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을 예측하는데 있어 임신 중기까지의 체중 증가와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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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비정상적인 태반관류를 반영하는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는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을 예측하는데 이용되:

어 왔으나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매우 낮아 부가적인 다른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임신 중기까지.

의 체중 증가는 산모의 영양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적을 경우 자궁내 발육부전의 위험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침습적이며 측정이 용이한 임신 중기까지의 체중 증가를 고려할. ,

때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 이전부터: 1996 1 2003 12 10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여 매 방문시마다 체중을 측정하고 주 사이에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를 시행한20-24

후 주 이후에 분만한 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태아발육지연의 정의는 출생 체중이 해당 임신, 37 1,003 .

주수의 백분위수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임신 중기까지 비정상적 체중 증가의 기준은 주당 미만인 경10 . 0.2kg

우로 하였고 자궁동맥 도플러 검사는 치가 이상이거나 초기 아완기 함요가 있는 경우 비정상으로 간, S/D 2.6

주하였다.

결과 명 중 태아 발육지연아는 명 이었다 산모의 신장 체질량 지수 출산력 임신성 고혈압: 1003 111 (11.1%) . , , , ,

당뇨 등을 통계학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플러 검사와 체중 증가가 모두 정상인 군 정상 정상 군 에 대한 자, ( - )

궁내 태아발육지연의 상대적 위험도는 정상 비정상 군 비정상 정상 군 비- 2.56(1.59,4.12), - 1.91(0.98,3.70),

정상 비정상 군 이었다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는 민감도 특- 40.3(16.9,96.4) . 31.5%,

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였고 임신 중기 체중 증가를 고려할 경우는 각각88.0%, 24.6%, 91.2% ,

였다 반면 도플러 검사가 비정상인 경우 체중 증가가 정상이면 발육지연아 발64.9%, 64.1%, 73.3%, 93.6% . ,

생 빈도는 였다11.5% .

결론 임신 중기까지의 체중 증가를 고려할 때 자궁내 발육지연에 대한 자궁 동맥 도플러 검사의 진단적 유: ,

용성을 매우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검사 모두 비정상 인 군에 대하여 임신 기간 동안 집. ,

중적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