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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성장지연으로 인한 부당 경량아의 혈액학적 특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순주·조일현·조연수·윤영아·이주영·이현승·이정현·성인경·김소영

Hematologic Characteristics of Intrauterine Growth Restricted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Soon Ju Kim, M.D., Il Hyun Cho, M.D., Yeon Soo Cho, M.D., Young Ah Youn, M.D., Ju Young Lee, M.D., Hyun Seung Lee, M.D., Jung
Hyun Lee, In Kyung Sung, M.D. and So Young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is the term used to designate a fetus that has not reached its growth potenti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fants who are constitutionally small and growth restricted small. In the present study, we focused 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hematologic value in 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infants and discussed how to distinguish intrauterine growth restricted infants from constitutionally small infants.
Methods: SGA infants that did not have any other risk factors for IUGR in the medical record except maternal hypertension (HTN)
and diabetes mellitus (DM) and born at the Seoul St Mary's Hospital and Yeouido St Mary`s Hospital from January 2007 to July
2010 were included. The frequency of IUGR is higher in the pregnancy with medical problem, and in preterm infants. Therefore,
the data was categorized by maternal disease and gestational age. We assessed the clinical data and the hematologic value.
Results: The leukocyte count and the platelet count were lower in the SGA with maternal HTN group and the preterm SGA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linical data and the prognosis resulted from maternal HTN and maternal DM. However, the hematologic difference was not found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preterm SGA group as maternal diaseas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possible the low leukocyte count and the low platelet count are the characteristic hematologic features in growth restricted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Key Words: Fetal growth retardation, Small for gestational age, Leukocyte count, Platelet count

은 적정 체중아에 비해 주산기 사망과 이환, 신경 운동 발달 지

서론

연의 고위험군에 속한다2,3). 부당 경량아는 그 원인, 치료, 예후
신생아는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부당 경량아(small for ge

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이질적인 군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부당

stational age infant, SGA), 적정 체중아(appropriate for

경량아 중 10-15%정도가 자궁 내 성장 지연(IUGR)에 의해 발생

gestational age infant, AGA), 부당 중량아(large for gestational

하고 이들이 실제 임상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

age infant, LGA)로 분류하게 되며 부당 경량아는 재태 기간에

다. 즉 부당 경량아의 70% 정도는 성별, 모체의 인종, 분만력, 모

1)

대한 출생 체중이 10 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다 . 이들

체의 체질량 지수 등과 관련하여 단순히 작게 태어나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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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IUGR로 인한 부당 경량아의 경우 주산기 가사, 태변 흡인,

2. 방법

지속성 폐 고혈압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저체온증, 저혈당

대상 부당 경량아와 그 산모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

증, 과혈구증, 면역기능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토하여 산모의 질환, 연령, 신생아의 성별, 재태 연령, 출생 방법,

져 있으나 단순히 작게 태어난 부당 경량아는 적정 체중아와 비

출생일에 측정한 체중, 두위, 신장, Apgar score, 재원 기간, 재원

4)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 사망 여부, 출생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혈

교하였을 때 예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
IUGR의 위험 인자에는 태아의 유전자 이상, 태반의 이상이 있

액 검사 결과를 기록하였다.

으며, 모체의 인자로 고혈압, 신부전, 당뇨, 결체 조직 질환 등의

첫 번째 모체의 질환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모체의 고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체의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

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의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자궁 내 성장 지

5-8)

우, 흡연, 약물 중독 등이 있다 . 그중 고혈압 산모에서 IUGR이

연의 위험 인자는 모두 배제하였으므로 고혈압, 당뇨병 모체로

발생하는 것은 태반의 혈관병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터 출생한 부당 경량아에서 자궁 내 성장 지연이 더 많이 포함

있고, 이에 반해 당뇨병 산모에서 발생하는 IUGR은 태아의 고혈

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저 질환이 없는 산모로부터 출

당증,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대사의 항진으로 인해 조직에서

생한 부당 경량아를 SGA with unknown cause로 분류하였고

산소를 많이 소모하여 저산소 상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모체가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를 SGA with maternal hyper

알려져 있으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궁 내 성장 지

tenstion (HTN)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에는 임신 전에 고혈압

9-11)

연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을 진단 받은 경우와 임신 20주 이후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와 같이 IUGR로 인한 부당 경량아와 기질적으로 작은 부당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당뇨병 모체로부터 출생한 부당 경량

경량아는 발생 원인도 예후도 확연히 다른 군이나 실제 임상에

아는 SGA with maternal diabetes mellitus (DM)으로 분류하

서 부당 경량아가 출생했을 때 산모와 태아의 기록을 검토하고

였으며 임신 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와 임신 24주에서 28주

신생아를 면밀히 진찰하여도 어떤 군에 해당하는 부당 경량아

에 75 g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Criteria of International

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의 예후를 예측하

Association 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 and

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Americal Diabetes Association13)을 기준으로 임신성 당뇨병을

이에 저자들은 IUGR의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 중 모체
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선택하여 고혈압 모체로부터 출생한 부당

진단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세 군의 임상적 특징과 혈액
검사 소견을 비교하였다.

경량아와 당뇨병 모체로부터 출생한 부당 경량아 그리고 IUGR

두 번째는 모체의 질환 유무에 따른 분류로 위에서 분류한 세

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당 경량아의 임상적 특징

군 중 SGA with maternal HTN과 SGA with maternal DM을 한

과 혈액학적 특징을 비교해 보고 부당 경량아가 태어났을 때 자

군으로 하여 모체의 질환이 있는 군(SGA with maternal dis

궁 내 성장 지연의 정도 및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ease)과 모체의 질환이 없는 군(SGA without maternal disease)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두 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과 혈액 검사 소견을 비교하였다.
세 번째로는 preterm SGA에서 IUGR로 인한 SGA 가 더 많으

대상 및 방법

므로 재태 연령 37주를 기준으로 미숙아 부당 경량아(preterm
SGA)와 만삭아 부당 경량아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과 혈액 검사

1. 대상

소견을 비교하였으며preterm SGA는 다시 모체의 질환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기저질환이 없는 모체로부터 출생한 미숙아 부당 경량아(pre

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 중 출생 체중이

term SGA with unknown cause), 고혈압 모체로부터 출생한 미

Lubchenco의 자궁 내 성장 곡선12)을 이용하여 해당 자궁 내 재

숙아 부당 경량아(preterm SGA with maternal HTN), 당뇨병

태 주령 체중에 비해 10백분위수 미만인 신생아를 연구 대상으

모체로부터 출생한 미숙아 부당 경량아(preterm SGA with

로 하였다. 이 중 산전진찰을 받지 않아 재태 주령이 부정확한 경

maternal DM)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과 혈액 검사 소견을 비교

우, 다태아, 주기형을 가진 경우, 유전자 이상을 가진 경우, 태반

하였다. 이는 preterm SGA with unknown cause군에는 의무

의 이상이 있는 경우, 모체가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기저질환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IUGR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으로 생각되어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류에서 확인한 결과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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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다.
재원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은 기관별로 나누어 분류하였으
며 호흡기계 합병증은 인공 호흡기를 필요로 하였거나 3일 이상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Pear
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산소 투여가 필요하였던 태변 흡인 증후군, 기흉을 포함하였으
며 소화기계 합병증은 괴사성 장염, 3일 이상 수유장애를 보였

결과

던 경우로 정의 하였다. 심혈관계 합병증은 심초음파로 확인된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정의하였다. 뇌신경계 합병증으로

1. 대상

는 3단계이상의 뇌실 내 출혈, 경련을 동반하거나 뇌 자기 공명

44개월 동안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출생한 부

영상으로 확인된 허혈성 뇌증을 포함하였다. 원인균이 확인되

당 경량아는 총 210명이었으며 이 중 다태아가 38명 염색체 이

거나 배양 음성이더라도 C-반응성 단백질의 상승과 백혈구 증

상이 1명 재태 연령이 부정확한 경우가 1명 있었다. 고혈압과 당

가의 소견을 보이며 패혈증의 증상을 보일 경우를 감염 합병증

뇨병 이외의 내과적 질환을 가진 경우가 7명이었으며 이중 결체

으로 분류하였다.

조직 질환이 5명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가 1명 재생 불량성 빈혈
이 1명이었다. 최종적으로 1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

3. 통계 처리

며, 평균 재태 연령은 37.3±2.8주, 평균 출생 체중은 1,993±

통계학적 비교는 SPSS for windows (ver. 9.1)를 이용하여,

526.5 g 이었고 평균 재원 기간은 15일이었다. 미숙아는 50명으

Kruskall-Wallis test로 각 군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로 30%였으며 성비는 남아 45%, 여아 55%였다.

료의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혼란변수
가 있을 때에는 ANOVA test, ANC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예

2. 모체의 질환에 따른 임상적 특징의 차이

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혈액 검사 항목을 알아보고자 다중

SGA with unknown cause군은 109명, SGA with materna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Infants and Complication in Hospitalized Period
SGA with unknown cause
(n=109)

SGA with maternal HTN
(n=44)

SGA with maternal DM
(n=10)

P -value

Gestational age (weeks)

37.8±2.3

35.5±3.4

38.6±2.9

0.018†

Maternal age

32.4±4.5

32.4±3.9

33.1±2.7

0.984†

Apgar score 1 minute

6.9 (1-9)

5.7 (1-9)

Apgar score 5 minutes

8.5 (0-10)

7.6 (3-10)

8 (6-10)

0.104

2,091.5±443.8

1,704.7±613.4

2,189.5±512.1

0.057

31.4±2.6

0.44

2 (20%)

0.308

Body weight (g)
Head circumference (cm)

31.3±1.8

29.6±3.2

HC<10th percentile

36 (33.03%)

18 (44.19%)

Hight (cm)

45.8±4

42.8±5.5

Ponderal index (kg/cm3)

2.17±0.35

2.15±0.36

Male

48 (44%)

19 (43.2%)

C/S
Hospital day

6.3 (3-9)

47.6±4
2±0.35

0.119

0.499
0.438†

4 (40%)

1*
0.003*

50 (45.9%)

33 (75%)

6 (60%)

11.95 (2-100)

21.42 (3-74)

17.6 (4-42)

0.187

Complication
Respiratory

24 (22.0%)

13 (29.5%)

1 (10%)

0.359

Gastrointestinal

11 (10.1%)

5 (11.4%)

1 (10.0%)

0.972

Cardiovascular

2 (1.8%)

3 (6.8%)

1 (10.0%)

0.183

Neurologic

3 (2.8%)

3 (6.8%)

0 (0.0%)

0.393

Infection

8 (7.4%)

5 (11.6%)

2 (20.0%)

0.352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of patients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the others, ANCOVA.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C/S, cesare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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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왕절개의 빈도가 높았다(Table 2).

의 출생력, 인구 통계학적 특징, 모체의 나이, 출생 시 신체 계측
치, 재원 기간을 비교하였다(Table 1). SGA with maternal HTN
군에서 재태 연령이 가장 어렸고(P=0.018) 제왕 절개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32). 그러나 1분과 5분Apgar score는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재태 연령과 출생 체중을 보정
하였을 때 재원 기간에서도 세 군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각 군에서 symmetric IUGR, asymmetric IUGR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두위 10백분위수 미만의 빈도를 비교하
였으며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085).
모체의 질환이 신생아의 사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기관, 3
개 이상의 다기관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체중
과 재태 연령을 고려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

4. 미숙아 부당 경량아와 만삭아 부당 경량아의 임상적
특징의 비교
전체 부당 경량아를 preterm SGA군과 fullterm SGA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미숙아 부당 경량아에서 만삭 부당 경량
아에 비해 남아가 많았으며(90%, 38.9%), 두위가 10백분위수
미만인 비율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제왕
절개의 빈도가 의미 있게 많았다. 재태 연령과 출생 체중을 보정
하여 비교하였을 때 미숙아 부당 경량아 군에서 재원 일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고(P=0.004) 1분과 5분 Apgar score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3).

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모체의 질환에

5. 미숙아 부당 경량아에서 모체의 질환에 따른 임상적
특징의 비교

따라 발생하는 합병증의 종류에도 차이가 없었다(Table 1).

Preterm SGA를 모체의 질환에 따라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을 때 전체 부당 경량아에서 관찰되었던 재태 연령, 분만 방

3. 부당 경량아에서 모체 질환의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징의
비교
SGA with maternal disease군과 SGA without maternal
disease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에도 임상적 특징의 차이
는 없었으며 분만방식에서만 SGA with maternal disease군에
Table 2.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GA Infants with Maternal Disease Group and the SGA Infants
without Maternal Disease Group
SGA without
SGA with
Pmaternal disease maternal disease
value
(n=109)
(n=54)

식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6. 부당 경량아에서 모체의 질환에 따른 혈액학적 차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1주 이내의 혈
액 검사 결과 중에서 가장 낮은 혈당치와 가장 낮은 혈청 칼슘
수치를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SGA with maternal HTN
Table 3.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reterm SGA Infants and the Fullterm SGA Infants
Preterm SGA
(n=50)

Fullterm SGA
(n=113)

Pvalue

Gestational age (weeks)

37.8±2.3

42.4±4.7

0.323†

Gestational age (weeks)

33.9±2.6

38.8±1.2 <0.001†

Maternal age

32.4±4.5

33.2±3.5

0.842†

Maternal age

32.4±4.5

32.2±3.3

0.653†

Apgar score 1 minute

6.9 (1-9)

5.8 (1-9)

0.294

Apgar score 1 minute

5.4 (1-9)

7.1 (1-9)

0.083

Apgar score 5 minutes

8.5 (0-10)

7.6 (2-10)

0.164

Apgar score 5 minutes

7.5 (3-10)

8.5 (0-10)

0.057

Body weight (g)
Head circumference (cm)
th

HC<10 percentile

2,091.5±443.8 1,745.7±652.7 0.294
31.3±1.8
36 (33%)

Body weight (g)
Head circumference (cm)
th

1,379.4±431.8 2,264.6±277.3
28.6±2.7

31.9±1.4

0.016
0.899

HC<10 percentile

0.473

Hight (cm)

40.6±5

47.1±2.8

0.939

2.1±0.38

0.282†

Ponderal index (kg/cm3)

2.08±0.38

2.19±0.33

0.101†

48 (44%)

22 (40.7%)

0.951*

Male

15 (30%)

50 (45.9%)

39 (72%)

0.001*

C/S

45 (90%)

11.95 (2-100)

20.75 (3-74)

0.518

Hospital day

45.8±4

Ponderal index (kg/cm3)

2.17±0.35

Male
C/S

21 (38.9%)

0.964
0.235

Hight (cm)

Hospital day

29.4±4.9
43.3±5.7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of
patients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the others, ANCOVA.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C/S, cesarean section.

27 (55.1%)

31.2 (7-100)

30 (26.5%) 0.001

56 (49.5%) 0.026*
44 (38.9%) 0.001*
7.91 (2-76)

0.004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of
patients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the others, ANCOVA.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C/S, cesare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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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백혈구와 혈소판 수가 가장 낮았으며 절

7. 부당 경량아에서 모체 질환의 유무에 따른 혈액학적 차이

대 호중구도 가장 적었다. 혈색소는 SGA with maternal DM군

모체의 질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나누어 혈액 검사 결과

에서 가장 높았으며, 혈중 요소 질소(blood urea nitrogen)는

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SGA with maternal disease군에서 백혈

SGA with maternal HTN군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 혈청 칼슘은

구와 혈소판 수가 낮고 절대 호중구 수도 적었으며 혈중 요소질

SGA with maternal DM군에서 가장 낮았으나 저칼슘혈증의 정

소는 높았다(Table 6).

의에 만족하지는 않았다(Table 5).
8. 미숙아 부당 경량아와 만삭아 부당 경량아의 혈액학적 차이
Preterm SGA군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수, 절대 호중구 수가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Preterm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Preterm SGA without cause
(n=23)

Preterm SGA with maternal HTN
(n=22)

Preterm SGA with maternal DM
(n=5)

P -value

Gestational age (weeks)

32.2±2.9

33.5±2.3

34.0±2.5

0.547†

Maternal age

33.0±4.3

32.7±3.7

27.4±3.6

0.012†

Apgar score 1 minute

5.5

5.1

6.6

0.408

Apgar score 5 minutes

7.8

6.9

8.2

0.232

Body weight (g)

1,429.1±450.9

1,303.0±418.0

1,487.0±431.9

0.493

Head circumference (cm)

29.0±2.8

28.1±2.7

28.3±2.1

0.344

Hight (cm)

41.9±5.4

39.6±4.9

38.8±2.9

0.9

Ponderal index (kg/cm )

1.99±0.33

2.07±0.37

2.50±0.39

0.017†

Male

10 (43.5%)

5 (22.7%)

0 (0%)

0.116*

C/S

20 (86.9%)

21 (95.5%)

3 (60%)

0.096*

3

Hospital day

20.1 (7-100)

34.71 (6-74)

26.6 (6-42)

0.1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of number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the others, ANCOVA.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C/S, cesarean section.
Table 5. Comparison of Hematologic and Laboratory Findings in the Study Group
SGA with unknown cause DM
WBC (106/L)

13,066.6±5,551.2

SGA with maternal HTN
9,447.7±5,187.8

SGA with maternal
11,455.0±5,035.2

ANC (106/L)

7,992.9±4,370.4

5,431.7±4,266.9

6,339.9±4,347.9

Lymphocyte count (106/L)

3,862.8±2,021.6

3,253.3±1,477.6

4,169.59±1,667.63

Hb (g/dL)

17.1±2.2

17.6±1.9

Hct (%)

50.1±6.3

51.6±6.5

54.3±4.6

Plt (109/L)

230.2±81.8

179.1±76.2

200.6±69.9

Sugar (mg/dL)

67.55±29.4

68.9±38.9

45.7±20.1

BUN (mg/dL)

10.3±4.0

15.1±5.9

14.49±11.5

Cr (mg/dL)

0.76±0.8

0.84±0.4

0.76±0.3

Ca (mg/dL)

9.26±9.3

8.82±0.6

9.49±0.6

Ph

7.33±0.1

7.31±0.07

7.39±0.07

BE

-7.67±3.9

-8.51±3.9

18.25±1.2

-5.98±4.3

Sugar min (mg/dL)

56.7±19.1

55.6±29.4

41.63±17.6

Ca min (mg/dL)

8.85±0.9

8.50±0.8

8.47±0.9

P -value
0.004
0.005
0.442
0.035
0.027
0.003
0.201
<0.001
0.449
0.158
0.521
0.694
0.120
0.023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WBC, white blood cells;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a, calcium; BE, base excess; Sugar min, lowest sugar level;
Ca min, lowest calci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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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았으며 혈색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ema

위해 재원 기간, 사망, 다 기관 합병증에 대해 출생 체중과 재태

tocrit는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preterm SGA군에서 혈소판, 칼

연령을 보정하여 다변량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생일

슘, 최저혈당도 fullterm SGA군에 비해 낮았고 혈중 요소 질소

낮은 혈소판 수치만 재원 기간에 영향을 미쳤으며(P=0.009), 사

(blood urea nitrogen)는 유의하게 높았다(Table 7).

망, 다기관 합병증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백혈구수가 낮은 것이
감염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이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으나 통계적

9. 미숙아 부당 경량아에서 모체의 질환에 따른 혈액학적
차이

유의성은 없었다(P=0.791).

Preterm SGA군을 모체의 질환에 따라 세 군으로 나누어 혈

고찰

액 검사 소견을 비교하였다. 전체 부당 경량아에서 관찰되었던
백혈구와 혈소판수, 헤모글로빈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혈중

1963년 Lubchenco는 재태 연령 별 표준 체중표를 만들고 해

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당 재태 연령 10 백분위 수 미만을 부당 경량아로 정의하였다12).

보였으나 전체 부당 경량아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preterm SGA

그러나 자궁 내 성장 지연에 대해서는 체중을 기준으로 10백분

with maternal DM군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8).

위수 미만, 5백분위수 미만, 3백분위수 미만 등 여러 가지 정의가

10. 부당 경량아 출생초기 혈액검사 결과와 예후와의 관련성
모체 질환에 따른 분류에서도 SGA with maternal disease군
에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낮았으며 재태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
도 preterm SGA군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수가 낮은 결과를 보여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Table 6. Comparison of Hematologic and Llaboratory Findings
between the SGA without Maternal Disease and the SGA with
Maternal Disease

있다1,14).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작지만 건강한 부당 경량아
를 구분할 수 없어 단순히 작은 부당 경량아와 자궁 내에서 성
장의 제한을 받아 작은 부당 경량아를 구분하기 위한 여러 연구
가 이루어졌다. 피하 연부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여 자궁 내 성장
지연 유무를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에서는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의심되었던 환아에서 체간 부위 피하 지방 조직이 유의하게 적
음을 보고하였으며15), 생후 6시간 이내에 체취한 혈액에서 유핵
Table 7. Comparison of Hematologic and Laboratory Findings
between the Preterm SGA Infants and the Fullterm SGA Infants

SGA without
maternal disease
(n=109)

SGA with
maternal disease
(n=54)

WBC (106/L)

13,066.6±5,551.2

9,688.2±5,172.9 0.028

WBC (106/L)

8,432.4±5,431.9 13,593.4±4,935.0

<0.001

ANC (106/L)

7,992.9±4,370.4

5,599.6±4,255.3 0.033

ANC (106/L)

4,190.7±2,939.8 8,561.9±4,382.9

<0.001

Lymphocyte count
(106/L)

3,862.8±2,021.6

3,422.4±1,540.6 0.556

Lymphocyte count
(106/L)

3,528.7±2,743.8 3,796.9±1,296.3

0.406

Pvalue

Preterm SGA
(n=50)

Fullterm SGA
(n=113)

Pvalue

Hb (g/dL)

17.1±2.2

17.7±1.83

0.161

Hb (g/dL)

17.6±2.1

17.2±2.0

0.260

Hct (%)

50.1±6.3

52.1±6.2

0.331

Hct (%)

52.4±5.6

50.0±6.5

0.019

230.2±81.8

183.1±74.9

0.008

Plt (109/L)

181.3±73.9

229.3±81.9

<0.001

Sugar (mg/dL)

67.5±29.4

64.5±37.1

0.234

Sugar (mg/dL)

69.8±35.4

64.8±30.6

0.397

BUN (mg/dL)

10.3±4.0

14.9±7.1

0.003

BUN (mg/dL)

14.3±7.7

10.8±4.1

<0.001

Cr (mg/dL)

0.76±0.8

0.82±0.35

0.082

Cr (mg/dL)

0.73±0.4

0.81±0.3

0.161

Ca (mg/dL)

9.26±9.3

8.95±0.7

0.179

Ca (mg/dL)

8.9±0.8

9.28±0.5

0.001

Ph

7.33±0.1

7.32±0.07

0.255

Ph

7.31±0.09)

7.34±0.075

0.167

BE

-7.67±3.9

Plt (109/L)

0.570

BE

-7.78±4.65

-7.79±3.19

0.986

Sugar min (mg/dL)

56.7±19.1

-7.33±4.1
53.0±27.9

0.072

Sugar min (mg/dL)

50.1±19.9

58.1±23.6

0.034

Ca min (mg/dL)

8.85±0.9

8.49±0.8

0.614

Ca min (mg/dL)

8.27±0.89

8.96±0.73

<0.001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WBC, white blood cells;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a, calcium; BE, base excess; Sugar min,
lowest sugar level; Ca min, lowest calcium level.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nal age; WBC, white blood cells;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a, calcium;
BE, base excess; Sugar min, lowest sugar level; Ca min, lowest calci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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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Hematologic and Laboratory Findings in Preterm Small for Gestational Age
Preterm SGA without cause
WBC (106/L)
ANC (106/L)
6

Lymphocyte count (10 /L)
Hb (g/dL)
Hct (%)

Preterm SGA with maternal HTN

Preterm SGA with maternal DM

9,627.8±6896.9

7,099.1±3,800.9

9,592.0±4,295.9

4,786.9±3,113.9

3,434.1±2,932.9

4,356.1±2,630.9

4,013.8±3,692.6

3.011.6±1511.1

4.561.1±1.957.1

17.1±2.6

17.9±1.6

18.6±1.54

51.5±6.7

52.9±4.5

56.3±4.8

195.2±73.8

161.1±70.0

183.4±89.70

Sugar (mg/dL)

69.9±28.1

75.2±41.7

36.1±22.7

BUN (mg/dL)

11.7±5.6

15.8±6.7

17.6±15.9

Cr (mg/dL)

0.66±0.32

0.79±0.40

0.73±0.42

Ca (mg/dL)

9.0±0.8

8.6±0.6

9.5±0.8

Plt (109/L)

Ph

7.30±0.1

BE

-7.53±4.9

7.29±0.07
-8.71±4.4

7.42±0.07
-5.30±5.3

Sugar min (mg/dL)

51.2±15.9

51.6±21.5

31.1±16.8

Ca min (mg/dL)

8.27±1.0

8.34±0.7

7.94±0.8

P-value
0.435
0.332
0.746
0.096
0.095
0.312
0.259
0.039
0.361
0.987
0.433
0.772
0.134
0.691

Values are shown as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s;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Plt, platelet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a, calcium; BE, base excess; Sugar min, lowest sugar level; Ca min, lowest calcium level.

적혈구의 증가를 보이는 부당 경량아가 자궁 내 성장 지연과 관
16)

IUGR과 asymmetric IUGR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모

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궁

가 고혈압 질환이 있을 때에는 asymmetric IUGR이 더 많이 발

내 성장 지연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머리 둘레 10백분위수 미만의 빈도

자궁 내 성장 지연의 병태 생리 기전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를 비교해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않은 상태로 내분비적인 성장 인자의 결함으로 발생한다는 보

Preterm SGA 와 fullterm SGA를 비교했을 때에도, 모체의 질

고도 있으며 태반의 결함으로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산소와 영

환에 따른 preterm SGA를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의미

17-19)

양분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여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최

있는 임상적 특징의 차이는 없었다.

근에는 자궁 내 성장 지연아의 태반 조직에서 저산소증이나 대

저자들은 SGA with maternal disease군과 preterm SGA군

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이에 반해

에 IUGR이 더 많다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IUGR로 인한 부

조직 체취 부위의 편견(bias)이 관여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

당 경량아와 기질적으로 작은 부당 경량아를 비교하고자 하였

20-25)

. 임신성 고혈압 모체에서 발생하는 자

다. 임상적 특징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액 검

궁 내 성장 지연도 태반의 병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도 알

사의 비교에서는 흥미롭게도 SGA with maternal disease군에

려졌으나 정상 병리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논란의

서 SGA without maternal disease군보다 백혈구와 혈소판 수의

다는 보고도 있었다

26,27)

대상으로 남아있다

.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preterm SGA와 fullterm SGA의 비교에서

본 연구에서 모체의 질환에 따른 부당 경량아의 분류에서는

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Maruyama 등28)은 IUGR을 동반한 미숙

임상적 특징에 차이가 없었으며 모체 질환의 유무에 따른 부당

아 중 출생 직후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는 경우 출생 전 재대 동

경량아의 분류에서도 임상적 특징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

맥의 pulsatile index가 증가되어 있고 중대뇌 동맥의 pulsatile

만 SGA with maternal HTN군에서 제왕 절개의 빈도가 높고 재

index가 감소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만성적인

태 연령이 가장 어렸던 것은 임신성 고혈압에서 산모의 상태가

자궁 내 저산소 상태를 반영하며 IUGR의 정도와 연관이 있음

위중할 경우 분만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

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IUGR infants에서 모체의 질환에 상관

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태 연령과 출생 체중을 보정하여 예후를

없이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보고도 있었다29). 본 연구에서도

비교하였을 때 모체의 질환으로 인해 부당 경량아의 예후가 의

IUGR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군에서 공통적으로 백혈구와 혈소

미 있게 나빠지지는 않았다(P=0.582). IUGR은 symmetric

판 수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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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혈구와 혈소판의 감소는 SGA with maternal HTN

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부당 경량아에 비해 백혈구와 혈소

군에서만 관찰되었을 뿐 SGA with maternal DM군에서는 특이

판 수가 적었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

적이지 않았다.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두 질환에서

로 보여졌다. 부당 경량아를 접하였을 때 자궁 내 성장 지연아의

IUGR이 발생하는 기전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학적 소견과 이러한 혈액학적 특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자궁

당뇨병 산모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예후는 산모의 당뇨 조절

내 성장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 경량아를 구별하는 데 도움

11)

상태에 의해 좌우된다 . 그러나 최근에는 산전 선별 검사와 적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궁 내 성장 지

극적인 혈당 조절로 당뇨병 산모가 자궁 내 성장 지연아를 출산

연을 고려하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

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당뇨병 모체의 부당 경량아에

였으며 후향적 의무 기록 연구로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자궁 내

서 IUGR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

성장 지연아에서 보이는 이학적 소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을 것으로 생각되며 SGA with maternal군의 수가 너무 적었던

제한점이 있다. 추후 이를 시작으로 대단위 전향적 연구가 필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혈액학적 소견과 관련된 병태 생리

백혈구와 혈소판 수의 감소와 예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학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해 보았으나 혈소판 수 만 재원 기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하여 감염이 빈번하게 발행하지

요약

는 않았다.
고혈압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서 백혈구 감소, 혈소판

목적: 부당 경량아와 자궁 내 성장 지연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감소의 혈액학적 특징이 나타남이 이미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

있다. 실제 부당 경량아 중 약 70% 정도는 기질적으로 작게 태어

서 관찰되는 혈액학적 특징이 자궁 내 성장 지연의 특징이 아닌

난 경우로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인한 부당 경량아에 비해 주산

모체의 고혈압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미숙아에서 모

기 합병증의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인

체의 질환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는 모체의 질환에

한 부당 경량아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 없다. 저

따른 혈액학적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백혈구와 혈소판의 감

자들은 자궁 내 성장 지연의 위험 인자 중 모체의 고혈압, 당뇨병

소가 모체의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또

에 초점을 맞춰 고혈압 및 당뇨병 산모의 부당 경량아와 자궁

한 preterm SGA의 백혈구와 혈소판의 평균은 고혈압 모체의 부

내 성장 지연의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부당 경량아를 대

당 경량아의 평균과 비슷하였고 재태 연령을 보정하여 preterm

상으로 모체의 질환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혈액학적 특징을 비

SGA와 fullterm SGA를 비교하였을 때 preterm SGA에서 백혈

교해 보고 부당 경량아의 출생 시 자궁 내 성장 지연의 정도 및

구와 혈소판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preterm SGA에서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IUGR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Zook 등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30)

은 임신성 고혈압 산모의 신생아에서 관찰되는 백혈구 감소와

모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출생한 부당 경량아 중 모체의

혈소판 감소가 태반 부전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태반

고혈압, 당뇨 이외의 자궁 내 성장 지연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

혈관병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태반의 혈관병증은 백혈

아를 모두 제외한 163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구 감소, 혈소판 감소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 신생아

분석하여 임상적 소견, 혈액학적 소견을 기록하였다. 대상군을

의 출생 체중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임신성 고혈

모체의 질환에 따라, 재태 연령에 따라, 재태 연령과 모체의 질환

압 산모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백혈구 감소와 혈

을 함께 고려하여 세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소판 감소 IUGR의 유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

결과: 모체의 질환별로 전체 부당 경량아를 분류하였을 때 예

다. 이는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고혈압 산모에서 자궁 내

후, 임상적 특징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혈압 산모에서 출생한

성장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고혈압 산모의 신생아에서

부당 경량아에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P=0.004, P=0.003) 혈소판 수치는 재원 기간과 관련성이 있었

이며 자궁 내 성장 지연 유무가 혈액학적 소견의 더 중요한 원인

다. 미숙아 부당 경량아와 만삭아 부당 경량아를 재태 연령과 출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생 체중을 보정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미숙아 부당 경량아에

결론적으로 질환이 있는 모체로부터 출생한 부당 경량아에

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P<0.001).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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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숙아 부당 경량아를 모체의 질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에
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백혈구와 혈소판 수의 감소와 자궁 내 성장 지연의 발생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궁 내 성장 지연아의 이학적 소
견과 이러한 혈액학적 특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자궁 내 성장 지
연을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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