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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단일제대동맥 태아에 있어서:
임신주수별 제대동맥과 정맥직경 그리고 제대정맥 대 동맥직경비의 변화를 알아보고1.
이전에 보고된 단일제대동맥 태아를 산전에 진단하는 방법으로써 이상의 제대동맥4mm
직경과 이하의 제대정맥 대 동맥 직경비의 유용성을 검증한다2:1 .
임신주수별 제대동맥의 의 변화를 알아보고 정상태아의 제대동맥2.. S/D ratio S/D ratio
참고치와 비교분석해본다.
제대동맥직경과 제대동맥 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3. S/D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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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검사상 단일제대동맥이 진단되고 추적관찰된 례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측정한14
임신주수별 제대혈관의 직경과 측정치를 분석하였다S/D ratio .

결과:
단일 제대동맥태아 례중 례는 로 임신중절을 하였고 예는 무심장 쌍태1. 14 2 trisomy 18 1
아로 복부내 제대동맥의 알코올 절제술로 선택적 유산을 하였다 나머지 례는 임신말. 11
기에 분만하였으며 이중 례에서 비뇨기계기형을 동반하였고 예는 저체중아였다2 1 ,
제대동맥소실부위는 우측이 례 좌측이 례로 좌측 제대동맥소실이 좀더 많았다2. 5 , 9 .
임신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대동맥 과 제대정맥직경 은3. (r=0.92, p<0.05) (r=0.88, p<0.05)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제대동맥과 제대정맥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r=0.92, p<0.05)
주 이후의 제대동맥 직경측정치가 있는 경우는 례로 이중 례를 포함4. 20 13 trisomy 18, 2

한 례가 이하였고 그 중에서도 례에서는 제대정맥 대 동맥 직경비가 이상이었7 4mm 3 2:1
다 이하의 제대동맥직경을 가지면서 정상염색체를 보였던 례는 모두 정상 체중으. 4mm 5
로 분만되었다.
단일제대동맥 는 임신주수와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저체중5. S/D ratio (r=-0.71, p<0.05),
아를 보인 예를 포함한 모든 측정치는 정상 제대동맥 범위내에1 S/D ratio S/D ratio
있었다.

이하의 제대동맥직경을 가진 단일 제대동맥태아와 이상의 제대동맥직경을 가진6. 4mm 4mm
단일 제대동맥태아사이에 제대동맥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S/D ratio .

결론:
이전에 보고된 단일 제대동맥을 산전에 진단하는 방법중 하나인 이하의 제대정맥 대1. 2:1
동맥 직경비는 매우 제한된 가치를 가지며 이상의 제대동맥직경을 이용한 단일제, 4mm
대동맥 태아 진단법은 유용하지 않다.
정상 염색체 단일 제대동맥태아에서 제대동맥직경이 제대동맥 및 저체중아출2. S/D ratio
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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