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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에서 도플러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 

 

목적 : 자궁내 태아발육지연 및 산과적 위험요인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통해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에 따른 주산기 결과 및 신생아기 

이환과의 관련을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 1996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아발육지연아를 분만한 총 16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제대동맥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수축기 속도와 이완기말 속도의 

비(S/D비)에 따라 정상군(I군, n=104), 비정상군(II군, n=47), 이완기말 

혈류속도가 없거나 역전된군(III군, n=13)으로 분류하여 주산기 결과 및 신생아기 

이환을 비교 하였다. 

 

결과 : 주산기 결과에서 I군과 비교하여 출생시 임신주수는 III군에서 의미있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37주미만의 조산, 1분 또는 5분에 5점 미만의 낮은 아프가점수를 갖는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II군과 III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생아 

이환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II군과 III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정상군(II군)에서 출생시 임신주수를 보정한 후에도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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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결과(p<0.05, odds ratio 6.7)와 신생아 이환(p<0.05, odds ratio 2.3)을 

의미있게 반영 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태아발육지연에서 비정상적인 제대동맥 혈류속도의 파형을 

분석 함으로써 발육지연태아의 불량한 주산기 결과 및 신생아 이환을 예측할 수 

있어 산과적인 태아감시 시행여부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말 : 태아발육지연, 제대동맥 도플러, 주산기 결과, 신생아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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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발육지연에서 도플러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  

지도교수 : 서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원형재 

 

I.  서론 

태아발육지연아는 정상체중아에 비해 그 주산기 사망율 및 신생아 유병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  

태아발육지연의 정의는 출생시 체중이 2500gm 미만이고 제태연령에 대한 신생아 

체중이 10백분위수 미만, 3백분위수 미만 및 평균체중-2×표준편차 미만 등의 

기준치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태연령에 대한 신생아 체중이 10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자궁내 태아발육지연 이라고 정의한다.2,3  1977년 Fitzgerald가 

지속파(continuous wave)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 제대동맥의 혈류 특성을 

보고하였으며 1978년 McCallum등이 간헐파(pulsed wave) 도플러 초음파를 

보고한 이후 도플러 검사는 산과 영역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태아발육지연 및 

주산기 예후를 측정하는 비 침습적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4,5 초기의 도플러 

연구에서는 혈류량을 측정하여 태아건강을 평가 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혈관방향, 혈관면적, 도플러 beam 사이의 각도 등 오차 발생요인이 많은 한계를 

보여 이들 오차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혈류파형의 수축/이완비를 분석 보고한 

이후 혈류속도 파형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각 되었다.6,7   

태아발육지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궁 태반간 혈류장애가 주된 요소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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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적 혈류 재분배, 말초혈관 저항 증가, 

혈류속도 감소가 도플러 파형 분석의 원리이며 제대동맥 뿐만 아니라 태아 대동맥, 

중뇌동맥, 자궁동맥의 혈류속도 파형치를 측정하여 임상예후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제대동맥 혈류속도의 파형은 태아 심박출량의 변화, 말초 저항의 

변화, 혈장 점성도, 혈관 탄성 등 여러 인자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이완기말 

혈류속도(end diastolic velocity)는 말초혈관 저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완기말 

혈류가 없거나(absence of end diastolic velocity : AEDV) 역전(reversed end 

diastolic velocity : REDV)하는 경우 주산기 예후가 불량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중환자실 재원일수, 1분과 5분에 7점 미만의 Apgar 점수, 주산기사망, 

호흡곤란증, 호흡곤란증 이외의 다른 심폐질환, 패혈증 및 두개내 출혈 등의 

합병증이 증가하게 된다.8,9  태아 태반간의 혈액 순환은 임신 8주부터 시작되고, 

임신 18주전에 제대동맥 도플러 검사에서 AEDV는 정상 소견이다.10 임신 

24주이후부터 융모내 모세혈관이 분화되고 융모가 성숙 할수록 이완기말 

혈류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수축기/이완기 혈류 속도의 비(S/D비)는 점점 감소하여 

임신 30주 이후에는 3.0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병적인 상태인 태아의 기형, 

염색체 이상, 전자간증을 포함한 모성질환 등에서는 이완기말 혈류 속도가 

감소하여 박동성 지수(pulsatile index: PI)가 증가하게 되고 수축기/이완기 

혈류속도 비도 3.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높은 태반 혈류 저항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경우 이완기말 혈류의 소실 혹은 역전을 보이게 된다.11 따라서 

doppler를 이용한 혈류속도 파형측정으로 비정상적인 제대동맥파형, 태아대동맥, 

제대정맥 및 태아 경동맥을 측정함으로서 태아발육지연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doppler를 이용한 제대동맥 파형 분석상 제대동맥 저항성의 증가는 주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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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율과 사망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주산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태아발육지연이 의심되는 산모에서 doppler를 이용한 제대동맥 파형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아발육지연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에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제대동맥의 혈류속도를 측정하고 제대동맥의 확장기말 혈류속도의 파형에 

따른 임신 예후를 평가해보고 주산기 결과 및 신생아기 이환과의 관련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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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6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하여 분만한 임산부중 태아의 위험이 의심되거나 태아감시를 

요하는 409명의 산모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하는 164예를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신 28주이상의 단태 

신생아를 분만하고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김 등의 기준12에 따라 해당 임신주수의 

10 percentile 미만이며 분만 2주이내에 시행한 제대동맥 도플러 초음파 결과를 

이용하였고 출생시 선천성기형이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3.5MHz 탐촉자와 color/pulse 도플러가 장착된 

ATL(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Inc., Bothell, Wash.)Ultramark 9와 

ATL(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Inc., Bothell, Wash.)HDI 5000 sono 

CT 초음파 기기를 사용 하였고, 혈관벽 운동에 따르는 저주파(<100Hz)를 

제거하기 위하여 high-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태아가 호흡운동이 없을때 

임산부의 반횡와위(semi-recumbent)에서 양수내에 떠있는 제대안의 제대동맥을 

확인하고 sample volume을 3-7mm의 크기로 제대동맥에 위치시키고 높이와 

모양이 비슷한 도플러 파형이 4개이상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화면을 정지시키고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을 얻어 최고 수축기 속도(S)와 이완기말 속도(D)의 

비(S/D비)를 계산 하였다. Fleischer등13에 의하면 임신 제3기에 시행한 제대동맥 

혈류파형에서 S/D의 비가 3.0을 cut off value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Trudinger등14이 보고한 결과를 이용하여 S/D의 비가 각 임신주수당 2SD 이내인 

경우를 정상군인 I군(n=104)으로, 2SD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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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군(n=47)으로 분류 하였고, 각기 다른 3곳의 제대에서 확장기말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 역전된 경우에는 III군(n=13)으로 분류하였다. 

 

2. 자료수집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속도에 따라 분류한 각 군에서 도플러 검사가 필요했던 

적응증을 조사 하였다. 동반된 다른 모성질환이 없이 태아발육부전이 초래된 

경우를 SGA(small for gestational age)로 분류 하였으며 동반된 모성질환이 

한가지 이상일 경우 중복해서 계산 하였다. 대상 임산부의 나이, 산과력, 이전에  

태아발육부전아를 분만했던 과거력을 기록하였으며 분만시 임신주수,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분만 여부, 출생체중,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제왕절개수술 여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여부 및 입원일수, 1분 또는 5분에 5점 미만의 Apgar 점수여부, 

주산기사망을 조사 하였다.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제왕절개수술, 신생아 

집중치료실입원, 1분 또는 5분에 5점 미만의 Apgar 점수, 주산기사망중 한가지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불량한 주산기 결과(adverse perinatal outcome)로 

정의하였다. 신생아 이환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생아의 호흡부전증후군, 신생아 

패혈증, 뇌실내 출혈, 기관지-폐 이형성증, 신생아 폐렴, 급성 신부전, 경련, 괴사성 

장염,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등을 조사 하였으며 이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있는 신생아 이환으로 정의하였다. 

 

3. 통계분석 

 SPSS 11.0을 이용하여 산모의 나이, 분만시 임신주수, 출생체중과 같은 

연속형변수의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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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고 이전에 태아발육부전아를 분만했던 과거력의 유무, 주산기 결과와 

신생아 이환의 각 항목의 유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비정상적인 S/D비를 갖는 II군에서 제대동맥 S/D비가 출생시 임신주수를 보정한 

후에도 비정상적인 S/D값이 불량한 주산기 예후 및 신생아 이환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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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Table 1은 각 대상군의 특징과 도플러 검사가 필요했던 적응증을 나타낸 표이다. 

산모의 나이, 산과력은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전에 

태아발육지연아를 분만했던 과거력은 II군과 III군에서 S/D비가 정상인 I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이 필요했던 적응증을 조사한 결과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전자간증을 가지는 산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특징적으로 I군에서는 다른 모성질환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태아의 발육부전이 

초래된 SGA(small for gestational age)인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양수과소증과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박리로 인한 산전 출혈, 당뇨, 심장질환, 고령산모의 비율은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밖의 적응증은 I군과 II군에서 당뇨,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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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indications for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study in Group I, II and III 

 

 Group I Group II Group III 

 (n=104) (n=47) (n=13) 

Age(years)1 29.1±3.7 30.3±5.2 28.9±5.1 

IUGR history 2(1.9%) 5(10.6%)* 3(23.1%)* 

Parity    

Primipara 77(74%) 30(63.8%) 8(61.5%) 

Multipara 27(26%) 17(36.2%) 5(38.5%) 

Indications    

SGA only 47(45.2%) 17(36.2%) 3(23.1%) 

PIH 11(10.6%) 14(29.8%)* 7(53.8%)* 

Oligohydramnios 23(22.1%) 9(19.1%) 5(38.5%) 

Antepartum hemorrhage2 1(1.0%) 1(2.1%) 0 

AMA 13(12.5%) 12(25.5%) 1(7.7%) 

Others3 9(8.7%) 5(10.6%) 0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2 Placenta previa, Abruptio placenta. 

3 Diabetes mellitus, Heart disease, Hypothyroidism, Hyperthyroidism,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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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AMA: advanced maternal age. 

*p<0.05 compared with Group I. 



 12

각 군의 임신결과와 주산기 결과를 Table 2에서 비교 하였다. 출생시 임신주수는 

I군과 비교해서 II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III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II군과 III군에서 I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I군과 비교해서 37주 미만의 조기분만은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빈도가 높았으며, 1분 또는 5분에 5점 미만의 낮은 Apgar점수를 갖는 

경우는 III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II군과 

III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태아 곤란증의 경우는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산기 사망은 모두 3건이 

발생하였는데 S/D비가 정상이었던 I군에서는 한건도 없었다.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태아 곤란증이 있었던 경우, 1분과 5분에 5점미만의 낮은 Apgar점수를 갖는 경우, 

주산기 사망이나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 불량한 주산기 결과를 

갖는다고 보았을 때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를 보였으며 특히 

III군에서는 100%에서 불량한 주산기 결과를 보였다. 

 

 

 

 

 

 

 

 

 



 13

Table 2. Perinatal outcomes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104) (n=47) (n=13) 

Gestational age at birth(wks) 38.9±1.8 37.8±1.8 35.6±2.5# 

Preterm delivery(<37wks) 11(10.6%) 14(29.8%)* 11(84.6%)# 

Birth weight(gm) 2501.3±305.1 2193.4±402.5# 1672.3±439.9#

C/S for fetal distress 16(15.4%) 10(21.3%) 4(30.8%) 

Apgar score<5 at 1 or 5 minutes 2(1.9%) 1(2.1%)# 7(53.8%)# 

Admission to NICU 18(17.5%) 27(57.4%)# 13(100%)# 

NICU admission days 11.3±6.3 17.9±9.8* 25.7±15.1* 

Perinatal death 0 1(2.1%)* 2(15.4%)* 

Adverse perinatal outcome1 29(27.9%) 32(68.1%)# 13(100%)# 

* p<0.05 compared with Group I. 

# p<0.001 compared with Group I. 

1 defined as fetal distress for C/S, Apgar score<5 at 1 or 5 minutes, admission 

to NICU or perinata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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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이환과 신생아기 합병증의 발생율을 Table 3에서 비교 하였다.  

거의 모든 신생아 합병증이  I군에 비해 II군과 III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합병증에는 II군에서 1예의 급성 신부전이 있었고 

III군에서 3예의 기관지-폐 이형성증과 1예의 경련이 있었다. 신생아기 이환율 

역시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이 소실되거나 역전된 III군의 경우 100%에서 신생아 이환을 보였다. 

 

Table 3. Neonatal morbidity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104) (n=47) (n=13) 

RDS 0 1(2.1%)# 7(53.8%)# 

Pneumonia 1(1.0%) 2(4.3%) 1(7.7%) 

Sepsis 9(8.7%) 17(36.2%)# 10(76.9%)# 

IVH(≥gradeII) 2(1.9%) 5(10.6%)# 4(30.8%)# 

NEC 0 1(2.1%)* 1(7.7%)* 

DIC 0 2(4.3%)* 2(15.4%)* 

Others1 0 1(2.1%) 4(30.8%) 

Neonatal morbidity2 12(11.5%) 21(44.7%)* 13(100%)* 

* p<0.05 compared with Group I. 

# p<0.001 compared with Group I. 

1 BPD(broncho-pulmonary dysplasia), ARF(acute renal failure) or seizure. 

2 defined as RDS, Pneumonia, BPD, ARF, sepsis, IVH(≥grade II), seizure,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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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DIC.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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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와 5는 제대동맥 도플러 파형분석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 

대동맥 파형분석 결과와 출생시 임신주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제대동맥 S/D비를 

갖는 경우 출생시 임신주수를 보정한 후에도 불량한 주산기 결과(p<0.05, odds  

ratio 6.7)및 신생아 이환(p<0.05, odds ratio 2.3)을 유의하게 반영하는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Relationship of independent variables with the occurrence of adverse 

perinatal outcome in Group II 

 Odds ratio 95% CI2 p-value 

GA1 at birth 0.3 0.130-0.716 0.006 

S/D ratio 6.7 1.051-42.193 0.044 

1 gestational age. 

2 confidence interval. 

 

Table 5. Relationship of independent variables with the occurrence of 

significant  neonatal morbidity in Group II 

 Odds ratio 95% CI2 p-value 

GA1 at birth 0.5 0.329-0.880 0.013 

S/D ratio 2.3 1.062-4.767 0.034 

1 gestational age. 

2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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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태반 혈관망의 저항이 증가하여 태반을 관류하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영양분이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해 태아의 발육부전이나 저산소증 및 산증이 

초래되고 이로인해 주산기 이환율 및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고 신생아 이환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발육부전 태아가 자궁내 태반관류부전에 의한 것은 

아니다. Manning등은15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체질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아 75% 정도를 차지하며  자궁-태반 관류부전에 의한 

경우가 15-20%, 유전자 이상이나 임신중 감염으로 인한 발육부전이 5-10%라고 

하였다. McCowan등16 은 발육지연 태아중 조산인 경우 34%에서, 만삭 분만된 

경우 4%만이 태아가사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질적 원인에 의한 

발육지연 태아와 태반기능부전으로 인한 발육지연 태아를 감별하는 것은 주산기 

예후 및 신생아 이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태반의 기능을 평가하여 발육지연 태아에서 태아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이를 감지하려는 노력이 여러 산전검사법으로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태아 

생물리학적 계수검사(fetal biophysical profile)와 제대동맥 도플러 검사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간증 또는 태아발육지연 등이 합병된 고위험 임산부에서 제대동맥 

혈류속도파형의 이상소견이 주산기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14 Kofinas등은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이 있거나 

임신성 고혈압이 합병된 산모에서 제대동맥과 자궁동맥의 혈류속도 파형 결과가 

주산기 예후를 측정 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제대동맥의 혈류속도 파형의 분석 

결과가 자궁동맥 혈류속도의 파형분석보다 더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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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대동맥 도플러 파형검사가 필요했던 적응증을 조사한 결과 

S/D비가 비정상적인 군과 제대동맥 확장기말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AEDV) 

역전된 경우(REDV)에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29.8%, 53.8%) 이는 이전의 다른 연구와 비슷한 수치이다.18  

전자간증시 제대동맥의 AEDV나 REDV의 빈도는 18-21%로 보고된 바 있다.19 

Fairlie등은 제대동맥에서 AEDV 또는 REDV를 가진 임신성 고혈압환자 43예에서 

AEDV의 경우와 REDV의 경우 주산기 사망은 각각 44%와 54%라고 보고하였다. 

고혈압 또는 태아발육지연과 같은 고위험 임신의 경우 AEDV의 경우 주산기 

사망은 24-52%였고, REDV의 경우 주산기 사망은 40-75%였다.20,21,22,23 

AEDV의 경우 주산기 예후는 불량하여 Trudinger등은 2178예의 고위험 

단태임신에서 평균 31주 미만의 짧은 재태기간, 81%에서 저 체중아, 68%에서 7점 

미만의 Apgar 점수와 86%의 제왕절개율을 보고 하였으며24  다른 연구에서도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이나 전자간증 임신에서 태아곤란으로 인한 제왕절개율, 7점 

미만의 Apgar 점수, 비정상 제대동맥의 산증(pH<7.2)과 같은 태아의 저산소증 및 

산증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생아 이환에서 AEDV에서 

신생아 대뇌출혈, 빈혈, 저혈당 등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이 발육지연태아의 주산기 예후 및 

신생아 이환을 예측 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이 태반의 혈관저항 및 관류상태를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태반기능이 정상인 체질적 발육지연태아를 감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의 선정시 발육지연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면서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인 선천성 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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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켜 주산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제거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 분석이 태아발육지연에서 주산기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함을 보고 하였는데 비정상적인 혈류속도 파형을 보이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출생체중이 작고, 태아곤란증의 위험이 높으며 임신 

37주미만의 조산이 증가하고, 낮은 Apgar수치를 보이고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산기 사망 및 신생아 합병증의 발생이 높다고 하였다.5,14,26 본 

연구에서도 비정상적인 S/D비를 갖는 경우와 특히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 소실된 

경우 출생시 임신 주수가 적고 조산의 위험이 높으며 출생체중이 의미있게 작았다. 

또한 1분과 5분에 5점 미만의 낮은 Apgar 수치를 갖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입원 일수가 정상적인 파형을 갖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Table 2). 또한 신생아 이환에 있어서도 신생아의 호흡부전증후군, 신생아 

패혈증, 뇌실내 출혈, 신생아 폐렴, 괴사성 장염,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등의 

발생이 의미있게 높았다(Table 3). 이는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생시 임신주수와 독립적으로 불량한 주산기 예후와 신생아 

이환을 예측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혈류속도 파형에 따른 

주산기예후나 신생아 이환을 예측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4,26,27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정상적인 

혈류속도 파형을 갖는 발육지연 태아가 불량한 주산기 예후와 신생아 이환의 

위험을 갖는 이유가 태반 기능부전에 의한 위험에 처해 있는 태아를 독립적으로 

예측해 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기분만 자체 때문인지 명확하지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혈류속도 파형이 출생시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주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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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와 신생아 이환의 예측 인자임을 증명하였다(Table 4, 5). 

 본 연구에서는 주산기 사망이 3예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주산기 사망의 모든 

경우가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발생 하였고 특히 2예에서는 

제대동맥 확장기말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AEDV) 역전된 경우(REDV)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제대동맥 도플러 파형의 분석이 실제로 자궁 태반기능 

부전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태아와 태반 기능이 정상인 체질적인 발육지연 태아를 

감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궁내 발육부전 태아에서 비정상적인 도플러 

파형이 관찰되는 경우와 특히 제대동맥 확장기말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 역전된 

경우 신속한 분만 또는 집중적인 태아감시의 적응증으로 삼아야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제대동맥 확장기말 혈류속도 파형이 없거나 역전된 경우 더 

나쁜 주산기 예후와 신생아 이환율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Rochelson등26은 제대동맥 혈류속도의 말기 이완기 

파형소실 때 최소 70%의 태반 혈류감소를 보이며 이로인해 대다수가 

태아발육부전이 있고 주산기 사망률도 40%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발육부전태아가 의심되는 경우에 태아 감시방법, 분만시기등을 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체질적인 원인에 의한 발육지연 태아와 자궁-태반의 

관류부전으로 인하여 나쁜 주산기 예후와 신생아 이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육지연 

태아를 감별하기가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비정상적인 제대동맥 

혈류속도의 파형을 분석 함으로써 태반의 혈류기능저하 및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고 발육지연태아의 불량한 주산기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 산과적인 

태아감시와 치료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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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996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내 태아발육지연아를 분만한 임산부중 제대동맥 도플러 

혈류속도 파형분석을 시행한 164예를 최고 수축기속도(S)와 이완기말속도(D)의 

비(S/D비)에 따라 S/D비가 정상인 I군(n=104), 각 해당 임신주수의 2SD 이상인 

II군(n=47), 확장기말 혈류속도가 없거나 역전된 III군(n=13)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주산기 결과 및 신생아 이환의 결과를 얻었다. 

  

  1.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아를 분만했던 과거력은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2.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이 필요했던 적응증에서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전자간증을 가지는 산모가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3. 주산기 결과에서 출생시 임신주수는 I군과 비교하여 III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II군과 III군에서 I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37주 미만의 조산과 1분과 5분에 5점 미만의 낮은 

Apgar점수를 갖는 경우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4. 신생아 이환에서 폐렴과 급성 신부전을 제외한 모든 신생아 합병증이 I군과 

비교하여 II군과 III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5.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정상군(II군)에서 출생시 임신주수를 보정한 

후에도 불량한 주산기 결과(p<0.05, odds ratio 6.7)와 신생아 이환(p<0.05, 

odds ratio 2.3)을 의미있게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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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제대동맥 혈류속도 파형분석은 태아발육지연아의 

불량한 주산기 결과와 신생아 이환 예측에 유용하며 출생시 임신주수와는 독립적인 

예측인자로써 발육부전 태아의 산전 감시와 분만시기 결정에 유용하리라 생각되며 

향후 다른 태아감시법과의 비교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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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natal outcome in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by the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Hyung Ja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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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yung Seo)  

 

Objectives : To evaluate the effect of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on 

the perinatal outcome and neonatal morbidity in pregnancies with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Method : From March, 1996 to February, 2003, a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at th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For a total of 

164 deliveries with history of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their medical 

records of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were reviewed and they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ratio between systolic and diastolic velocity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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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 n=104), abnormal (Group II, n= 47), either absent or reversed end 

diastolic flow (Group III, n=13). The perinatal outcome and neonatal morbidity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Result : The gestational age at delivery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II 

compared with Group I. Mean birth weight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I 

and III compared with group I. Group II and III also showed higher incidence of 

preterm birth (< 37 weeks), low Apgar score (<5 in 1 or 5 minutes) and 

requirement for NICU care compared with Group I. For Group II and III, 

neonatal morbid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ost of categories compared 

with Group I.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roup II showed significant adverse 

perinatal outcome and increased neonatal morbidity compared with Group I 

even after adjustment of gestational age at birth. 

 

Conclusion : We suggest that analysis of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in patients with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may be useful in fetal well-

being monitoring . 

 

Key Words :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umbilical artery doppler 

waveforms, perinatal outcome, neonatal morbid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