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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태아 발육부전을 동반한 산모에서
임신중 고혈압의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
태아 발육 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 산전 진찰의 목적은 실제 성장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산모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과적
중재를 통하여 신생아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있다. 발육부전을 동반한
임신은

다양한

산과적

문제들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병태

생리학적으로 전자간증 및 만성 고혈압 등의 고혈압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바 있다. 하지만 발육부전과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 각
질환의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에 대한 예후를 직접적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태아 발육부전과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임신의
주산기 예후를 각 고혈압 질환의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험 산모 치료의 참고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
본원에서 분만한 22,013 명의 단태아 중 태아 발육 부전으로 진단 받은 1,288 명
산모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고혈압
질환의 유형에 따른 산모의 임상 특성 및 주산기 예후인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상 혈압 군에 비해 고혈압 질환이 동반된 태아 발육 부전 산모
군에서 유의하게 태아 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제왕절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실,
7 미만 5 분 Apgar 점수, 기계 환기 사용, 계면활성제 사용,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및 괴사성 장염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34 주 미만에서 각 고혈압의

i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고혈압 질환에
따른 영향보다 임신 주수가 가장 중요한 주산기 예후 인자로 확인되었다. 34 주
이후에는

정상

혈압군에

비해

고혈압

군에서

유의한

예후인자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전자간증 군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실 빈도, 출생 시 신생아
체중 및 뇌실 출혈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HELLP 증후군은
다른 군에 비해 주산기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만성 고혈압 질환군은
정상 혈압군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4 주 미만의 태아
발육부전 산모에서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 동반된 경우 주산기 예후에 있어
유의한 인자는 각 질환의 병태생리에 의한 차이보다는 분만 시 임신 주수이다.
따라서 임신 34 주 이전에는 고혈압 질환별 처치와 더불어 주산기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 34 주 이후에는 각 고혈압 유형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보다 향상된 주산기 예후를 위해 질환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증가한 자간전증 군에서는 적절한 산과적
중재가 필요하다.

핵심어: fetal growth retardation,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re-eclampsia,
Superimposed preeclampsia, Chronic hypertension, Gestational hypertension, HELLP
syndrome, neonatal mortality,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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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태아 발육부전은 태아의 체중이 임신 주수의 10 percentiles 미만일 경우에
의심할 수 있으며, 유전적 또는 환경적 원인으로 태아가 잠재 성장 목표치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의상 저체중은 아니지만 잠재적 성장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태아를 놓칠 수 있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태아의 사망률과 이환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태아 발육부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과적 중재를 통해 향상된 주산기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Bernstein et al., 2000).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태아 발육부전과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이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조산의 위험도가 높은 여러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태반의 비정상적 발달이 보고되었다 (Ananth et al., 2007). 임상적 측면에서는
질병의 잠재적 위험도와 예후를 고려하여 환자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아
발육부전과 임신중 고혈압 질환이 합병된 경우 병태 생리와 예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이 합병된 경우의 임상적 예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태아 발육부전 산모에서 고혈압 질환의 유병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질환의 중증도, 이에 따른 태아의 예후가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원에서 출산한 태아
발육부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 고혈압 질환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각 질환의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를 조사하여 향후 고위험 산모의 진료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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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994 년 11 월부터 2014 년 4 월까지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분만한 단태아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기간 중 22,013 명의 단태아가 출생하였으며 이 중 태아 발육 부전으로 진단 받은
1,288 명을 대상으로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은 전자간증, 만성 고혈압에 동반된 전자간증, HELLP 증후군,
임신성 고혈압, 만성 고혈압으로 분류하여 각 질환에 따른 산모의 특성- 나이,
산과력, 임신 전후 체질량지수, 양수과소증 동반 여부, 재태 주수 34 주 미만의
조기 분만 빈도, 태아 곤란증에 의한 제왕절개 수술 빈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산기 예후 인자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실 빈도, 출생 후 재원일수, 7 미만의
5 분 Apgar 점수 빈도, 출생체중, 기계호흡 사용 빈도, 계면활성제 사용 빈도,
뇌신경계 합병증(뇌실 출혈), 주요 장기 합병증(괴사성 장염,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신생아 사망률 등이 포함 되었다.
태아 발육부전의 진단기준으로는 Alexander 등이 제안한 표준 태아 체중을
이용하였으며 출생 시 임신 주수 10 percentile 미만의 체중을 보이는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Alexander et al., 1996). 전자간증의 진단은 20 주 이상의
산모에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의 고혈압이
6 시간 간격으로 혈압측정 시 두번이상 보이며, 24 시간 소변에서 300mg 이상
또는 urine stick 에서 1+ 이상의 단백뇨가 있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Magee et al.,
２

2014).

HELLP

증후군은

1)혈소판

감소( ≤100,000 cells/microL)

2)total

bilirubin 상승( ≥1.2 mg/dL) 3)혈청 AST 상승(≥70 IU/L)이 모두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Sibai, 2004). 통계분석은 SPSS Ver 20.0 을 이용하였으며
교차분석 (chi-square test),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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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1994 년 11 월부터 2014 년 4 월까지 전체 단태아 분만
2,2013 건 중 태아 발육부전으로 진단된 환자는 1,288 명으로(5.85%) 확인되었다.
이 중 고혈압 질환의 유병률은 29.0% (374 명) 였으며 이 가운데 전자간증은 305
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또한 고혈압과 동반된 전자간증이 23 명으로 6%,
임신성 고혈압과 만성 고혈압이 21 명과 20 명으로 각각 6%, 5% 를 차지 하였다.
HELLP 증후군은 5 명으로 1% 로 확인되었다 (Figure 1). 고혈압이 동반된 군과
정상 혈압 환자 군을 비교하였을 때 초산모의 비율, 당뇨, 양수 과소증 동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산모의 나이 및 임신 전 및 분만 시
체질량 지수가 고혈압이 동반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임신 주수 34 주
미만의 조기 분만 빈도,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주었다 (Table 1).
태아 발육 부전을 동반한 산모에서 각각의 고혈압성 질환에 따른 산모의 임상
특성을 확인하였을 때, 산모의 나이, 초산모의 비율, 당뇨 및 양수과소증 동반
빈도에 있어서 각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 전
체질량 지수는 전자간증, 만성 고혈압에 동반된 전자간증, 만성 고혈압 군에서
정상 혈압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분만 시 체질량 지수는 전자간증, 만성
고혈압에 동반된 전자간증, 임신성 고혈압 및 만성 고혈압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P<0.05). 분만 시 임신 주수는 전자간증 및 임신성
고혈압 환자군에서 정상 혈압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34 주
미만의 조기 분만 빈도, 태아 곤란증으로 인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의 빈도도
４

모든 유형의 고혈압 군에서 정상 혈압군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2).
고혈압성 질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신생아 주산기 예후 및 합병증을
비교하였을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실 비율, 재원일수, 7 미만의 5 분 Apgar
점수, 출생 체중, 기계환기 비율 및 사용일수, 계면 활성제 사용 빈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괴사성 장염의 빈도가 고혈압 질환을 동반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였다. 하지만 주산기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3).
각 고혈압성 질환에 따른 주산기 예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기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임신 34 주 미만에서는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의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분만 시 임신 주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34 주 이후에는 임신중 고혈압 질환의 유형에 따라 주산기 예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자간증 군에서 정상 혈압군에 비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실
빈도 및 재원기간이 증가하였고 신생아 체중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또한 뇌신경 합병증(뇌실 출혈)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P<0.05). 임신성
고혈압 환자군의 경우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실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다른
주산기 예후 인자는 정상 혈압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성 고혈압 및

동반된 전자간증 군은 모든 지표에서 정상 혈압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ELLP 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신생아의 체중이 모든 군가운데
유의하게 가장 낮았으며 신생아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5,6).

５

IV. 고찰

태아 발육 부전은 산모 및 태아의 사망률과 이환률을 높이고 장단기 합병증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산과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이다 (Chernausek,
2012). 유병률은 보고에 따라 다르나 전체 임신의 약 8% 이며, 여러 연구에서
태아 발육 부전과 산모의 고혈압성 질환이 공통의 병태 생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bai et al., 2005). 그러나 어떠한 기전으로 임상적 증상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지는 여러 가설들은 있으나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Kinzler and Vintzileos, 2008). 태아 발육 부전의 위험 인자는 태아측,
산모측, 태반측으로 나누어 설명되나 한가지 원인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audineau, 2013). 또한 산모 및 태반측 원인인
태반 발달 이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태아 발육부전이 재발하는
산모는 이러한 태반 이상이 다음 번 임신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Ananth and Vintzileos, 2006; Ananth et al., 2007). 고혈압성 질환이 합병된 태아 발육
부전 산모는 조산의 빈도가 28.9% 로 정상혈압 산모군 5.8%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 합병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태아의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Villar et al., 2006; Morsing and Marsal, 2014).
따라서 이러한 병태생리를 같이 공유하는 질환 - 즉 태아 발육부전과

임신중

고혈압 질환이 합병된 경우의 주산기 예후 및 임상적 예측 인자들을 파악하고
조기에 산과적 중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34 주 미만의 태아 발육부전 산모에서는 고혈압 질환의 동반 여부
및 고혈압성 질환의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는 임신 주수를 보정하였을 때
６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34 주 미만의 임신주수에 태어난 경우 주산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병태 생리학적인 각각의 질환에 따른 차이보다 태아의
재태 주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
그러나 34 주 이후에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각 고혈압 질환의 유형에 따라
주산기 예후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 전자간증이 동반된 경우 가장 불량한
예후를 보였으며 정상 혈압군에 비해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실 빈도, 저체중
빈도, 재원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뇌실 출혈역시 의미 있게 증가 하였다
(P<0.05). 뇌실 출혈은 흔히 저체중 미숙아에서 뇌 손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자간증은 다른

연구에서도 위험인자로 보고된 바 있다

(Khalessi et al., 2014). 만성 고혈압과 동반된 전자간증은 이전의 연구에서 주산기
사망률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Imad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주산기
예후에 있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HELLP 증후군은
가장 높은 모성 (8.1%) 및 주산기 사망률(9.1%)과 관련 있다고 보고 된 바
있으며(Vigil-De Gracia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유의하게 주산기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OR 14.1, CI 1.2-160.2). 임신성 고혈압군은 정상 혈압 산모 군에 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빈도와 저체중 출산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주산기 예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태반에 대한 연구들에서 태반의 이상 발달이 주요한 자궁 내 발육부전의
원인이지만 임신중 고혈압의 유형 및 발현 시기에 따라 태반 병태 생리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ovo et al., 2013). 특히 전자간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자궁 근층의 나선형 동맥이 발달되지 못하고 자궁 근층에 근육조직과
탄성조직이 소실되지 못하여 태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혈전 등의 병변이
７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각 고혈압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dline, 2008). HELLP
증후군의 경우 전체 태아 발육 부전 환자군에 있어 유병률은 높지 않지만
실제의 주산기 예후에 있어 악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34 주 이후에는 각
고혈압 질환의 위험도에 따른 산과적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태아 발육 부전의 진단은 재태 주수 표준 체중의 10 percentile 미만으로
진단하므로

이론적인

유병률은

약

10%

정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 약 20 년간 단일 기관의 결과로 유병률은 약 5.85% 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 보고인 9% 와도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Gaudineau,
2013)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 성장 발달 기준이 한국인의 표준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 혹은 3 차 기관의 특성상
발육부전의 정도가 심한 환자의 빈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나 태아 발육부전 산모에서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의 유형
및 합병 여부에 따른 임상적 결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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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태아 발육부전은 태아의 사망률과 이환률을 높이는 대표적 질환으로 산모의
고혈압성 질환이 합병될 경우 주산기 예후가 유의하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주 미만에서는 고혈압 질환의 동반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주산기 예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각 질환의 병태 생리학적 원인 보다는 분만
주수가 주산기 예후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4 주 이후에는 각 고혈압 질환에 따른 예후 지표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전자간 증에서 뇌신경 합병증이 증가하고 HELLP 증후군에서
유의하게 주산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다 향상된
주산기 예후를 얻기 위해 위험도를 고려하여 각 질환에 따른 산과적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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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hypertensive disorder in FGR patients (n=374).

FGR, fetal growth restriction; PE, preeclampsia; HTN,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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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Maternal characteristics in normotensive FGR and hypertensive FGR.
Total FGR (n=1288)
Normotensive FGR

Hypertensive FGR

(n=914)

(n=374)

30.4 ± 4.5

31.3 ± 4.4

< 0.01

529(57.8%)

226(60.4%)

NS

17.9 ± 7.6

21.6 ± 5.6

< 0.001

BMI at delivery (kg/m )

24.9 ± 3.4

27.6 ± 4.2

< 0.001

DM (%)

45(4.9%)

20(5.3%)

NS

320(36.1%)

121(32.4%)

NS

36.9 ± 2.2

34.6 ± 3.0

< 0.001

66(7.2%)

116(31.0%)

< 0.001

150(16.4%)

119 (31.8%)

< 0.01

Maternal age (yrs) †
Primiparous (%)
Prepregnant BMI (kg/m2)‡
2 ‡

Oligohydramnios (%)
Gestational age
at delivery (weeks)‡
Preterm delivery
before 34 weeks (%)‡
C/sec by fetal distress ( %)†

P value

* P<0.05, † P<0.01, ‡P<0.001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 ± SD. FGR,
fetal growth restriction; BMI, body mass index; DM,diabetes mellitus; AFI, amniotic fluid index; C/sec, cesarean section;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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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Preeclampsia
(n=305)

Superimposed
preeclampsia
(n=23)

HELLP
(n=5)

Gestational

Chronic

hypertension

hypertension

(n=21)

(n=20)

Maternal age

31.3 ± 4.5

32.3 ± 3.3

29.6 ± 4.7

33.0 ± 4.3

31.2 ±3.8

Primiparous (%)

183(60.0%)

15(65.2%)

3(60%)

11(52.4%)

14(70%)

Prepregnant BMI (kg/m2)

21.3 ± 5.4*

25.1 ± 6.2*

18.8 ± 2.5

22.1 ± 6.4

24.3 ± 3.5*

BMI at delivery (kg/m2)

27.6 ± 4.1*

28.9 ± 0.6*

23.8 ± 3.4

27.7 ± 3.7*

28.2 ± 2.9*

DM (%)

12(3.9%)

3(13.0%)

0

2(9.5%)

3(15.0%)

Oligohydramnios ( %)

96(31.5%)

9(39.1%)

3(60.0%)

7(33.3%)

6(30.0%)

Gestational weeks

34.4 ± 3.0*

35.4 ± 2.8

34.0 ± 3.0

34.1 ± 2.7*

35.5 ± 2.9

97(31.8%)

4(17.4%)

3(60.0%)

8(38.1%)

4(20.0%)

93(30.5%)

6(26.1%)

4(80%)

6(28.6%)

10(50%)

Preterm delivery
before 34 weeks (%)‡
C/sec by
fetal distress (%)†

* P<0.05, † P<0.01, ‡P<0.001 (One-way anova test, Chi-square test, Reference= Normotensive FGR group),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DM,diabetes mellitus; AFI, amniotic fluid index; C/sec, cesare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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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inatal outcomes in normotensive FGR and hypertensive FGR.
Total FGR (n=1288)
Normotensive

Hypertensive

FGR (n=914)

FGR (n=374)

NICU admission rate‡

403(44.1%)

290(77.5%)

< 0.001

Hospitalization days‡

6.2 ± 12.9

16.7 ± 20.4

< 0.001

Apgar <7 at 5min ‡

53(5.8%)

51(13.6%)

< 0.001

2245.0 ± 444.4

1786.0 ± 538.0

< 0.001

Ventilator use‡

53(5.8%)

55(14.7%)

< 0.001

Surfactant use‡

21(2.3%)

22(5.9%)

< 0.001

143(15.6%)

95(25.4%)

< 0.001

Perinatal mortality rate

15(1.6%)

10(2.7%)

NS

RDS‡

20(2.2%)

25(6.7%)

< 0.001

NEC*

11(1.2%)

12(3.2%)

< 0.05

Neonatal birth weight (g) ‡

IVH‡

P value

* P<0.05, † P<0.01, ‡P<0.001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 ± SD.
FGR,fetal growth restric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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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inatal outcomes in normotensive FGR and hypertensive FGR before 34 weeks of gestation.
Total FGR (n=182)
Normotensive

Hypertensive

FGR (n=66)

FGR (n=116)

NICU admission rate

60(90.9%)

113(97.4%)

NS

Hospitalization days

32.6 ± 31.0

35.8 ± 27.6

NS

24(36.4%)

43(37.1%)

NS

1306.8 ± 429.9

1186.6 ± 354.4

< 0.05

Ventilator use

24(36.4%)

38(32.8%)

NS

Surfactant use

13(19.7%)

16(13.8%)

NS

IVH

25(37.9%)

46(39.7%)

NS

Perinatal mortality rate

8(12.1%)

8(6.9%)

NS

RDS

11(16.7%)

22(19.0%)

NS

NEC

7(10.6%)

11(9.5%)

NS

Apgar <7 at 5min
Neonatal birth weight (gm) *

P value

* P<0.05, † P<0.01, ‡P<0.001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 ± SD.
FGR,fetal growth restric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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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inatal outcomes in Normotensive FGR and hypertensive FGR after 34 weeks of gestation.
Total FGR (n=1106)
Normotensive

Hypertensive

FGR (n=848)

FGR (n=258)

343(40.4%)

177(68.6%)

< 0.01

32.6 ± 31.0

35.8 ± 27.6

NS

29(3.4%)

8(3.1%)

NS

1306.8 ± 429.9

1186.6 ± 354.4

< 0.05

Ventilator use*

29(3.4%)

29(6.6%)

< 0.05

Surfactant use

8(0.9%)

6(2.3%)

NS

118(13.9%)

49(19.0%)

< 0.05

Perinatal mortality rate

7(0.8%)

2(0.8%)

NS

RDS

9(1.1%)

3(1.2%)

NS

NEC

4(0.5%)

1(0.4%)

NS

NICU admission rate†
Hospitalization days
Apgar <7 at 5min
Neonatal birth weight
(gm) *

IVH

*

P value

* P<0.05, † P<0.01, ‡P<0.001 (Student's t-test, Chi-squar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 ± SD. FGR,fetal growth restric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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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inatal outcomes according to the type of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after 34 weeks of gestation.
Preeclampsia
(n=145)

Superimposed
PE (n=19)

HELLP
(n=2)

NS

NS

Gestational
HTN (n=13)

Chronic
HTN (n=16)

NICU admission rate

3.6†

OR(CI,95%)

(2.6-5.0)

Hospitalization days

8.9 ± 8.5‡

8.3 ± 11.2

12.5 ± 2.1

11.3 ± 13.7

6.3 ± 7.1

Apgar <7 at 5min( %)

NS

NS

NS

NS

NS

2040.6

2131.2

1650

2045.3

2085.6

± 353.5‡

± 371.4

± 494.9

± 413.9

± 317.0

Ventilator

NS

NS

NS

NS

NS

Surfactant

NS

NS

NS

NS

NS

NS

NS

NS

NS

Birth weight (g)

4.9*
(1.3-17.9)

NS

*

IVH

1.56

OR(CI,95%)

(1.05-2.3)

RDS

NS

NS

NS

NS

NS

NEC

NS

NS

NS

NS

NS

NS

NS

NS

NS

Perinatal mortality
OR(CI,95%)

120.9*
(6.8-2118)

* P<0.05, † P<0.01, ‡P<0.001, (P value was adjusted by gestational age, Reference= Normotensive FGR group, One way anova test,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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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natal outcomes with fetal growth restriction
according to hypertensive disorder in pregnancy

Joo-Hyuk S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In Yang)

Objective: Fetal growth restriction (FGR) and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HDP)
such as pre-eclampsia (PE) are major disease entity affecting perinatal outcomes. We
investigated the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y with FGR according to types of HDP.
Methods: Medical records of 1,288 singleton births with fetal growth restriction from Ajou
University Hospital between 1994 and 2014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Patients were
divided into normotensive (control group: FGR without HDP) and hypertensive group (study
group: FGR with HDP). HDP were categorized into five subgroups such as preeclampsia,
superimposed preeclampsia, chronic hypertension, gestational hypertension and HELLP
syndrome.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inatal outcome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And the results were further evaluated by gestational weeks. Subgroup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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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to investigate perinatal outcomes in each HDP. Al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V. 20 (p < 0.05).
Results: Preeclampsia was the most common hypertensive disorder in FGR occupying with
82% of all HDP. Compare to normotensive group, hypertensive FGR showed older maternal
age, higher BMI, higher preterm delivery and cesarean section rate for fetal distress. In
subgrouping analysis all parameters showed significant poor perinatal outcomes in
hypertensive FGR except perinatal mortality. Before 34 week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perinatal outcomes of HDP except neonatal body weight. After 34 weeks
however,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perinatal outcomes of HDP. Preeclampsia was
associated with high NICU admission, lower birth weight and higher IVH rate. Gestational
HTN was only associated with high NICU admission rate. Superimposed PE and chronic
HTN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normotensive FGR. HELLP syndrome was
associated with higher perinatal mortality.
Conclusion: Hypertensive FGR was associated with poor perinatal outcomes compare to
normotensive group in single tone birth. After 34 weeks of gest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ypes of HDP in terms of perinatal outcomes. PE and HELLP
syndrome were associated with worse perinatal outcomes. Therefore, delivery should be
considered in those subgroup of HDP after 34 weeks of gestation.

Keyword : fetal growth retardation,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re-eclampsia,
Superimposed preeclampsia, Chronic hypertension, Gestational hypertension, HELLP
syndrome, neonatal mortality,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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