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first screening 

examination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in a tertiar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ROP screening records of 459 infants admitted 

to the NICU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between January 2006 

and December 2011 was performed. The first examination was performed at 31-32 

weeks of postmenstrual age (PMA) or 4-5 weeks of postnatal age (PNA), whichever 

was earlier. The infants were divided into subgroups according to the gestational 

age (GA), and the time of the first examination, time of onset of ROP, and time of 

laser surgery were assessed with regard to the PMA and PNA. 

Results: Of the 459 infants, 139 infants developed ROP, with the mean PMA at onset 

of ROP being 34+2±2+3 weeks. Type I ROP developed in 57 infants, with the median 

PMA at laser surgery being 36+0 weeks. The median PMAs at the time of onset and 

the time of surgery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groups divided according to 

GA. Infants with a GA of <26 weeks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Type I ROP compared 

to those with a GA of ≥26 weeks. None of the infants with a GA of <26 weeks were 

diagnosed with ROP at the first examination, and none of the patients in either group 

missed treatment. Six infants developed ROP before 31 weeks of PMA, at which time 

the first screening for ROP is generally performed.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timing of the initial examination for ROP should be 

based on PMA or PNA, whichever is earlier, particularly in infants with GA of <26 weeks.

Key Words: Retinopathy of prematurity, Screening, Initial examination

서론

미숙아 망막병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은 미숙아에서 망막 혈관의 정상적 발

달이 지연되면서 주변 망막으로부터 신생혈관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소아 연령

Received: 24 July 2013

Revised:  6 September 2013

Accepted:  17 September 2013

Correspondence to: 

Juyoung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79, Korea

Tel: +82-2-2072-0647,

Fax: +82-2-2072-0590,

E-mail: lamb4122@snu.ac.kr

Original Article

Optimal Timing of the First Screening Examination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Ji Soo Kim, MD, Sae Yun Kim, MD, Juyoung Lee, MD, Jeong Hun Kim, MD*, Ee-Kyung Kim, MD, Han-Suk 

Kim, MD, Young Suk Yu, MD*, Jung-Hwan Choi, MD  
Department of Pediatrics,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Neonatal Med 2013 November;20(4):454-461 
http://dx.doi.org/10.5385/nm.2013.20.4.454 
pISSN 2287-9412 . eISSN 2287-9803

Copyright(c) 

By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All right reserved.



455Neonatal Med 2013 November;20(4):454-461
http://dx.doi.org/10.5385/nm.2013.20.4.454

대의 실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질환 중 하나이다1). 미숙아 망막

병증의 치료는 문턱 전 단계(pre-threshold ROP) 미숙아 망막병

증에서 조기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치

료 지침은 자연적으로 퇴행 가능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시

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보다 어린 시기에 치료하게 됨으로써 

치료로 인한 전신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2). 

이에 early treatment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ET-ROP) 연

구2)에서는 조기 치료의 적응증을 세분화하여 치료를 시행하지 않

을 경우 불량한 예후를 보일 확률이 높은 고위험 문턱 전 단계 미

숙아 망막병증인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zone I에 발생한 plus 

징후를 동반한 모든 경우, plus 징후를 동반하지 않는 zone I 에 발

생한 stage 3, zone II에 발생한 plus 징후를 동반하는 stage 2 혹

은 3)과 불량한 예후를 보일 확률이 낮은 Type II 미숙아 망막병증

(plus 징후를 동반하지 않는 zone I에 발생한 stage 1 혹은 2, zone 

II에 발생한 plus 징후를 동반하지 않는 모든 경우)으로 분류하였

다. ET-ROP 연구에서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는 조

기 레이저 광응고술을, Type II 미숙아 망막병증은 추적관찰을 권

고함으로써 세분화된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숙아 망막병증에 의

한 망막박리 및 시력 장애가 감소하고 있으나2-4), 신생아학의 발

달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미숙아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선별검

사를 통한 고위험군에서의 미숙아 망막병증의 조기 발견이 중요

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을 위한 안저 검사가 

미숙아에서 무호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등 미숙아에게 미치

는 전신적 영향에 대한 연구5,6)가 진행되면서 미숙아 망막병증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검진 횟수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선별 검사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숙아 망막병증의 검사 대상과 검사의 시작 시기는 각 국

가의 발전 정도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Royal College of Ophthalmologists and British Association of 

Per inatal Medicine의 UK guideline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제시

한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UK guideline에서는 재

태주령(gestational age, GA) 32주 미만 혹은 출생 체중 1,501 g 미

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재태주령 27주 미만인 경우는 월경 후 주

령(postmenstrual age, PMA) 30-31주에 첫 검진을 시작하고, 재

태주령 27주 이상에서는 출생 후 4-5주에 첫 검진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006년에 재태주령 30

주 이하 또는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미숙아를 검진할 것을 권

고하며 첫 검진은 재태주령 27주 미만은 월경 후 주령 31주에 시

행하며, 재태주령 27주 이상은 출생 후 4주에 시행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8). 본원에서는 재태주령 32주 미만 혹은 출생 체중 2 kg 미

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출생 후 4-5주 또는 월경 후 주령 31-32주 

중 빠른 시기에 선별 검사를 시작하고 있어 위의 두 권고안에 비

해서 대상 범위가 넓고,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보

다 빠른 시기에 첫 검진을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진 

재태주령에 따라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 시기 및 수술 시기를 비

교하고 현재의 선별 검사 방법이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에 적절

한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주령 35

주 미만의 조산아 중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안저 검사를 시행한 

환자 472명에서 다른 안과적 질환이 동반되었던 2명과 미숙아 망

막병증 선별 안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망한 11명을 제외한 

459명을 대상으로 환자 및 산모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고찰하

였다. 

대상 환자들은 재태주령 32주 미만 혹은 출생 체중 2 kg 미만

의 환자이거나 재태주령 32주 이상 34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 kg 

이상 2.5 kg 미만이지만 임상병력상 미숙아 망막병증의 고위험군

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본 연구 기관의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 안

저 검사 방법에 따라 출생 후 4주 또는 월경 후 주령 31-32주 중 

빠른 시기에 첫 안저 검진을 받았다. 안저 검사는 안과 전문의가 

시행하였고, 안저 검진의 결과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국제 분류법

(Inter national Classification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9)에 따

라 분류하여 기록되었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치료는 ET-ROP에
2,3) 따른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대해 다이오

드 레이저 광응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군과 비발병 군 간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재태주령, 출생 체중, 성별, 분만 방법, 아프가 점

수, 융모양막염 여부, 다태아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신생아기 합

병증으로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및 치료 방

법, 기관지폐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뇌실 내 출혈, 선천 심기형 등

을 포함시켰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월경 후 주령 36주 이후에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정의

하였고, 괴사성 장염은 modified Bell’s staging criteria10)상 IIA 이

상인 경우로 하였다. 뇌실 내 출혈은 Papile’s grading system11) 

상 grade II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선천 심기형은 동맥관 개존

증과 심방 결손, 심실 결손을 제외한 청색증성 심질환만을 포함

시켰다. 그 외 임상적 특성에는 총 경구 영양 도달 시기, 적혈구 수

혈 병력, 모유 수유 여부 및 호흡 보조 요법의 종류 및 총 산소 보

조 일수를 포함하였고, 총 경구 영양 도달 시기는 경구로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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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day 이상의 식이가 가능한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유무와 치료 유무를 조사하였고, 첫 검

사 시기, 발생 시기, 치료 시기를 월경 후 주령과 역연령(postnatal 

age, PNA)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미숙아 망막병증이 가장 악화되

었을 때의 병기를 조사하였고, 양 안이 비대칭적으로 진행한 경우 

더 악화된 안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9 (IBM Corp., Armonk, 

New York, USA)를 이용하였다. 단변량 분석은 Student t-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다변량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test)을 시행하였다. 각 재태

주령에 따른 세부군 별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시기 및 치료 시기의 

비교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

다. 모든 통계에서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

였다. 

결과 

총 459명의 환자들의 평균 재태주령은 29+3±2+6주 이었고, 평

균 출생 체중은 1,194±433 g이었으며 남녀 비는 1.2:1 이었다. 미

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환자는 139명으로 30.3%였으며, 이중 레

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57명(12.4%)이었다. 발병 

시기는 평균 월경 후 주령 34+2±2+3주이고, 수술을 시행한 시기는 

평균 월경 후 주령 36+2±2+4로 환자들의 재태주령과 상관없이 비

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전체 선별 검사를 시행한 총 459명을 재

태주령 25주 미만, 25주 이상 30주 미만, 30주 이상으로 나누어 각

각의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률과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

생률을 조사하였을 때, 재태주령 25주 미만에서는 미숙아 망막병

증의 유병률이 73.5% (25/34)였으며, 25주 이상 30주 미만에서

는 50.0% (103/206), 30주 이상에서는 5% (11/219)로 재태주령

이 작을수록 발병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이들 중

에서 치료를 요하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률은 재태주

령 25주 미만에서 47% (16/34), 25주 이상 30주 미만에서 18.9% 

(39/206), 30주 이상에서 0.9% (2/219)로 Type I 미숙아 망막병

증의 발생률 역시 재태주령이 작을수록 확연한 차이로 증가하였

다(Fig. 1).

총 459명의 환자들을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군 139명과 발

병하지 않은 군 320명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Table 1). 미

숙아 망막병증 발병한 군의 재태주령과 출생 체중은 발병하지 않

은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26+6±2+0 vs 30+4±2+2

주, P<0.001; 849±246 vs 1,344±411 g, P<0.001). 이 외에도 신

생아 호흡곤란 증후군(P<0.001), 기관지폐이형성증(P<0.001), 

동맥관 개존증(P<0.001), 뇌실 내 출혈(P<0.001), 괴사성 장염

(P=0.005)의 발생률이 미숙아 망막병증 발병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또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한 군에서 Apgar score가 1

분과 5분에 모두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총 산소 보조 일

수와 총 경구 영양까지의 도달 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P<0.001,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을 때, 재태주령과 출생 체중, 그리고 stage II 이상의 뇌실 내 출

혈만이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였다(Table 2). 그러나,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행되어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군과 

치료 없이 저절로 소실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재태주령만이 유의

한 위험 인자였다.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139명을 재태주령에 따라 24주 미

만, 24-25주, 26–27주, 28-29주, 30주 이상의 5개의 세부 군으로 

분류하여 미숙아 망막병증의 검사 및 발병률을 조사하였다(Table 

3). 첫 선별 검사는 재태주령 24주 미만에서는 월경 후 주령 28+3

일(출생 후 나이 35.0일), 24-25주에서는 월경 후 주령 29+3일(출

생 후 나이 31.0일)로,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환자에서는 출생 후 

4-5주에 첫 검진이 시행되었다. 26주 이상에서는 월경 후 주령 

31-32주에 첫 선별 안저 검사가 시행이 되어, 검진 시기가 출생 

후 3-4주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미숙아 망막증의 발병은 월경 후 

주령 32+6주(30+4-46+4주)로 재태주령 군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P= 0.256), 이는 역으로 발병 시 출생 후 나이는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서 재태주령이 낮은 군에서 더 늦은 시기에 미숙아 망막

증이 발생하였다(P<0.001). 첫 선별 안저 검사시기부터 미숙아 망

막증이 발생한 시기까지의 기간도 재태주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

는데, 30주 미만의 미숙아에서는 3-4주 정도로 길었으나, 30주 이

상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보였다(P<0.002). 또한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경우에는 첫 선별 검사 시기부터 발병한 시

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7일부터 최대 98일로 첫 선별 검사 시기 전

에 이미 발병한 경우가 없었으나, 재태주령 26주 이상 군에서는 

첫 선별 검사 시기부터 발병까지 최소 기간이 0일로, 첫 선별 안저 

Fig. 1. Incidence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Infant with lower 
gestational age showed higher incidence of Type I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and any stage of 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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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에 이미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경우가 4명 있었다. 

전체 459명 중 6명이 통상적인 첫 선별 검사시기인 월경 후 주

령 31+0주 미만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하였다(Table 4). 이 

중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행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

은 경우는 4명으로, 2명은 재태주령 23주에 출생하여 각각 월경 

후 주령 30+6주와 30+4주에 발병하였고, 나머지 2명은 재태주령 25

주에 출생하여 각각 월경 후 주령 29+4주과 30+5주에 발병하였다. 

그러나 월경 후 주령 31+0주 이하에서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으

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하였던 환자들 중 Type I 미숙아 망막

병증으로 진행하여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는 

총 57명으로 재태주령에 따른 5개 세부 군의 수술 시기를 비교하

였다(Table 5).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경우는 모두 반복적인 

검진의 진행 중에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행되어 조기 수

술을 시행하였고, stage 4 이상으로 병기가 진행한 경우는 없었

다.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시기의 중간값은 월경 후 주령 36+0

주(32+1-43+0주), 출생 후 나이 72일(40-119일)로 재태주령으

로 나눈 세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148; P=0.571).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57명에서 첫 선별 

안저 검사부터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기간의 중간값은 42일 이었

고, 가장 짧았던 경우는 17일이었다. 이 역시 재태주령으로 나눈 5

개 세부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78). 

고찰 

본 연구에서 전체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률은 30.3%였으

며, 이 중 치료가 필요했던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률은 

12.4%였다. 발병률은 각 연구 기관의 입원한 미숙아의 재태주령 

및 출생 체중의 분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발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Univariate Analysis

ROP (n=139) non ROP (n=320) P-value

Gestational age (week) 26+6±6+0 30+4±4+2 <0.001

Birth weight (g) 848.8±48.8 1,343.8±410.6 <0.001

Apgar score

  1 min 3.4±2.0 4.6±2.0 <0.001

  5 min 5.7±1.8 6.7±1.6 <0.001

Male sex 76 (54.7%) 173 (54.1%)   0.919

Maternal age (years) 32.5±2.5 32.9±2.9   0.206

Chorioamnionitis 55 (39.6%) 111 (34.7%)   0.342

RDS 74 (53.2%)  62 (19.4%) <0.001

BPD≥moderate

67 (48.2%) 52 (16.3%) <0.001

PDA <0.001

  Medication 69 (49.6%) 124 (38.8%)

  Ligation op 50 (36.0%) 20 (6.3%)

IVH≥grade II 

27 (19.4%) 11 (3.4%) <0.001

Congenital heart disease  5 (3.6%) 11 (3.4%)   1.000

NEC≥stage IIA  11 (7.9%)   6 (1.9%)   0.005

Pulmonary hypertension 12 (8.6%) 15 (4.7%)   0.129

O2 therapy (days)

  O2 duration 67.7±41.7 22.9±33.7 <0.001

  Mechanical ventilation 31.0±32.0 7.35±20.2 <0.001

Age at full feeding (days) 29.1±22.7 13.2±11.9 <0.001

Complete BMF 55 (39.6%) 61 (19.6%) <0.001

Student t-test, Chi-square test.
Value are expressed as number (percent) or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onate;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BMF, breast milk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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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tinopathy of Prematurity in Multivaliate Analysis

Odd Ratio 95% Confidential Intervals P-value

Gestational age 8.12 3.61-18.29 <0.001 

Birth weight 3.62 1.95-6.70 <0.001

Apgar score

  1 min 1.35 0.69-2.64 0.387 

  5 min 1.12 0.58-2.16 0.734 

RDS 1.16 0.61-2.21 0.652 

BPD ≥ moderate 0.55 0.27-1.13 0.096 

PDA 1.35 0.67-2.74 0.404 

IVH ≥ grade II 3.89 1.44-10.46 0.007 

NEC ≥ stage IIA   0.9 0.27-3.12 0.858 

O2 therapy 

  O2 duration   1.6 0.66-3.89 0.297 

  Mechanical ventilation 1.49 0.72-3.08 0.285 

Age at full feeding 1.63 0.94-2.82 0.083 

Complete BMF 0.735 0.40-1.36 0.329 

Binary logistic regression test. 
Abbreviation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BMF, breast milk feeding.

Table 3. Timing of Initial Screening Fundus Exam and Diagnosis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According to GA Subgroups

GA <24 wk
(n=7)

GA 24-25 wk
(n=48)

GA 26-27 wk
(n=40)

GA 28-29 wk
(n=33)

GA ≥30 wk
(n=11)

P-value

Initial fundus exam

  PMA* (weeks) 28+3±1+4 29+3±1+1 30+6±0+5 32+0±0+6 32+6±1+4 <0.001 

  PNA* (days) 35.0±9.6 31.0±6.4 29.3±4.7 24.6±6.6 16.3±7.7 <0.001 

Onset of ROP

  PMA† (weeks) 32+6 (30+4-34+4) 34+0 (29+4-41+4) 34+1 (30+2-46+4) 34+5 (32+1-40+2) 34+4 (32+2-41+1 ) 0.256 

  PNA† (days) 64 (50-77) 64.5 (35-122) 49.5 (27-136) 42 (25-84) 29 (14-78) <0.001 

Interval from initial exam 

 to onset of ROP† (days)
21 (13-45) 31.5 (7-98) 21.5 (0-96) 19 (0-62) 11 (0-63)   0.002 

Kruskal-Wallis tes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range).
Abbreviations: GA, gestation age; wk, weeks; PMA, postmenstrual age; PNA, postnatal 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Table 4. Cases with Early Development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before Postmenstrual Age of 32 Weeks

Case GA (weeks) Birth weight (g) Onset PMA (weeks)  Onset age (days) Outcome

1 23+4 660 30+4 50 Laser Op

2 23+5 650 30+6 51 Laser Op

3 25+0 710 29+4 33 Laser Op

4 25+5 960 30+5 37 Laser Op

5 25+6 810 30+6 36 Spontaneous regression

6 26+3 1,020 29+6 28 Spontaneous regression

Abbreviations: GA, gestation age; PMA, postmenstrual age; Laser op, las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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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은 2005년 이전에 시행된 연구에서 Hwang 등12)이 보고한 

33%, 및 Kim 등13)이 보고한 22.3%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약 15년 정도의 연구 시행 시기의 차이가 나는 ET-ROP 

study와 CRYO-ROP study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전체적인 발병

률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고, 중증의 미숙아 망막병증

의 발병률의 경우 CRYO-ROP study에서는 27.1%인데 반해, ET-

ROP study에서 36.9%로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4). 이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조기 치료로 인해 시력 저하 및 망막 박리 등

의 합병증의 발생은 감소하였음3)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집중치료

의 질 향상과 더불어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으로의 이환율이 높

은 초극소 재태주령 미숙아의 생존이 증가하여 전체 발병률의 증

가보다는 중증의 미숙아 망막병증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미숙아 망막병증의 이러한 역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 선별 검사 방법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한 위험 인자에 대해 조사

하였고, 재태주령이 낮을수록,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grade II 이

상의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이 증

가하였다. 반면, 치료를 요하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에

는 재태주령만이 유의한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이는 미숙아 망막

병증의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적합한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검사 시기를 생각하는 데 있어, 재태주령에 따라 그 적절성

의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검진 시기의 적절성은 통상적인 검사 시기에서 월경 후 주령과 

역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재태주령 27주 미만의 미숙아

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망막병증 발병 

시기의 중간값은 월경 후 주령 32+6주였으며, 수술을 시행한 시기

의 중간값은 월경 후 주령 36+0주로 환자의 출생 재태주령과 무관

하였으나, 재태주령에 따라 발생 시기의 역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만 따른다면 역연령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월경 

후 주령을 기준으로 31주에 첫 검진을 시작하는 선별 검사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월경 후 주령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재태주령 27-28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첫 검진 시

기가 생후 4-5주 이후로 늦어지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재태주령이 낮을수록 미숙아 

망막병증과 진행된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 모두 현저히 높은 비

율로 발생하였다(Fig. 1). 재태주령 25주 미만을 대상으로 한 타 

연구들에서도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률은 87-98%, 치료가 필요

한 중증의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률은 19-68%로 연구마다 차이

가 있긴 하나, 모두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14). 이러한 사실

들은 낮은 재태주령의 미숙아에서는 안저 검사의 횟수를 최소화

하면서 망막변화가 진행되기 전에 첫 검진을 시행한다는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 검사의 원칙15)에 비해 어떠한 경우에도 치료 시기

를 놓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본원에서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첫 선별 안저 검사를 출생 후 4- 

5주 혹은 월경 후 주령 31-32주 중 빠른 시기에 시행하고 있으므

로,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통상적인 선별 검사 시작 

시기인 월경 후 주령 31주보다 일찍 검진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별 검사법을 통해 검진한 환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재태주

령 26주 미만의 경우 어떤 병기의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도 놓치

지 않았으며, 적어도 발병 전 7일 전에는 모두 첫 선별 검사를 받

았다. 또한 모든 재태주령에서 최초 검사 시기에서 수술 시기까지

는 최소 17일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없었다. 최초 검사 

시점과 수술 시점까지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해야 안전한 

선별 검사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비교적 안전한 선별 검사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환자들에서 통상의 월경 후 주령 31

주를 최초 검사 시기로 적용하게 될 경우 수술의 시기는 놓치지 

않으나, 발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6명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이 월경 후 주령 31+0주 미만

에서 발병한 경우는 없었으나, 타 연구 결과에서는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이 월경 후 주령 30+2주에 발병하였던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14). 또한 Subhani 등16)은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문턱 전 단계에 도달하는 시기의 중간값은 월경 

후 주령 32.3주였으나 40%에서 재태주령 28주에 문턱 전 단계의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재태주령 25주 혹은 27주 미만의 미숙아의 선별 안저 검사 시

Table 5. Postmenstural Age and Postnatal Age at the Time of Laser Operation

GA <24wk 
(n=5)

GA 24-25wk 
(n=27)

GA 26-27wk 
(n=15)

GA 28-29wk 
(n=8)

GA ≥30wk 
(n=2)

P-value

PMA (weeks) 34+3 (32+1-37+1) 35+2 (32+6-41+4) 36+1 (33+2-42+1) 37+0 (35+6-43+0) 39+4 (37+3-41+4) 0.148

PNA (days) 77 (60-96) 75 (50-119) 68 (50-111) 62.5 (55-103) 45.5 (40-51) 0.571

Interval from initial exam to Op (days) 47 (32-60) 44 (23-91) 39 (17-81) 41 (19-81) 35 (33-37) 0.378

Kruskal-Wallis test.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range).
Abbreviations: GA, gestation age; PMA, postmenstrual age; PNA, postnatal age; Laser op, las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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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Subhani 등16)은 재태주령 

23-25주의 미숙아에서는 그 진행이 빠르므로 문턱 전 단계의 발

병 시기가 첫 선별 안저 검사 시기로 적절하며, 초극소 저체중 출

생아에서는 출생 후 5-6주에 선별 검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Kishore 등17)은 재태주령 25주 미만에서 월경 후 주령 

29주 미만에서 첫 선별 안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반면, 재태주령 27주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웨덴의 한 연

구에서는 월경 후 주령 31주에 첫 검진을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18). 최근 발표된 국내의 한 연구도 임신주

령 25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임상적 경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월경 

후 주령 30주에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제시하였다14). 이에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013년에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검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면서 재태주령 25주 미만의 미숙아에

서 월경 후 주령 31주 이전인 경우에도 생후 6주 경에 검사 시작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19). 본 연구의 대상 환자에게 2013년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선별 검사 방법을 적용할 경우, 2006년 미

국 소아과학회 기준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할 때 발병 시기를 놓칠 

수 있는 4명에서 모두 발병 전에 선별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낮은 재태주령의 미숙아에서 빠른 시기에 검진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검사의 시행이 미숙아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Mitchell 등
5)은 통증 외에 안저 검사의 시행이 미숙아에게 미치는 생리적 영

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Neonatal 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 (NTISS) score 를 이용하여 검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무호흡증이 검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

다. 이외에도 안저 검사에 사용되는 산동제의 전신적인 흡수로 인

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로 Bonthala 등20)은 검압법을 이용하여 산

동제가 유의하게 위의 운동을 저하시킴을 증명하였고 이로 인해 

식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저 검사

가 미숙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

정으로 기능적 영향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보다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검사의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것

에 대해 불필요한 안저 검진 횟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숙아 망막병증의 추적 검사의 진행

은 국제 분류법에 따른 망막 소견에 따라 추적 시기가 결정되게 

되므로 진행속도가 늦은 미숙아 망막병증의 경우 검사 시기가 앞

당겨지는 것이 반드시 검사 횟수의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실

제로 본 연구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한 139명을 재태주령에 

따라 세부 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병시기까지 총 시행한 검진 횟

수는 4.9±2.6회(1-16회)로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 0.175). 그러나 이는 재태주령에 따른 비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의 시작 시기의 차이가 총 안저 검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개 연구 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로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검사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기관에서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미숙아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별 검사의 시작 시점보다 빨

리 선별 검사를 시작하였을 때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을 발견하

는 데 더 적절하였음을 보임으로써, 낮은 재태주령의 미숙아에서 

선별 검사 시점 변경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추후 다기관 

연구 및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 검사

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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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망막병증의 첫 선별 안저 검사의 적정 시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김지수·김세연·이주영·김정훈*·김이경·김한석·유영석*·최중환

목적: 본 연구자들은 미숙아 망막병증의 첫 안저 검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주령 35

주 미만의 조산아 중, 32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 kg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출생 후 4-5주 또는 재태주령 31-33주 

중 빠른 시기에 선별 검사를 시행한 환자 259명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재태주령 별 발병과 수술 

시기를 월경 후 주령과 역연령으로 조사하였고, 첫 검진부터 발병과 수술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459명의 미숙아 중 139명(30.3%)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중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57명(12.4%)이었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평균 발병 시기는 월경 후 주령 34+2±2+3였으며, 수술을 시행한 시

기의 중간값은 월경 후 주령 36+0주(32+1-43+0주)로 환자군의 재태주령과 무관하였다. 본 연구의 선별 검사 방법

으로 재태주령 26주 미만에서는 첫 검진 당시 진단된 경우는 없었고, 모든 경우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첫 안저 검진부터 수술까지의 최소 기간은 17일 이었다. 재태주령 26주 미만에서 Type I ROP의 발병률은 47%로, 

월경 후 주령 31주 이전에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경우는 4명이 있었다.

결론: 재태주령 26주 미만의 경우, Type I 미숙아 망막병증의 빈도가 높아 월경 후 주령 31주와 출생 후 4-5주 중 빠른 

시기를 기준하여 선별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