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석사학위논문

중증 전자간증 임산부의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에 따른
제대혈 혈액소견 및 주산기 예후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오준환

중증 전자간증 임산부의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에 따른
제대혈 혈액소견 및 주산기 예후

지도교수 양 정 인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 년 8 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오준환

ii

오준환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3 년 6 월 20 일

iii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 주신 양정인 교수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 기간 중 여러모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유희석 교수님, 오기석 교수님, 김
행수 교수님, 장기홍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임윤경 선
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주위의 모든 분들과
묵묵히 도움을 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v

국문 요약

중증 전자간증 임산부의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에 따른
제대혈 혈액소견 및 주산기 예후

목 적 : 중증 전자간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의 유무
에 따른 제대혈 유핵 적혈구의 수와 주산기 예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 상 및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아주대학교 산부인과에
입원한 중증 전자간증 환자중 분만 72시간전에 제대 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를 측정한 49예를 대상으로 하여 이완기말 혈류 속도가 있었던 42예
와 혈류 속도가 없는 7예 사이의 제대혈에서의 유핵 적혈구의 수와 태아
의 주산기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두 군간의 제대혈에서의 유핵 적혈구의 수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색소나 헤마토크릿에서는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다.
이완기말 혈류 속도가 없었던 예의 태아에서 출생시의 저체중, 태아곤란
증으로 인한 제왕 절개술,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의 입원이 의미있게 높았
으며 또한 신생아의 두개내 출혈이나 보조환기 여부, 집중 치료실의 입원
일수 등의 신생아 이환에 있어 의미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태아의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의 유무와 유핵 적
혈구의 수의 증가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기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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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 인자로서의 유핵 적혈구의 임상 효용성에 대한

향후 더 많은 예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유핵 적혈구 수, 도플러 이완기말 혈류속도, 전자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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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자간증은 전체 임신의 약 5-10%에서 발병하며, 특히 중증의 경우
산모나 태아에게 높은 주산기 이환 및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1 이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 발병 시기나 진행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

발생위험이

있는

임산부를

조기

발견함은

물론

전자간증의 치료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정도를 적절한 시기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전에 이러한 태아의 위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수축검사, 수축검사, 생물리학적 계수, 도플러 초음파 검사,
생화학 검사 등이 있으며,2 1977년 Fitzgerald가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
제대동맥의 혈류 특성을 보고한 이후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고위험
임산부의 태아발육 지연 및 주산기 예후를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제대동맥 혈류 속도의 파형은 태아 심박출량의 변화,
말초저항의 변화, 혈장 점성도, 혈관 탄성 등 여러 인자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이완기말 혈류 속도(end-diastolic velocity)는 말초혈관 저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완기말 혈류가 없거나(absence of end-diastolic velocity :

AEDV) 역류(reversed end-diastolic velocity : REVD)하는 경우 주산기 예후가
불량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7점 미만의 Apgar score, 태아 곤란증 및
주산기 사망 등이 증가하며,4-6 이는 태아의 만성 저산소증과 연관이
있다.7,8 이러한 태아의 저산소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출생직후 제대혈
가스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저산소증의 상태를 보거나 제대혈액 내 유핵
5

적혈구(nucleated red blood cell)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9 유핵 적혈구는
미성숙 적혈구로 신생아의 혈액에서 주로 발견되며 조산,

10, 11

모성

당뇨병,12 빈혈13 등의 경우에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14 과 같은 태아 저산소증이 유발 될 경우 erythropoietin의
생성이

증가하고

전구세포들이

이것은

순환계로

적아구증을
나오게

되어

일으켜

결국

궁극적으로

미성숙

적혈구계

말초혈액의

유핵

적혈구가 증가하게 된다.15 Phelan등16 , Korst등은17 신경학적 손상을 받은
영아에서

증가된

유핵

적혈구

수는

태아

가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어느 정도의 만성 태아 저산소증 상태로 추측되는 중증
전자간증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에 제대동맥 혈류속도를 평가하고 출생즉
시 제대혈을 채취하여, 이완기말 혈류의 유무에 따른 제대혈 혈액소견과
태아의 주산기 예후를 비교함으로써

유핵 적혈구 수가 태아의 위험정도

를 평가하는데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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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1999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본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중증 전자간증
환자 중 분만 72시간 전에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를 측정한 49예를
대상으로 하여 이완기말 혈류속도의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27주미만, 다태 임신, 태아 기형과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중증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60 mmHg이상과 확
장기 혈압이 110 mmHg이상으로 반복 측정되고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이
500mg 이상이거나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중간소변 검사상 2
회 이상에서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임신 주수는 월경력과 임신초기에 초음파로 측정한 태아생체계측을 기
초로 결정하였으며 태아발육 지연(fetal growth restriction: FGR)은 임신 주수
에 따른 신생아 체중의 1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분만 시기의 결정은 임신부의 혈압조절이 안되거나 심장 또는 신부전,
혈소판 감소 또는 HELLP(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 Low platelet) 증후
군이 발생하면 자궁 경부의 상황에 따라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
곤란증의 소견이 보일때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다.
B. 연구방법
1. 도플러 검사
태아의 호흡운동이 없을 때 산모의 복벽을 통하여 양수 위에 떠 있는 중
간부위의 각기 다른 3곳의 제대로부터 이완기말에 제대동맥 혈류 속도를
7

측정하여 혈류속도가 없을 때 AEDV로, 혈류속도가 기록될 때 PEDV군으
로

하여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초음파기기는

Ultramark 9(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Bothell, Wash.)을 사용하였다.
2. 제대혈 채취
두 군간의 제대혈 유핵적혈구의 수, 혈소판 수치, 혈색소 소견을 비교하
기 위하여 분만시 제대 결찰 직후 제대혈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
였다. 유핵적혈구의 수는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경하였으며
수기로 100백혈구당 숫자로 표현하였다.
3. 주산기 예후의 비교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 속도 유무에 따라 나눈 두 군 사이의 주산기
결과 즉 분만시 임신 주수, 분만시 체중, 태아 발육지연, 태아 곤란증으로
인한 제왕절개,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및 입원일수, 1분 및 5분 Apgar
score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호흡 곤란증, 심폐질환, 패혈증이나 범발성 혈
관내 응고장애, 두개내 출혈, 괴사성 결장염, 보조 기계 환기와 같은 신생
아 이환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위의 결과를 윈도우용 SPSS 10.0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 χ2 test 및
Fisher exact test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유의성은 P value 0.05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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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velocity
PEDV

AEDV

(n=42)

(n=7)

P value

Maternal age (yr) (mean± SD)

28 ± 4.5

33 ± 5.7

<0.05*

Primiparity

22 (52.4%)

2 (28.6%)

NS

Multiparity

20 (47.6%)

5 (71.4%)

NS

Past Hx

4 (9.5%)

1 (14.3%)

NS

PEVD: present end diastolic velocity, AEDV: absent end diastolic velocity
NS: not significant
Past history: previous pregnancy history of preeclampsia, FGR
Student’s t-test, χ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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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inatal outcome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velocity
PEDV

AEDV

(n=42)

(n=7)

GA at delivery (wks) (mean± SD)

34 ± 3.8

33 ± 2.82

NS

Preterm delivery (<37wks)

28 (67%)

6 (85.7%)

NS

Birth weight (gm) (± SD)

2235.71 ± 724.63

1381.42 ± 461.96

<0.05*

Cesarean section

22 (52.4%)

6 (85.7%)

NS

Fetal distress

9 (21.4%)

6 (85.7%)

<0.05*

Meconium staining

5 (11.9%)

1 (14.3%)

NS

1 min Apgar score <7

12 (28.6%)

4 (57.1%)

NS

5 min Apgar score<7

4 (9.5%)

1 (14.3%)

NS

Admission to NICU

23 (54.8%)

7 (100%)

<0.05*

Perinatal death

2 (4.8%)

0 (0%)

NS

FGR

12 (28.6%)

3 (42.9%)

NS

NICU :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FGR: fetal growth restriction
Student’s t-test, χ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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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Table 3. Neonatal morbidity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velocity
PEDV
(n=42)

AEDV

P value

(n=7)

Hospital day (days) (mean± SD)

10.21 ± 16.10

38.57 ± 20.48

<0.05*

Assisted ventilation

4 (9.5%)

4 (57.1%)

<0.05*

Respiratory distress

6 (14.3%)

3 (42.9%)

NS

Sepsis/DIC

9 (21.4%)

2 (28.6%)

NS

Intracranial hemorrhage

5 (11.9%)

4 (57.1%)

<0.05*

Cardiovascular disease

3 (7.1%)

1 (14.3%)

NS

Jaundice

1 (2.4%)

0 (0%)

NS

Electrolyte imbalance

2 (4.8%)

1 (14.3%)

NS

Necrotizing enterocolitis

1 (2.4%)

1 (14.3%)

NS

Seizure

1 (2.4%)

0 (0%)

NS

Pneumonia

3 (7.1%)

2 (28.6%)

NS

Bronchopulmonary dysplasia

1 (2.4%)

2 (28.6%)

NS

Developmental delay

1 (2.4%)

0 (0%)

NS

Retinopathy of prematurity

5 (11.9%)

3 (42.9%)

NS

DIC :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Student’s t-test, χ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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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onatal morbidity delivered before 37 weeks of gestation in relation
to the results of umbilical artery Doppler velocity
PEDV

AEDV

( n=28)

P value

(n=6)

Assisted ventilation
( GA at delivery)
27-31

3/9

2/2

NS

32-36

1/19

1/4

NS

Intracranial hemorrhage
(GA at delivery)
27-31

1/9

2/2

<0.05*

32-36

4/19

2/4

NS

27-31

24.6 ± 22.6

54 ± 12.7

NS

32-36

10.6 ± 13.6

32.5± 23.7

<0.05 *

Hospital day
( GA at delivery)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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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mbilical artery blood cell count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velocity
PEDV

AEDV

(n=42)

(n=7)

nRBC (mean± SD)

4.06 ± 0.50

4.30± 0.52

NS

Hemoglobin (mg/dl)

14.35 ± 2.48

15.82 ± 0.47

<0.05*

Hematocrit (%)

42.40 ± 9.23

49.51± 2.77

<0.05*

Platelet (x1000)

212.73 ± 82.64

163.71 ± 46.07

NS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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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III. 결 과

중증 전자간증 임산부 49예 중 PEDV는 42예(83.3%), AEDV는 7예
(16.7%)였다. 두 군간에 임산부의 연령은 AEDV군에서 33 ± 5.7세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초산의 빈도 및 전자간증이나 태아 발육지연의 과
거력은 차이가 없었다(Table 1).
주산기 결과는 출생시 체중, 태아곤란으로 인한 제왕 절개율, 신생아 집
중 치료 빈도가 AEDV군에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분만시의 임신
주수, 조산의 빈도, 생후 1분, 5분에 7점 미만의 Apgar 점수 빈도, 주산기
사망률은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신생아 이환은 AEDV가 있었던 신생아가 PEDV군 보다 두개내 출혈과
기계적 환기 및 평균 재원일수에 있어서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두 군간에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괴사성 장결장염, 그 외 경기나 전해
질 불균형 등의 태아 이환율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신생아 이환율에 대한 조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신 주수를 2731주, 32-36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때 27-31주에서의 두개내 출혈과 3236주에서의 평균 재원일수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 4).
주산기 사망은 PEDV군에서 2예에서 있었으며 27주에 각각 750, 800gm
으로 자연 분만 되어 생후 10일과 14일째 다장기 기능 부전 및 범발성 혈
관내 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제대동맥 도플러 이완기말 혈류속도에 따른 제대혈의 혈액 소견은 유핵
14

적혈구의 수나 혈소판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색소와 헤마토
크릿에 있어서는 AEDV군에서 의미 있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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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전자간증은 전 임신의 약 5-10%에서 발생하며 중증의 경우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모성 및 주산기 사망과 이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1 이의 원인
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상 임신에서 생기는 영양배엽세포의 나선
동맥 내로의 불완전한 침입과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로 알려져 있다.18-20 이로 인하여 혈관 수축과 모체 및 태아간
의 순환이상이 생겨 산모에게는 다발성 장기 손상을, 태아의 경우에는 모
체로부터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저산소증 및 태아발육지연 등의

주

산기 합병증을 야기하게 된다.
태아 태반간의 혈액순환은 임신 8주부터 확립되나, 임신 18주전에 제대동
맥 도플러 검사에서의 AEDV는 정상소견이다.21 임신 24주경에 융모내 모
세혈관이 분화되어 가스교환이 가능한 성숙한 융모로 형성되며 임신이 진
행할수록 이완기말 혈류 속도가 증가하여 수축기/이완기 혈류속도 비(S/D
비)는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임신 30주후에는 3.0이하로 감소하게 된다.21
Christiane등은22 제대동맥 S/D비가 정상인 군과 이완기말 혈류 소실이 있
으면서 태아발육지연이 동반되었던 산모의 태반에서 말초 융모와 말초혈
관의 구조를 비교하여 태아 발육지연이 있었던 경우 말초혈관 고리(loop)
가 더 드물게 존재하였고 길었으며 대부분 회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밝히면서 태반 융모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말초혈관에서의 태아 태반간
혈류저항이 증가하여 태아로의 가스교환 및 영양 공급에 장애가 생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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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2 이완기말 혈류의 감소는 박동성 지수
(pulsatile index: PI)의 증가와 하류의 태반 혈류이상 즉, 삼차간 융모에서의
소근 동맥수의 감소 혹은 폐쇄로 인한 높은 태반 혈류 저항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경우 이완기말 혈류의 소실 혹은 역류를 보이게 된다. 이는 임
신 20주 이후에서는 태아의 기형, 염색체 이상, 성장지연과 관련된 모성
질환 즉 전자간증 뿐만 아니라 만성 고혈압, 청색성 심장질환, 쌍태 임신
등과 관련이 있다.23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가 없을 경우 주산기 예후는 불량하여 Trudinger
등은24 2,178예의 고위험 단태임신에서 AEDV군의 경우 평균 31주 미만의
짧은 재태기간, 81%의 저체중아, 68%에서 7점 미만 Apgar 점수와 86%의
제왕절개율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전자간증 임신에서 태아곤란
으로 인한 제왕절개율, 7점 미만의 Apgar 점수, 비정상 제대동맥의 산증
(pH<7.2)과 같은 태아의 저산소증 및 산증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았다고
하였다.2,21,25,26 본 연구에서 AEDV의 빈도는 16.6%로 기존에 보고된 바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AEDV군에서 태아 곤란으로 인한 제왕절개술의
빈도와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 여부는 의미있게 높은 결과를, 분만시의
체중은 의미있게 적은 결과를 보였으나, Apgar 점수나 주산기 사망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신생아 이환은 유럽의 공동연구에서는 AEDV에서 신생아 대뇌 출혈, 빈
혈, 저혈당 등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다고 보고하였으며,27 McDonnell등은
신생아 이환율은 높으나 괴사성 장결장염이나 기계적 환기 및 기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28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괴사성 장결장염이나
17

호흡곤란증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평균 재원 일수, 기계적 환기 여부,
두개내 출혈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
른 주산기 이환의 결과는 조산과 관련하여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의 빈도
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산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분만 주수를 두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27-31주에서
의 신생아 두개내 출혈과 32-36주에서의 평균 재원 일수에 있어서만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제대 동맥 이완기말 혈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대 동맥 혈류의 많은 감소로 태아를 저산소증에 직면케 하여
불량한 주산기 예후가 일어나게 된다. 태아에게 만성 저산소증이 생기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혈구 형성이 증가하게 되어 태아의 말초 혈액내
유핵 적혈구가 출현하게 되며 이는 저산소증의 정도, 기간과 관련이 있다
는 보고들이 있으나,9-11 태아의 저산소증과 유핵 적혈구 증가와의 관계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정상적인 만기 임산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유핵 적혈
구수는 보통 100백혈구당 10 또는 2,000 nRBCs/mm3 의 절대수를 가진
다.29,30 유핵 적혈구는 대사성 산증(제대동맥 pH < 7.0 와 base deficit > 12
mEg/L)시에도 증가하며,

31

또한 급성 태아 가사 및 만성 태아 가사가 있는

경우에도 증가한다고 한다. 보통 태아 저산소증이 발생한후 유핵적혈구가
증가하는 시기는 48-72시간 후로 알려져 있으나, 만기 임신시 태어난 101
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급성 가사군보다 만성가사군에서

유핵 적혈구가 의미 있게 증가하나(2,497/mm3 : 7,960/mm3 ) 급성군의

범위

가 0-11,476/mm3 로 만성군의 평균값과 겹쳐 저산소증 시기의 판정에 임상
적인 유용성이 없다고 하였다.32 Saracoglu등은33 분만을 위해 입원했을 당
18

시의 비수축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급성 태아가사, 만성 태아가사군으로 나
누어 임신 38-39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군의 유핵백혈구
수는 7.56, 급성 가사군 11.18, 만성가사군 24.43으로 각 군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태아 산증의 예측지표로써 100백혈구당 14 유핵
적혈구를 cut-off(민감도 87%, 특이도 81%)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정상군,

급성

저산소증군,

만성

저산소증군으로

나누었을때

3.4/12/48.6의 유핵적혈구 수를 제시한 Korst등의 연구 결과도 평균치가 매
우 중복됨을 보여주었다.17 조산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더욱 증가하는데 34
주 이전의 임신 중독증 임산부를 대상으로 Moser는 임신 30-31주에 분만
된 조산아의 유핵 적혈구수는 평균 26.6, 임신중독증 임산부는 40.94로 임
신중독증 임산부에서 분만된 태아의 만성 저산소증을 시사한다.34 또다른
태아 저산소증에 의해 생기는 저체중아에서의 연구 역시 높은 유핵 적혈
구를 가진 군에서 의미있게 불량한 주산기 결과를 보고하였다.35 비정상적
인 제대혈 도플러 혈류속도를 가진 태아 발육지연군에 대한 Berstein 등의
36

연구에서는 태아의 만성 저산소증과 증가된 유핵 적혈구 수는 관련이

있어 평균 임신 33주의 52예에서 비정상적인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속도
를 가진 군의 평균 유핵 적혈구는 135.5 이며 저체중아이지만 정상 제대
동맥 이완기말 혈류속도를가진 신생아의 유핵적혈구는 17.4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태아 산증, 저체중아의 빈도, 태아 절박으로 인한 제왕절개
분만의 증가, 신생아 중환아실의 오랜 입원기간등 보다 불량한 예후를 보
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 산모에게서 제대천자를 시
행한 Philip등9 , Soothill등37 의 연구에서는 나쁜 주산기 예후와 유핵 적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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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Salafia 등도 465명의 조산아를 조사하여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38 제대혈 유핵 적혈구의 수 뿐 아니라 혈
소판 및 혈색소, 헤마토크릿의 수 또한 그 상관 관계에 대한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데, 적혈구 형성의 증가에 따라 혈색소 및 헤마토크릿의 수가
증가한다는 결과와39 유핵 적혈구의 수는 증가하나 혈색소의 증가는 나타
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다.40,41 이에 대해서는 태반내 혈전의 형성으로
인하여 적혈구의 파괴가 일어나 유핵 적혈구는 증가하나 이를 따르는 혈
색소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혈소판의 감소 역시
이와 같은 혈전 형성으로 인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40,41

자궁내에서

이전에 태아 저산소증이 일어났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않아 회복되며 시
간이 오래 경과하는 경우 만들어졌던 유핵적혈구는 비장에 의해 탐식되는
데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만성 저산소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중증 임신중독증 임산부에서 출생한 신생아 제대혈 유핵적혈구
가 정상치를 보이는 이유로도 생각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 유핵 적혈구
는 2.4에서 5.2의 분포를 보였으며 조기 발생형 경기, 발달 장애를 보인 2
예에서의 유핵 적혈구수도 4.4, 4.2로 정상 범주였다. 따라서 태아 저산소
증 또는 태아 가사를 판정하기 위한 예측 지표로서의 제대혈 유핵적혈구
는 정상 범위의 심한 변이 또는 연구간 평균값의 큰 차이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인 임상 적용에는 무리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전자간증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AEDV와 PEDV
군간의 제대혈에서의 혈액소견을 비교하였으며 두 군간 유핵 적혈구의 수
에는 차이가 없어 다른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20

의

미있는 적혈구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향후 더 많은
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있는

예를 대상으

태아 저산소증 여부를 예측할 수

새로운 인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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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아의 제대동맥 이완기말 혈류의 유무와 유핵 적혈구
의 수의 증가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기 예후의
예측 인자로서의 유핵 적혈구의 임상 효용성에 대한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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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더 많은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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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Umbilical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and Perinatal Outcome According to
Doppler End-diastolic Velocity in Severe Preeclampsia

Joon Hwan Oh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Jeong In Yang)

Purpose : To assess the umbilical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and perinatal
outcomes according to umbilical artery Doppler end diastolic velocity in severe
preeclampsia.
Material and Method : A prospective case-control study comparing 42 severe
preeclampsia patients who had present umbilical artery end diastolic velocity with
7 severe preeclampsia patients who absent end diastolic velocity for umbilical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and perinatal outcomes.
Result : Those with absent end diastolic velocity did not have significantly greater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but they had increased hemoglobin, hematocrit.
These newborn had significantly lower birth weight, increased Cesarean s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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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etal distress and been more frequently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hese newborn also had significantly increased intracranial hemorrhage,
assisted ventilation and longer hospital days.
Conclusion : No correlation with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and chronic fetal
hypoxia were presented. However further study with more expanded cases for the
role of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as a marker of fetal hypoxia will be need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Nucleated red blood cell counts, Doppler end diastolic velocity,
Preeclampsia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