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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기 산전검사와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검사를 통한  

중증 전자간증의 예측 

 

 

목적: 정기적 산전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하여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과 관련 있는 인자를 파악하고 이 요인들의 

상대 위험도를 평가하여 중증 전자간증 발생 예측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연구방법: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신 제1삼분기부터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고 분만한 876명의 단태임신 산모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 진단검사의학적 검사 결과 그리고 초음파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내과적 질환, 다태임신, 전자간증 

이외의 산과적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태아기형이 

확인된 경우도 제외하였다. 산과력, 임신 제1삼분기의 

혈청화학적 검사, 임신 제2삼분기의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표지자검사, 임신 제2삼분기의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876명의 산모 중에서 38명이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단되었다 (4.3%). 정상군과 중증 전자간증군사이에서 일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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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산모의 나이, 체질량지수, 중심동맥압, 

산모혈청의 화학적검사(BUN, 크리아티닌, 요산), 삼중 표지자 

검사 중 알파태아단백,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그리고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위험인자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전 임신에서의 

전자간증 발생의 기왕력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OR 

67.0, 95% CI 18.8-238.3). 다음으로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OR 7.9, 95% CI 2.8-22.4), 알파태아단백(OR 6.8, 95% 

CI 1.9-24.6),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OR 3.0, 95% CI 1.3-

7.0)의 순서였다. 체질량지수와 평균동맥압 그리고 요산의 

증가도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에 있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결론: 정기 산전검사에서 전자간증의 기왕력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와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표지자 검사 중 알파태아단백,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증가는 중증 전자간증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체질량지수의 증가, 

평균동맥압의 상승, 혈중 요산의 증가가 중증 전자간증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 

 

 

 

-----------------------------------------------

핵심 되는 말: 산전검사, 중증 전자간증,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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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산전검사와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검사를 통한  

중증 전자간증의 예측 

 

 

<지도교수 김 인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 승 철 

 

 

 

Ⅰ. 서론 

  

 

전자간증은 임신 특이성 질환이며 전체 임신에서 약 3-8%의 

발생률을 보인다.1-3 임신과 연관된 산모의 사망률 (mortality) 중에서 

7%-15%를 차지한다.4 또한, 주산기 신생아의 이환률 (morbidity)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질환이다.5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중에서 20%에 이르는 환아가 전자간증 산모가 

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6 

전자간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태반 

형성과정에서의 영양막세포의 침윤 (trophoblast invasion)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러한 태반형성 이상은 태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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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전신적인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비롯하여 

모체 면역계의 변화을 유발하게 된다.8 다른 요인이 더해져서 

전자간증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 요인은 염증 

반응, 내분비 장애, 지질 대사장애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0 전자간증은 산모에서 말초혈관저항의 증가, 혈액량의 감소, 

내피세포의 활성도 증가, 혈관투과성의 증가를 보인다.   

전자간증은 이와 같이 이질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다양한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산모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초산부에서의 위험인자와 전자간증의 기왕력을 가진 경산부에서 그 

병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8 

전자가증의 발생 예측을 위한 많은 생화학적 인자들이 알려져 있다.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간증의 발생기에 순환 혈관생성 인자 

(circulating angiogenic factors)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혈청 

태반성장인자 (serum placental growth factor)가 감소하고 soluble 

fms-like tyrosine kinase (sFLt-1)과 endoglin이 상승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11-13 뿐만 아니라 이들 생화학적 인자는 전자간증의 발생과 

더불어 그 중증도와 조기 발생 전자간증 (early onset 

preeclampsia)과도 연관이 있다.12 Widmer 등은 여러 문헌들을 

고찰한 보고에서 임신 제3분기에 sFLt-1의 증가와 PIGF의 감소는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과 연관이 깊지만 선별검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3 

전자간증을 예측하기 위한 생물리학적 (biophysical) 인자로 

자궁동맥의 도플러 검사가 있다. 임신 제1삼분기와 제2삼분기에서 

자궁동맥의 도플러는 좋은 선별검사로 알려져 있다.14-18 하지만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의 민감도는 20-60%이고 양성예측도 또한 

6-40%로 낮다.15,19 Chien 등은 문헌 고찰을 통해 전자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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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로는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가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 산전검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산모의 

과거력과 임신 초기 시행하는 산모 혈청의 화학적 검사, 임신 

제2삼분기의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표지자 검사 그리고 임신 

제2삼분기에 시행되는 산전초음파에서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를 

토대로 중증 전자간증의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위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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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환자의 선택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제1삼분기에 자궁내임신을 확인하고 분만한 876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 진단검사의학적 검사 결과 그리고 

초음파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신성 고혈압을 제외한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계질환,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내과적인 질환과 임신성 당뇨, 다태임신, 태아의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산모와 흡연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제태연령은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임신 초기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머리엉덩이길이 (crown-rump length, CRL) 측정으로 구한 

제태연령과 일치하는 산모만을 포함하였다.  

 

2. 병력과 이학적 검사 

  

정확한 병력 기록이 있는 산모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특히, 이전 

임신에서의 고혈압 기왕력에서는 의무기록이 모호한 경우 모두 제외 

하였다. 혈압의 측정은 산전검사를 위해 방문 시 매번 측정 하였으며, 

평균동맥압은 자궁내 임신이 확인된 첫 외래 방문시의 자료를 토대로 

확장기혈압 + (수축기혈압-확장기혈압)/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산모의 체중은 임신 후 첫 내원 당시의 체중과 임신 제2삼분기 정기 

초음파검사시의 체중을 사용되었다.  혈압은 첫 내원 당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첫 내원 당시의 몸무게와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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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혈청학적 검사 

  

정기산전검사 중 임신 15주 이상 20주 이하에 시행된 기형아 선별 

검사로 이용되는 삼중표지검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삼중표지검사는 

산모의 혈청 내에서의   알파태아단백 (AFP), 비결합에스트리올 

(uE3) 그리고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hCG)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값은 multiple of the median (MoM) 값을 사용하였다.  

산모 혈청의 blood urea nitrogen (BUN), 크리아티닌, 요산 (uric 

acid)은 임신 제1분기에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임신 제2삼분기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 

  

임신 20-28주에 시행된 정기산전초음파검사에서 시행되었다. 

도플러 측정은 앙와위의 산모 복부를 통해 3.5MHz 탐촉자를 

이용하였으며 color flow mapping을 이용하여 외장골 동맥을 확인한 

후 외장골 동맥에서 분지하는 자궁동맥을 확인하여 외장골 동맥에 

가장 가까운 자궁동맥에 pulse 도플러 기기의 sample gate를 

위치하여 도플러 파형을 구하였다. 이때 wall filter는 100MHz로 

고정하였으며 sample gate는 2mm로 하였다. 자궁동맥 도플러 파형 

분석상 이완기 함요는 수축기의 혈류가 관찰된 직후에 이완기 최대 

혈류 속도보다 낮은 속도의 혈류가 관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는 수축기/이완기 비 (S/D ratio) 

2.6이상 혹은 이완기 함요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였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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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 전자간증의 정의 

 

전자간증은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002)의 정의에 따라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24시간에 300 mg 이상 혹은 계속적으로 1+ 

dipstick 이상의 소견을 보인 경우로 진단하였다. 중증 전자간증은 

이완기 혈압이 11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의 소견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단백뇨가 계속적인 2+ dipstick 

이상이거나, 두통, 시력장애, 상복부 통증, 경련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혈소판 수치가 100,000/mm3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alanine transaminase, ALT)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aspartate transaminase, AST)의 값의 상승이 있는 

경우, 혈장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빈뇨 (oliguria), 

폐부종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22 

 

6. 통계학적 분석 

 

산모들을 정상군과 전자간증군으로 나누고 연속형 변수들은 t-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분형 변수들은 χ2 test를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 요인을 배제하여 전자간증 

발생에 위험인자를 확인 하였고 각각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산모의 나이, 전자간증의 기왕력, 

체질량지수, 평균동맥압, 혈청 요산, 삼중표지자 중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였다.  

전자간증의 발병에 있어서 이전 임신에서의 전자간증 과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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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초산부와 

경산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3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oftware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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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일변량 분석 (univariate analysis) 

 

876명의 산모 중에서 38명이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단되어 전체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률은 4.3%를 보였다. 환자군에서 경산부는 

14명이었다 (36.8%).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에서 임신력과 체중증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각, p=0.114, 0.851). 

두 군 사이에서 평균 나이는 환자군에서 약 33세로 많았으며 

(p=0.046), 체질량지수도 환자군에서 증가됨을 보였다 (p=0.001). 

평균동맥압도 환자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p<0.001, Table 1). 산모 혈청의 생화학적 검사상 혈색소와 

크리아티닌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UN과 요산은 환자군에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p<0.001). 임신 제2삼분기에 시행한 

삼중표지자검사에서 중증 전자간증의 환자군에서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01). 하지만 비결합에스트리올은 정상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자궁동맥의 S/D ratio는 환자군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0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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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normal and preeclampsia group   

 
Normal 

(n=838)  

Preeclampsia 

(n=38) 
p 

Age (yr)* 31.7±3.6 32.9±3.4 0.046 

Parity (No.) 0.6±0.7 0.4±0.6 0.114 

BMI (kg/m2) * 21.7±2.9 23.6±3.1 0.001 

Weight gain (kg) 4.4±2.9 4.3±2.1 0.851 

MAP (mmHg) * 83.1±8.8 92.5±13.8 < 0.001 

Gestational weeks at 

delivery (weeks) * 
38.3±2.7 34.6±3.3 < 0.001 

Birth weight (kg) * 2880.3±715.7 1786.6±592.7 < 0.001 

History of PE (No.) † 7 8 < 0.001 

* p value by t-test 

† p value by χ2 test 

BMI, body mass index; MAP, mean arterial pressure; PE, 

preeclam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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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nal serum biomakers and triple test marker levels in 

normal and preeclampsia group 

 
Normal 

(n=838) 

Preeclampsia 

(n=38) 
p 

Hb (mg/dl) 12.2±1.1 12.2±1.2 0.839 

Hct (%) 35.9±3.1 35.6±3.4 0.543 

BUN (mg/dl)* 8.5±3.2 10.9±4.4 < 0.001 

Cr (mg/dl)* 0.6±0.1 0.7±1.2 < 0.001 

Uric acid (mg/dl) * 3.8±0.9 4.7±1.3 < 0.001 

AFP (MoM) * 0.9±0.3 1.3±0.4 < 0.001 

E3 (MoM) 1.4±5.7 1.0±0.5 0.135 

hCG (MoM) * 1.1±0.5 1.4±0.6 < 0.001 

S/D ratio* 2.1±0.5 2.5±0.7 < 0.001 

p-value by t-test 

* statistically significant 

BUN, blood urea nitrogen; AFP, α-fetoprotein; uE3, unconjugated 

estriol;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13 

2. 다변량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laysis) 

 

일변량 분석값을 토대로 초산부와 경산부를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각에 포함된 위험요소는 환자의 나이, 임신 

초기의 체질량지수, 첫 내원 시의 평균동맥압, 요산, 알파태아단백,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였다. 그리고 

경산부에서는 기왕의 전자간증 병력이 포함되었다.  

산모의 나이는 중증 전자간증 발생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 

(p=0.742). 가장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인자는 이전 임신의 

전자간증의 기왕력으로 67배의 위험도 (95% CI 18.8-238.3)를 

보였다. 다음으로 비정상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가 7.9의 위험도로 

전자간증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가 됨을 알 수 있었다 (95% CI, 

2.8-22.4). 임신 초기 산모 혈청의 화학적 검사에서는 요산의 증가가 

전자간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OR 1.9, 95% CI 1.1-3.4). 

임신 제2삼분기에 시행한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표지자 검사에서는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는데, 각각 6.8 (95% CI 1.9-24.6)과 3.0 (95% CI 1.3-6.9)의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체질량지수 (OR 1.2, 95% CI 1.1-1.4)와 평균동맥압 (OR 

1.1, 95% CI 1.0-1.2)도 전자간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Figure 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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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x-whisker plots illustrat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normal and preeclampsia in primiparity for the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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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ion of various factors for preeclampsia by logistic 

regression 

 p OR 95% CI 

Age 0.742 1.0 0.9-1.2 

BMI* 0.039 1.2 1.1-1.4 

MAP 0.001 1.1 1.0-1.2 

Uric acid 0.03 1.9 1.1–3.4 

AFP* 0.003 6.8 1.9–24.6 

hCG* 0.01 3.0 1.3–6.9 

Abnormal UtDV* < 0.001 7.9 2.8–22.4 

History of PE* < 0.001 67.0 18.8-238.3 

p-value by logistic regression 

*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AFP, 

α-fetoprotein;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UtDV, uterine 

artery Doppler velocimetry; PE, preeclam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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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고찰 

 

 

1. 산모의 나이, 산과력, 이학적 검사 

 

가. 나이 

산모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간증의 위험도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34세 이상에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30%의 위험도 증가가 있었다.24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서는 

상대 위험도가 1.68임이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전자간증군에서 

약간의 연령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나. 임신력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력은 정상과 전자간증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위험요인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초산부가 경산부에 비하여 두 배에서 

세 배의 위험도를 보였다.26-28 

  

다. 전자간증의 기왕력 

경산부에서 전자간증에 이환되는 가장 강한 위험인자로 전자간증의 

기왕력임이 알려져 있으며 그 위험도는 7배에서 42배의 위험을 

가진다고 보고 되었다.28-32 본 연구에서는 이전 임신에서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단받은 산모 중에서 임신 종료 후 만성 고혈압으로 

이환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다변량 회귀 분석에 의하면 중증 

전자간증의 재발률은 53.3%로 위험 인자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OR 67, 95% CI 18.8-238.3)를 보였다. 중증 전자간증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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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부는 모두 14명이었고 이중에서 8명이 전자간증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 체질량지수 

 비만은 이미 전자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33-36 하지만 비만이 

전자간증의 발생에 있어 어떤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있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비만은 전자간증과 마찬가지로 산화성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으며 염증반응의 증가도 보여 전자간증의 병인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37,38 본 연구에서도 정상군과 전자간증군 사이에는 체질량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자간증의 위험도는 1.2로 통계학적 의의는 

있었으나, 다른 위험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마. 평균동맥압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들은 임신 초기 평균동맥압의 증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9,40 Cnosse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완기와 

수축기 혈압보다는 평균동맥압이 전자간증 예측에 더욱 효과적이다.4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의 평균동맥압은 전자간증의 

예측인자로서 통계학적 의미를 보였으나 위험도가 1.1로 낮았다. 

 

2. 산모 혈청 화학적 검사 

  

전자간증은 사구체성 내피증 (glomerular endothe-liosis)이라는 

특징적인 신장의 병변을 나타낸다. 사구체는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팽창으로 인하여 비대해지고 팽창된 모세혈관 내피세포는 내강으로 

돌출하여 모세혈관의 내강을 완전 또는 부분적 폐색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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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피세포 내 또는 하방의 원섬유 (fibril)가 침착되어 마치 

내피세포하방의 기저막 비후처럼 보이며 신세뇨관세포 내에는 사구체 

여과물의 재흡수로 단백질들의 누적이 일어나고 신세뇨관 내강에 

이들 단백질들이 출현하여 신세뇨관 폐색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구체 및 세뇨관의 병변으로 인하여 단백의 누출이 일어나게 

된다.42 따라서 저자는 콩팥의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 BUN과 

크리아티닌을 분석하였다. BUN과 크리아티닌은 전자간증군에서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나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중증 전자간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  

 과요산혈증 (hyperuricemia)은 전자간증 산모에서 일반적인 

소견이다. 일반적으로 요산의 증가는 혈압의 상승이나 단백뇨의 

발생보다 앞서서 발생한다.43  Bainbridge 등은 요산의 증가가 

전자간증 산모에서 염증반응, 산화성 스트레스,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가중 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44 요산의 증가는 단순히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상으로 전자간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45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에서 

전자간증군에서 요산은 4.7±1.3 mg/dl으로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며, 요산의 증가는 위험도 1.9 (95% CI 1.1-3.4)를 보였다.  

 

3. 임신 제2삼분기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표지자 검사 

  

전자간증의 조기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표지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46 하지만, 이와 같은 생화학적 표지자들은 

실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47 Wald 등에 따르면 

임신 제2삼분기에 시행되는 삼중표지자가 기형아 선별뿐만 아니라 

전자간증을 선별하는데도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48-51 임신중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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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지 않는 모체혈청내 알파태아단백 값의 상승은 임신의 혈관성 

병변에 의한 사산, 태아의 자궁내 성장지연, 조산, 태반조기박리, 

전자간증과 관련이 있음이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다.52,53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비정상적 증가는 전자간증, 자궁내 

태아성장지연, 조산, 유산 등의 불량한 임신 예후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49-51,54,55 본 연구에서도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증가(OR 3, 95% CI 1.3-6.9)가 전자간증 

발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알파태아단백의 증가가 6.8의 

위험도로 산모의 혈청학적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삼중표지자 검사에서 태아의 기형이 없는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증가를 

보일 때 전자간증의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임신 제2삼분기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 

  

전자간증 발생의 병태생리에서 태반관류 (placental perfusion)의 

감소는 불완전한 영양막 세포의 침윤을 야기하게 된다.10 임신 초기 

비정상적인 영양막 세포의 침윤은 임신과 관련된 혈관의 재형성 

(vascular remodeling)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7,9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자궁태반의 혈류는 임상적으로 도플러 검사상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56-58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는 전자간증의 발생 및 

자궁내태아성장지연의 예측을 위한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위험도 7.9 (95% CI 2.8–22.4)로 전자간증의 기왕력의 뒤를 

이어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20 

Ⅴ. 결론 

 

본 연구는 임신 제2삼분기의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검사를 포함한 

정기 산전검사에서 중증 전자간증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구하여 그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중증 전자간증의 기왕력이 있는 산모는 다음 임신에서 중증 

전자간증으로 이환될 위험은 정상에 비하여 67배이다. 

2) 임신 초기 산모의 체질량지수와 평균 동맥압은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을 예측 할 수 있는 인자이다. 

3) 임신 제 2삼분기의 자궁동맥의 도플러 혈류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이 정상 소견을 보이는 

산모에 비하여 7.9배 높다. 

4) 임신 제 2삼분기의 기형아 선별을 위한 삼중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알파태아단백과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상승을 보이는 산모는 각각 6.8배와 3.0배로 중증 

전자간증의 위험이 높다. 

 

임신 제 2삼분기의 자궁동맥 도플러 혈류 검사를 포함한 정기 

산전검사를 통해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 위험을 예측 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있다.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면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기형아와 연관되지 않은 산모의 혈청 알파태아단백 혹은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도 중증 

전자간증의 발생 위험이 높음으로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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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severe preeclampsia with routine antenatal care and uterine 

artery Doppler velocimetry 

 

Seung-Chul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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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In-Kyu Kim) 

 

 

Objective: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and relative risk for 

preeclampsia from data obtained through routine antenatal care  

 

Methods: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876 pregnant women who 

received continuous routine antenatal care and delivered at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from Jan. 2003 to Dec. 2007.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laboratory data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Pregnancies with multiple gestation, 

congenital anomaly, and abnormal placentation were excluded.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hi-square,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by 

SPSS (ver. 14.0). 

 

Results: Thirty eight women were diagnosed with severe preeclampsia 

among the 876 women in the study group. Age, body mass index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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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rterial pressure, maternal serum chemistry (BUN, creatinine and 

uric acid),13 AFP, hCG, and abnormal artery Doppler velocimetr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reeclamtic group and normal group 

according to the univariat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risk factors for severe preeclampsia. Prior history of 

preeclampsia was the strongest risk factor (OR 67.0, 95% CI 18.8-238.3). 

Abnormal uterine artery Doppler was the second highest risk factor (OR 

7.9, 95% CI 2.8-22.4) followed by AFP(OR 6.8, 95% CI 1.9-24.6) and 

hCG (OR 3.0, 95% CI 1.3-7.0). BMI and mean arterial pressure were risk 

factors for severe preeclapmsia 

 

Conclusion: Elevated level of AFP, hCG and abnormal uterine artery 

Doppler velocimetry could be used as risk factors for severe 

preeclampsia. BMI and MAP were also significant risk factors. Overall, 

the most powerful risk factors for preeclampsia was prior history of 

preeclampsia in multi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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