33 2.02±0.52 40 1.77±0.25 2.00±0.45 1.93±0.38
29 1.97±0.48 1.96±0.40 2.12±0.66 41 1.87±0.37 1.95±0.32 1.91±0.45

mean±SD



centile을정할수있었다(Table 2).

2. 도플러지수치와임신예후와의연관성: 

비정상 도플러 지수를 보인 경우 분만시 임신 주수가

37.6+3.0주로정상군의38.5+2.1주보다조기분만하였고, 분만

시 평균체중도 비정상 군에서 2954+723 gm 으로 정상군의

3180+524 gm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게 낮았다 (Table

3). 불량한 임신 예후의 평가항목인 출생 시 태아발육지연의 빈

도, 5분 Apgar치가 7미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여부, 진통중 태

아 곤란으로 인한 제왕절개술 빈도, 주산기 사망에서 두 군간 모

두 의의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중 한가지라도 나타난 경우인

불량한 주산기 예후도 정상군 4856명 중 1121명(23.1%), 비정

상군 454명 중 174명(38.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빈도에서도 비정상군454명 중

175명(38.5%)으로 정상군 4856명 중 384명(7.9%)보다 의의

있게높았다(Table 3).

고 찰

임신18주와41주사이에서측정한도플러초음파상자궁동맥

의 수축-이완비는 주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임신

27주 이후에는 동측성 자궁동맥이 1.85+0.34, 대측성 자궁동맥

은 2.08+0.48, 중앙 자궁동맥인 경우 2.02+0.85로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 전 자궁동맥은 혈류의 저

항이 높아서 도플러 초음파상 이완기 혈류가 거의 없는 높은 수

축-이완비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임신 시는 제 1삼분기에 자궁

근층의 나선동맥을 따라 영양배엽세포의 침윤이 일어나고, 나선

동맥 중간층의 근육탄성 조직 소실이 일어나, 나선동맥은 많은

형태학적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융모 간 관류가 증

가하고, 자궁태반 순환상의 혈류저항이 감소하여 이완기 혈류가

증가하여 수축-이완비가 감소하게된다 [12]. 이번 연구로 주수

에 따른 자궁동맥 혈류저항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자궁동

맥별로주수에따른평가기준치를설정할수있었다.

임신 중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석상 증가된 수축-이완비는

초기 이완기 함요와 함께 불량한 주산기 예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11, 13]. 임신성 고혈압이나 태아 발육부전인

경우 영양배엽세포의 자궁내 탈락막 및 근층에서의 침윤이 얕게

되어 있으며,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혈관 변화가 자궁

태반동맥의 탈락막 부위에 국한되고 자궁근층은 근탈력조직의

구조에 변화가 없다. 이러한 영양배엽세포 침윤의 장애로 혈관이

전반적으로 수축되게 되며 자궁 태반혈류도 감소된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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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ference Values of S/D ratio by Placental Location

Weeks ipsilateral central contralateral weeks ipsilateral central contralateral

18 2.80(6) 3.50(21) 6.00(6) 30 2.45(240) 2.40(140) 2.75(240)
19 2.90(41) 3.40(51) 3.30(41) 31 2.30(307) 2.50(176) 2.60(307)
20 2.85(140) 3.20(130) 3.30(140) 32 2.30(312) 2.40(134) 2.70(312)
21 2.90(186) 2.80(168) 3.60(186) 33 2.40(295) 2.50(145) 2.60(295)
22 2.70(190) 2.90(132) 3.00(190) 34 2.40(266) 2.70(135) 2.60(266)
23 2.50(165) 2.75(120) 3.00(165) 35 2.40(277) 2.40(122) 2.60(277)
24 2.20(173) 2.50(133) 3.20(173) 36 2.30(282) 2.40(122) 2.60(282)
25 2.60(169) 2.70(100) 3.10(169) 37 2.50(276) 2.30(87) 2.60(276)
26 2.40(184) 2.60(110) 2.80(184) 38 2.30(218) 2.60(65) 2.50(218)
27 2.40(211) 2.40(120) 2.70(211) 39 2.50(98) 2.30(50) 2.70(98)
28 2.40(190) 2.50(125) 2.80(190) 40 2.20(48) 2.50(15) 2.60(48)
29 2.70(199) 2.50(113) 3.20(199) 41 2.60(22) 2.50(10) 2.80(22)

95 percentile(number of patients)

Table 3. Pregnancy Outcomes in Relation to S/D Ratio by

Placental Location

Normal S/D Abnormal S/D
(n=4856) (n=454)

Gestational weeks at delivery** 38.5±2.1 37.6±3.0
Birth weight**(gm) 3180±524 2954±723

C/S for fetal distress* 2.6% 4.3%
5 min. AS<7** 1.77% 7.6%
IUGR** 5.9% 12.9%
NICU admission** 20.6% 32.0%
Perinatal death** 0.6% 1.9%

Adverse perinatal outcomes** 23.1% 38.3%
Pregnancy induced 7.9% 38.5%
hypertension**

*p<0.05, **p<0.001
C/S, Cesarean section; AS, Apgar score;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D, systolic/diastolic
ratio
The adverse perinatal outcome was defined positive if any one of the
above five category was positive.



자궁 태반혈류의 감소는 자궁동맥 도플러 초음파의 지수 변화로

관찰할 수 있는데, 임신성 고혈압이나 태아 발육 지연같은 자궁

태반 기능 부전인 경우 자궁동맥 수축-이완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초기 이완기 함요가 임신 26주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불량한 주산기 예후를 예측하고 고위험 임

신에 있어 산과적 처치에 이용하고자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주수에 따라 비정상 수치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정

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임신성 고혈압의 빈도나 불량한 주산기 예

후에 있어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 방법이 유사

하였던 이전의 연구에서 비정상 수축-이완비와 임신성 고혈압

빈도및불량한임신예후연관성은18.5%와21.4%였으나, 태반

영향을 고려시 38.4%와 38.3%로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

다[3].

산모의 자궁동맥에서 도플러 지수를 이용한 도플러 파형 분석

은 고위험 임신 특히 임신성 고혈압이나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의

발생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고위험 임신의 예측 가능성은 도플

러검사만의 장점이며 고위험 임신 병력을 가지고 비정상 도플러

소견을 보이는 산모에 저용량의 aspirin을 투여함으로서 주산기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6, 17].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한 자궁동맥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민감도와 양성예측

율이 낮아 효용성에 문제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어 [5,6]. 위양성

률을 줄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보고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4). 이러한 낮은 효용성과 보고

자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측정자의 검사 방법과 측정 부위의 차

이및태반의위치등이그원인이라하였다[8].

도플러검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용성의 문제

는 일반산모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 혈관(umbilical artery), 중대죄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이나 신동맥(renal artery), 정맥관(ductus

venosus)등과 같은 다른 태아 혈관의 도플러 파형을 같이 검사

하는 경우나 기존의 태아 건강 검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등이

보고되어 효용성을 높였으나 경제적인 면이나 검사의 소요 시간

을 고려할 때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임신 중 자궁동

맥은 나선 동맥중간층의 근육탄성조직이 소실되어 혈류에 대한

저항 감소가 일어난다. 이와 더불어, 혈관들이 분지하면서 공상

동맥과 태반하동맥을 통해 태반으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태

반의 위치는 자궁동맥의 혈류 상태에 변화를 주게된다. 이런 이

유로 태반의 위치에 따라 양쪽 자궁동맥은 관류량에 차이를 보이

며 혈관 저항에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태반이 외측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태반과 반대쪽의 자궁동맥은 도플러 분석상 높은 혈

류 저항과 도플러 지수들의 의의 있는 증가를 보이게 된다 [22,

23]. 임신이 진행되면서 자궁동맥의 원위부는 여러 줄기로 갈라

지면서 서로 연결되어 태반 밑의 자궁근층을 관류하게 된다 [22,

24]. 태반과 자궁동맥의 위치가 동일하다면 자궁동맥은 태반 아

래의 자궁근층을 관류할 것이며 자궁동맥의 도플러 지수는 태반

혈류 상태를 반영할 것이다. 태반과 자궁동맥의 위치가 상이하다

면 자궁동맥은 태반과 상관없는 자궁근층을 관류하여 자궁태반

혈류 장애가 없더라도 높은 혈류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23]. 본

연구에서도 태반과 위치가 동일한 자궁동맥의 수축이완비가 그

반대의 자궁동맥 수축이완비에 비해 의의 있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반의 영향으로 낮은 혈류저항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되며, 자궁동맥의 도플러 파형 분석시 태반의 위치를 고려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태반의 위치를 고려 자궁동

맥의 도플러 파형 분석을 시행하면, 자궁동맥과 태반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산모 군에서 혈류 저항이 낮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태아 발육지연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군보다 유

용성이 있다고 하였다 [20, 23]. 또 외측태반인 경우 중앙태반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이나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의 빈도가 증가하

며 그 원인으로 양측 자궁동맥의 혈류 저항 차이에 의한 허혈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26]. 태반의 위치에

따른 평가하는 자궁동맥의 선택 및 주산기 예후와의 연관성에 대

한향후연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자궁동맥의 혈류 저항은 태반 위치에 따라 변화하

며 도플러 파형 분석시 태반 위치를 고려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 태반 위치에 따른 자궁동맥 도플러 지수의 분석기준을

적용 시 도플러 검사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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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he Value of Doppler Velocimetry for the Prediction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or Poor Perinatal

Outcomes*

저 자 검사주수# 도플러지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율 음성예측율

Campbel et al.[15] 16-18 RI*2SD 68% 69% 42% 87%
Bewley et a.[16] 16-24 RI>95th centile 24% 95% 20% 96%
North et al.[17] 18-22 A/C ratio@, >90th centile 83% 88% 8% 100%
Harringtonet al.[18] 24 Bilateral notch, 81% 97% 27% 99.7%

RI>95th centile
Park et al.[3] >26 S/D ratio>2.6, 11.3% 99.8% 92.6% 82.7%

Early diastolic notch

#gestational weeks, *resistance index, @the ratio between peak systolic(A) and early diastolic(C) blood flow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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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Indices of Uterine Artery Doppler Velocimetry 
by Placental Location

Sung Shik Han, M.D., Yong Won Park, M.D., Jae Sung Cho, M.D.,
Hye Kyeung Kwon, M.D., Jae Wook Kim, M.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Our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vascular resistance of uterine artery and placen-
tal location, and to establish the reference value of Doppler index in uterine artery by placental location.

MATERIALS and METHODS : Placental location and flow velocity waveforms of both uterine arteries in 7,016 pregnant
women after 18 weeks gestation were examined using 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Placental location was
classified as central and lateral placenta and the uterine artery with lateral placenta were divided into ipsilateral
uterine artery(same side of the placenta) and contralateral uterine artery(opposite side of the placenta). The uter-
ine artery with central placenta was classified as the central uterine artery. Systolic-Diastolic ratio(S/D ratio) of
uterine arteries by gestational weeks were calculated and campared with the placental location and perinatal out-
comes.

RESULTS : In the lateral placenta group, the S/D ratio of the contralateral uterine artery was higher than the ipsilateral
one(mean=2.08+0.34 Vs 1.89+0.34, p=0.0001). S/D ratio of the uterine artery decreased during second
trimester and the ratio after 27 weeks was a tendency to have a constant values(ipsilateral: 1.85+0.34, central:
1.96+0.40, contralateral: 2.01+0.54). 

CONCLUSION : S/D ratio of the uterine artery was affected by placental location. So when we evaluate Doppler spec-
trum of uterine artery, placental loc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we established the reference value of Doppler
index of uterine artery by placent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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