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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bilirubin levels over 6 hours using a
transcutaneous bilirubinometer. The change in the bilirubin levels were recorded in a
nomogram. The natural progress of jaundice in neonates was monitored using the nomogram
and cases were identified that needed further follow-up observation and treatment.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86 healthy term or near-term infants at the
age of 35 weeks or older who were born at Sung-Ae General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 2007 to April 30, 2009 and whose parents were both Koreans. Transcutaneous
bilirubin measurements were obtained using a transcutaneous bilirubinometer (Minolta,
JM-103) from 6 hours of life to discharge at intervals of 6 hours. A nomogram was derived
from the obtained data and compared to the delivery method, gestational age, and feeding
method.
Results : Percentile graphs were drawn according to time. Based on the graphs, phototherapy was necessary in more than 90 percent of the infants between 35 and 37.6 weeks
of age and in 95 percent of the infants 38 weeks and older. The mean bilirubin level at 24,
48, 72 and 96 hours after birth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delivery method, gestational
age, and feeding method. The bilirubin level in 48 hou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eonates
born via cesarean section delivery compared to the neonates born via vaginal delivery,
however the level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t the other hour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nomogram derived from hour-specific
transcutaneous bilirubin level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predict the risk for subsequent significant hyperbilirubinemia. (J Korean Soc Neonatol 2010;17: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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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으로 주로 피부에 간접빌리루빈색소가 침착되어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생아 황달은 생후 일주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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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만삭아의 약 60%, 미숙아의 80%에서 관찰되며 서

JM-103, Japan)를 이용하여 생후 6시간부터 6시간 간

양인보다 동양인의 경우 신생아기에 생리적으로 황달 수

격으로 퇴원 전까지 최대 생후 126시간까지 측정하였다.

치가 최고에 이르는 시기가 서양인에 비해 더 늦은 생후

황달 측정기를 이용하여 출생 후 6시간에 이마에서 경피

2,

5-6일경이며 빌리루빈 수치 자체도 더 높이 올라간다

적 빌리루빈 수치(transcutaneous bilirubin, TcB)를

3)

. 황달은 핵황달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

측정하였으며, 생후 126시간 내에 광선치료를 시작한

으며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황달의 조기발견과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6명을 대상으로 총

중증도의 예측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상신생아

10,047회의 TcB를 측정하였다.

의 조기퇴원이 증가하고 모유수유가 증가하면서 신생아

분만방법, 재태연령, 수유방법, 출생체중, 산모의 나이

황달에서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조기발견이 늦어지게

등의 정보는 병원 기록을 통해 얻었으며 모유수유는 수

되는 위험이 있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유시간에 제한 없었고, 분유수유의 경우 3시간 간격으로

빌리루빈 노모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4, 5).

수유하였다.

빌리루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혈청의 빌리루빈을

노모그램은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 시간에 따른

측정하는 것과 경피적 빌리루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TcB 수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er-

혈청 빌리루빈 측정은 신생아의 발뒤꿈치나 정맥혈에서

nel density estimation method를 적용하였다. 이 중

채혈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생아에게 고통을 주며 때로는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지 않는 시간 군에서 finite mixture

6)

채혈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채혈 시 번거로운 등의 단

model을 이용하여 오류의 값을 찾아내어 이를 분석하고

점이 있어 신생아 황달의 선별검사로 간편하고 신속하며

제거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5,10, 25, 50, 75,

7-10)

비침습적인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이 유용하다

90, 95 백분위수를 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재태연령

.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출생

35-36 (6/7)주, 37-39 (6/7)주, 40주 이상을 대상으

후 시간에 따른 신생아 빌리루빈 노모그램과 차이가 있

로 각각의 노모그램을 구하였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노

을 것이며, 아직 한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노모그램은

모그램을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의

보고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피적 빌리루

치료지침과 비교하였다.

빈 측정을 통해 한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신생아

3. 분 석

의 빌리루빈 노모그램을 산출하여 신생아 황달의 자연경
과를 알아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A 8.0E (Stata Corp., College Station, Texas,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분만방법, 수유방법 등의 TcB에 따른 t-test를 이용

대상 및 방법

하였으며 재태연령에 따른 TcB 평균값 비교에는 ANOVA
test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통계 P 값 0.05 미만을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1. 대 상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서울

결

성애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로 재태연령이 35주 이상이

과

면서 용혈성질환, 신생아 가사, 선천성 기형, 패혈증, 갑
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동시에 양부모

1. 대상군의 임상적 특징

가 모두 한국인인 건강한 만삭아 및 준만삭아 9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신생아 986명의 평균 재태연령은 39.0±1.7주
였으며, 평균 출생체중은 3,255±450 g이었다. 전체 대

2. 방 법

상아 중 남아가 495명으로 50.2%였고 여아가 491명으

빌리루빈의 측정은 경피적 황달 측정기(Minolta/Hill-

로 49.8%였으며 재태연령 35주에서 36주 6일까지 준

Rom Air-shileds Transcutaneous Jaundice Meter

만삭아가 110명으로 11.2%, 만삭아가 876명으로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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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였다. 수유는 모유수유가 85.5%로 산모의

그램이 5, 10, 25, 50, 75, 90, 95 백분위수의 7개의 완

대부분이 퇴원 전까지 모유수유를 하였다(Table 1).

만한 경사를 가진 곡선들로 얻어졌다(Fig. 1). 또한, 재
태연령을 35-36 (6/7)주, 37-39 (6/7)주, 40주 이상

2. 노모그램

3군으로 나누어 노모그램을 산출하였고(Fig. 2) 재태연

전체 신생아의 시간에 따른 TcB 수치 백분위수 노모

령이 높을수록 TcB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o. of infants (%)
Study sample
Sex
Male
Female
Gestational age
35-36 (6/7) weeks
37-39 (6/7) weeks
≥40 weeks
Delivery mode
Cesarean section
Vaginal delivery
Feeding
Breast feeding
Formula feeding
Mixed feeding

986
495 (50.2)
491 (49.8)
110 (11.2)
547 (55.5)
329 (33.3)
445 (45.2)
540 (54.8)
843 (85.5)
8 ( 0.8)
135 (13.7)

Fig. 1. Nomogram showing smoothed curves for the
th
th
th
th
th
th
th
5 , 10 , 25 , 50 , 75 , 90 , and 95 percentiles
for transcutaneous bilirubin (TcB) measured in
mg/dL, in healthy Korean newborns (gestational age
≥35 weeks).

Fig. 2. Nomograms for TcB levels according to gestational age (A: 35-36 6/7 weeks, B: 37-39 6/7
weeks, C: ≥40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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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만방법, 재태연령, 수유방법에 따른 평균 TcB
수치의 비교

s3. 광선치료지침과 빌리루빈 노모그램의 비교

2004년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Sub생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간 각각의 평균

committee에서 발표하였던 35주 이상의 광선치료 지침
본 연구에서 얻어진 노모그램을 비교하였을 때 통

TcB 수치를 분만방법, 재태연령 및 수유 방법에 따라 비

상적인 광선치료(conventional phototherapy)는 집중

교하였다. 분만방법의 비교에서는 생후 48시간 TcB 수

적 광선치료(intensive phototherapy)의 수치보다 혈

치가 자연분만에서는 7.8 (±2.0) mg/dL 로 제왕절개의

청 빌리루빈 수치(total serum bilirubin, TSB) 2-3

8.3 (±2.0) mg/dL 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으

11)

과

통상적 광선치료를 TSB

며 그 외 시간에서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 재태연령

3 mg/dL 아래에서 시작하였을 때 35-36 (6/7)주의 노

에 따른 비교에서는 생후 96시간일 때 40주 이상에서 다

모그램에서는 90 백분위수 이상의 경우 광선치료가 필

른 주수에 비해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

요하였고, 38주 이상에서는 95 백분위수 이상에서 광선

른 TcB 수치는 각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2).

11)

mg/dL 아래에서 시작하므로

치료가 필요하였다(Fig. 3).

Fig. 3. Comparison of AAP guidelines [Intensive therapy (
) and Conventional therapy (∙∙∙)]] for
phototherapy and nomograms from this study. (A) AAP guidelines and nomogram for gestational age 35-37
6/7 weeks. (B) AAP guidelines and nomogram for gestational age ≥38 weeks.
Table 2. Mean Transcutaneous Bilirubin Levels According to Delivery Mode, Gestational Age, and Feeding

Delivery mode
Vaginal delivery
Cesarean section
Gestational age
35-36.6 wk
37-39.6 wk
≥40 wk
Feeding
Fully breast
Formula & mixed
*

24 hr

48 hr

72 hr

4.7 (3.8)
5.0 (2.0)

7.8 (2.0)*
*
8.3 (2.0)

10.1 (4.9)
10.5 (2.4)

10.9 (2.7)
11.6 (1.1)

4.9 (1.4)
4.7 (2.0)
5.2 (4.3)

8.6 (2.0)
7.9 (1.9)
7.9 (2.0)

10.4 (1.7)
10.4 (5.8)
9.6 (2.2)

11.9 (2.7)†
‡
11.2 (2.4)
†, ‡
9.8 (3.3)

4.8 (1.8)
5.2 (1.1)

7.9 (1.9)
8.3 (1.5)

10.2 (5.1)
10.5 (1.0)

11.0 (2.6)
9.2 (1.5)

P <0.05, vaginal dilivery vs. cesarean section (t-test);
39.6 wk vs. over 40 wk

†

96 hr

P <0.05, 36-36.6 wk vs. over 40 wk; ‡P <0.0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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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sels과 Kring 은 생후 96시간까지의 TcB 수치

고

로 노모그램을 작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후 126시

찰

간까지 측정하였으며 생후 96시간의 평균 TcB수치는
7.2±3.73 mg/dL로 본 연구의 10.86±2.72 mg/dL보

최근 정상 만삭아의 출생 후 신생아실에서의 재원기

다 낮았다.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노모그램에서는

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95 백분위수 수치가 96시간에서 약 13 mg/dL로 본 연

나라도 보험 등의 경제적 문제와 가족의 유대감 증가, 병

구의 15.51 mg/dL 보다 낮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

원감염률의 감소, 정서적 안정 등의 장점으로 인해 조기

후 120시간의 95 백분위수 수치가 16.42 mg/dL로 최

퇴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고치를 나타냈다. 재태연령에 따른 노모그램에서는 모든

신생아 황달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재태연령에서 생후 1일에서 4일까지의 평균치 모두가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황달을 예측하기 위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주 이상에서의

2, 5, 12, 13)

.

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평균치는 생후 96시간일 때 9.8±3.3 mg/dL와 3.4±3.8

출생 후 혈청 빌리루빈치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는

mg/dL로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Maisels과 Kring

인종별로 차이를 보이며 황인종의 경우 대개 생후 5-6

5)

일째이며 백인종의 경우 대개 생후 3일째이다. 이처럼

있게 높았으나 본 연구에는 생후 96시간에서만 재태연

동양인의 경우 혈청 빌리루빈치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령이 40주 이상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2, 3)

14)

의 연구에서는 재태연령이 낮을 수록 TcB 수치가 의미

. Lee 등 , Choi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등15)의 연구에서도 국내 신생아 황달은 서양 신생아 황

경우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TcB 수치가 의미 있게 높

달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으며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도

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늦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신생아가 퇴원 후에 심각한

이는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가 85.5%로 산모의 대부분이

황달이 발생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생

퇴원 시까지 모유수유를 하여 상대적으로 분유수유를 한

후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3일 이하인 신생아가 3일 이

신생아의 수가 작아 비교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상인 경우보다 재입원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16, 17). 또

한편, Maisels과 Kring5)의 연구에서는 자연분만의 경우

한 재입원하는 신생아의 대다수가 황달로 재입원하게 되

가 제왕절개 보다 생후 24시간의 TcB 수치가 의미 있게

며18-20) 특히 동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황달로 인한 재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후 48시간에 제왕절개 군의

입원율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21).

TcB 수치가 의미 있게 높았다. 이는 수술 후에 회복되는

가 백인보다 늦고 수치도 더 높다

그러므로 동양인인 한국 신생아에게 조기퇴원 전에
퇴원 후 심각한 황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선

단계에서 수유를 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별자료가 필요하다. 빌리루빈 노모그램은 신생아 황달의

심각한 황달의 선별도구로서 이러한 접근 방법의 타

중증도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당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4, 23-28) 노모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가 주인 신생아 황달의

램은 AAP에서 제시한 치료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

자연경과에서 경피적 황달 수치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구에서 얻어진 노모그램을 AAP의 35주 이상에서 집중

신생아 황달의 빌리루빈 노모그램을 연구한 논문으로

적 광선치료지침 그래프에 적용해 보았을 때11) 통상적

5)

12)

22)

는 Maisels과 Kring , De Luca 등 과 Sanpavat 등

광선치료는 치료 지침의 3 mg/dL 아래 수치에서 치료를

의 연구가 있다. Maisels과 Kring5)은 출생 후부터 생후

시작하며, 이를 본 연구의 노모그램에 적용하면, 재태연

4일간 시간에 따른 TcB 수치 측정을 통해 노모그램을

령 35-37 (6/7)주는 90백분위 이상, 40주 이상은 95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심각한 황달을 예측하는데 도움

백분위수 이상에서 광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얻고자 했다. 인종에 상관없이 미국인 3,984명을 대

집중적 광선치료는 430 nm에서 490 nm의 파장을 가진

상으로 하였고 De Luca 등12)은 유럽인 2,198명을 대상

높은 조도를 보통 30 μw/cm2/nm 이상의 세기로 최대한

으로 하였고 경피적 황달측정기는 Respironics Bili-

넓은 부위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광원은 blue

checkTM을 사용하였다.

또는 "special blue"의 형광등을 사용하고 빛과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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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는 약 15-20 cm 이내, 환아가 빛을 받는 표면적

상으로 하였다. 출생 6시간 후부터 6시간 간격으로 퇴원

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바닥에 광섬유 담요(fiberoptic

시까지 경피적 황달 측정기(Minolta, JM-103)을 이용

phototherapy blanket)을 까는 등의 조건들이 포함된

하여 이마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다.

노모그램을 산출하였다. 분만방법, 재태연령, 수유방법

높은 빌리루빈 수치에서는 TcB가 혈청 빌리루빈에
29)

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좀 더 정확한 비

결 과 : 통계 데이터를 통해 시간에 따른 백분위수 그

교를 위해서는 TcB 수치가 광선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

래프가 그려졌으며, 재태기간 35주에서 37주 6일의 신

로 높은 수치에 오르면 혈청 빌리루빈도 함께 검사해야

생아에서는 90 백분위수 이상, 38주 이상은 95 백분위

한다. 더 나아가 TcB수치를 바탕으로 하고 인종에 따라

수 이상에서 광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간에 TcB 수치의 평균을

비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이 있었는데, 먼저

분만방법, 재태연령, 수유방법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생

이 연구는 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만의 자료를 바탕

후 48시간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가 자연분만으

으로 시행되어 한국인 신생아 전체를 반영하기 힘들고,

로 출생한 신생아에 비해 TcB 수치가 의미 있게 높았으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였기 때문에 수유에 따른 비교에

며, 나머지 시간에서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 이외 수

제한이 있었다.

유방법에 따른 두 군의 비교에서는 모든 시간에서 통계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인 신생아들

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의 노모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생리적 황달의 경과에

결 론 : 편리하고 비침습적인 경피적 황달 측정기를

서 벗어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내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TcB 수치의 변화를 노모그램을

고, 신생아 황달의 추적관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심각한 황달을 예측하는데

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다기관의 참여로 더 많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좀 더 정확한 노모그램이 작성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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