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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자연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 

하고 소아 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최근 초극소 

체중아의 생존율이 높아감에 따라 그 유병율도 증가하

고 있다.

망막 혈관은 재태연령 주경에 생성이 시작되고 17

주에 생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출생 직후 36~40 . 

정상적인 망막의 성장이 갑자기 중단되고 형성된 혈관

미숙아 망막병증의 예측 인자로써의 혈청 의 유의성I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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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Serum IGF-I Level as a

Predictor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Sook-Hyun Park Sang-In Lee Hye-Hyun Moon Heng-Mi Kimㆍ ㆍ ㆍ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Low levels of serum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 in preterm infants have been 

to predict the risk and severity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and other severe perinatal 

morbidities.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serum IGF-I and the de-

velopment and severity of ROP in Korean preterm infant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on 73 premature infants who admitted to NICU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August 2008 to June 2011. We measured the level 

of serum IGF-I at birth, 14 days, and 21 days. The ophthalmologic examinations were performed 

once or twice a week, depending on the severity, which was started by the later of 31~33 weeks’ 

postmenstrual age or 4~6 weeks after birth. 

Results: The level of serum IGF-I at birth is correlated with birth weight. The mean serum IGF- 

I values at birth is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infants and small 

for gestational age, also between infants with and without morbidities, but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infants with ROP and infants without ROP. The levels of serum IGF-I at 14 days and 21 

days after birth also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in infants with ROP. The level of serum IGF-I 

at birth is not related to the time to recover birth weight, and severity of ROP.

Conclusions: The level of serum IGF-1 and early weight gain do not have significance as a pre-

dictor of ROP in this study. It needs to perform regular and repetitive ophthalmologic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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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실 또한 일어난다 망막 혈관 성장에는 혈관내 내. 

피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와 인슐린양 성장인자VEGF) -I (insulin-like growth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출생 후 상factor-I, IGF-I) . 

대적인 과산소화 상태가 형성되면 를 억제함으VEGF

로써 혈관 생성이 억제된다 이 시기에는 의 농. IGF-I

도가 같이 떨어진 상태로 정상적인 혈관의 성장이 억제

된다 혈관의 신성 생성 및 증식은 및 . VEGF, IGF-I 

농도의 증가와 연관되는데 이 시기에 erythropoietin 

망막이 성숙할 때 혈액에 의한 산소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막이 저산소상태로 되며 이에 의해 

가 활성화된다 미숙아가 성장함에 따라 VEGF . IGF-I 

농도는 증가된 상태이므로 높은 농도의 와 함께VEGF  

신생 혈관의 증식이 진행된다(Smith, 2004; Chen & 

Smith, 2007).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는 출생시 재태연령에 따라 생

후 주경 또는 월경 후 연령 주 중에서 빠른4~6 , 31~33  

시기에 시작하여 주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한1~2

다 대부분의 미숙아 망막병증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회복되지만 월경 후 연령 주 사이에 질환이 진36~42

행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므로 등(Reynolds , 

미숙아망막병증이 발병하기 전 발병의 위험성2002) 

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병인과 관련되는 혈청 농IGF-I 

도 및 출생 후 초기 체중 증가가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 

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Hellströ 등m , 2003; Lö 등fqvist , 2006; Löfqvist 

등, 2009; Hellströ 등 이에 저자들은 우m , 2009). 

리나라 미숙아에서 혈청 농도와 출생 후 체중 IGF-I 

변화에 따른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 및 중등도를 알아

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연  대상 및 방법

대상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2008 8 2011 5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중 미숙아 망막증

의 검사를 시행한 환아 즉 재태연령이 주 미만이거, 32

나 출생체중이 미만인 환아와 출생체중은 1,500 g 

이면서 출생 후 인공호흡기나 산소치1,500~2,000 g

료가 필요하 거나 신체 징후가 불안정하 던 환아 총,  

명을 대상으로 하 다73 . 

안과 검사  미숙아 망막병증의 류2.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는 출생시 재태연령에 따라 출

생 후 주 또는 월경 후 연령이 주 중 빠른 4~6 31~33

시기에 첫 검사를 시작하 고 환아의 상태에 따라 주1

에 회 또는 주마다 완전한 망막의 혈관 형성이 완1~2 2

성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한 명의 안과 전문의에 의해 

추적 검사가 이루어졌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 망. 

막병증의 국제 분류법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에 의해 중등도를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단계로 분류하 다1~5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lassification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본 연구에서는 단계 이상을 중증 미숙아 망막2005). 3

병증으로 정의하 다. 치료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조기

치료 연구(Early Treatment of Retinopathy of 

에 준하여 또는 문턱Prematurity, ETROP) type 1, 

단계로 진단된 경우 다이오드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하 다(ETROP Cooperative Group, 2003). 

측정  체중 측정3. IGF-I 

출생 직후 및 출생 후 일 일에 혈청 , 14 , 21 IGF-I 

(Immunotech SAS, Marseille, France; analytical 

sensitivity 20 ng/mL)의 농도를 Gamma Counter 

SR-300 (Stratec biomedical systems AG, Bir-

를 이용하여 면역방사계수측정법kenfeld, Germany)

으로 (immunoradiometric assay, IRMA) 측정하

다 환아의 체중은 입원 기간에는 매일 측정하. 고 퇴

원 이후에는 생후 년 동안 개월에 한 번 외래에서 1 2

추적 관찰하며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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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값4. 

본 연구에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0 (IBM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Corporation, NY, USA)

다 그룹 간의 비교에서는 일.  Student s  T-test, ’

원배치 분산분석 및 를 사용하Fisher s exact test’

고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Pe-

상관계수로 값을 표시하 다 혼란 변수를 통제arson . 

한 후 위험 인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

를 사용하 다alysis of Covariance, ANCOVA) . p 

값이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0.05 

간주하 다.

결  과 

대상 환아의 특징1. 

대상 환아는 총 명으로 평균 재태연령은 73 30+6±

2+3주 고 평균 출생체중은 이었1382.2 266.8 g ±

다 환아 중 미숙아 망막병증. 이 있는 환아는 명이었25

으며 그 중 명의 환아가 단계로 진단되었고 , 11 3 4~5

단계로 진단된 환아는 없었다 그리고 기관지 이형성. 

증은 명 괴사성 장염은 명의 환아에서 발병하11 , 1

다 뇌실내 출혈은 뇌초음파로 검사하여 단계 이상인 . 3

경우만을 포함시켰으나 뇌실내 출혈은 대상 환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명의 미숙아 망막병증 환아 중 . 25 20

명이 다이오드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 고 이는 전

체 대상군의 에 해당되었다 적정 체중27% (Table 1). 

아와 부당 경량아에서 출생 직후 혈청 농도는 IGF-I 

각각 로 25.23 22.81 ng/mL, 10.88 8.02 ng/mL± ±

부당 경량아에서 의미있게 낮게 측정되었고(p 값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폐기관지이형성증0.029). , , 

괴사성 장염과 같은 질환이 있는 환아와 질환이 없는 

환아를 비교하 을 때 질환이 있는 환아군에서 혈청 

농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값 IGF-I (p 0.044).

혈청 농도와 미숙아 망막병증2. IGF-I 

대상 환아를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한 환아와 발병

하지 않은 환아로 두 그룹을 나누어 특징을 비교하 다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이 (Table 2). 유의한 차이를 보

Table 1.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of Enrolled 
Infants

Total (N=73)

M:F (%)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

Small for gestational age (%)

Other morbidities (%)

  Retinopathy of prematurity

  Laser photocoagulation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crotizing enterocolitis

 Intraventricular hemorrhage

35 (48):38 (52)

30+6 2± +3

(24+1~34+6)

1,382.2 266.8±

(590~1,750)

13 (18)

25 (34)

20 (27)

11 (15)

 1 ( 1)

 0 ( 0)

Values ar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ion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No ROP Group and ROP Group

No ROP   ROP p-value

No. of infants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

Duration to recover birth weight (days)

Small for gestational age

IGF-I (ng/mL) at birth

48

31+4 1± +5

1,457.7 208.7±

13.5 3.4±

10

25.21 22.05±

25

28+6 2± +4

1,240.1 314.3±

15.6 5.6±

3

17.81 20.32±

<0.001

 0.004

 0.084

 0.275

  0.421

Values ar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GF-I, insuin-like growth fac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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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출생 직후 시행한 혈청 농도는 두 그룹IGF-1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그룹의 . IGF-1 

농도는 재태연령 출생체중, 과 같이 질환에 향을 미치

는 요소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그리고 두 그룹 내에서 혈청 농도를 출생 직. IGF-I 

후 출생 후 일 일에 측정한 값을 비교하 는데, 14 , 21 ,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을 통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3). 

중증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된 명의 환아와 11

단계의 경도에서 중등도로 진단된 명의 환아의 1~2 14

비교에서 재태연령 출생체중 출생 초기 체중 변화 및 , , 

혈청 농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IGF-I 

(Table 4). 

혈청 농도와 생체중 체중 증가와의3. IGF-I , 

  계

출생 직후 시행한 혈청 농도는 출생체중과 IGF-I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다 값 (R=0.398, p <0.001). 

대상 환아들의 체중을 년간 추적 관찰하여 체중의 따1

라잡기 성장이 이루어진 기간에 따라 개월 이내 이루6

어진 군 개월에서 년 사이에 이루어진 (Group A), 6 1

군 과 따라잡기 성장이 년이내 이루어지지 (Group B) 1

않은 군 의 비교하 다 그 결과 출생 당시 (Group C) . 

혈청 의 IGF-I 농도와 미숙아 망막병증 발병에서 그

룹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4. Comparision of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everity of ROP

Mild-moderate ROP Severe ROP p-value

No. of infants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

Duration to recover birth weight (days)

IGF-I (ng/mL)

14

29+4 2± +5

1,236.6 386.2±

14.4 5.0±

22.69 24.49±

11

28+1 2± +1

1,210.0 203.5±

18.0 6.4±

11.59 11.63±

0.169

0.298

0.253

0.136

Values ar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GF-I, insuin-like growth factor-I.

Table 3. Serum IGF-I level according to Postnatal Age

PNA Day 1 Day 14   Day 21

No ROP   

ROP 

p-value

25.21 22.05±

17.81 20.32±

0.421

35.01 17.58±

23.45 16.86±

0.705

31.92 9.93±

22.39 8.70±

0.091

Values ar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PNA, postnatal Age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GF-I, insuin-like growth factor-I.

Table 5. Association Between Catch-up Growth and Mean Serum IGF-I, IGFBP-3, and the Incidence of ROP

Group   A Group   B Group   C p-value

No. of infants

IGF-I at birth (ng/mL)

ROP (%) 

22

23.16 23.32±

5(23)

14

31.89 22.98±

3(21)

13

16.93 13.03±

7(54)

0.118

0.105

Values ar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Group A; catch-up within 6 months, group B; catch-up between 6 months and 1 year, group C; no 
catch-up.
Abbreviation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GF-I, insuin-like growth fac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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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는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1980

었으며 최근 미숙아의 생존율이 향상됨에 따라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 및 레이저 광응고술 등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ETROP Cooperative 

이러한 이유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Group, 2003). 

기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데 안과적 

검사가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 

만으로도 미숙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Kleberg 

등 정기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검사에도 불구하, 2008) 

고 미만에서만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등10% (Schiariti , 

그러므로 안과 검사의 횟수를 줄이면서 질환의2008).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혈청 의 농IGF-I

도가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과 중증도와 유의한 관련

성이 있음이 보고 되었다(Hellströ 등m , 2003). Pérez- 

Muñ 등의 연구 에서는 재태연령과 관계 uzuri (2010)

없이 생후 일에 측정한 혈청 의 농도가 미숙21 IGF-I

아 망막병증이 발생한 환아에서 낮게 측정되었고 생후 

주 사이의 혈청 농도가 낮을수록 중증의 미3~5 IGF-I 

숙아 망막병증으로 이환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 이와 함께 출생 후 초기 체중 증가가 양호하지 않는.  

미숙아에서 중증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음

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Hellströ 등m , 2009a; 

Hellströ 등 등 이러한 연구m , 2009b; Wu , 2010). 

들을 바탕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된 WINROP (Weight, 

Insulin-like growth factor, Neonatal Retinopathy 

는 매주 환아의 월경후 연령에 따른 of Prematurity)

체중과 혈청 농도를 측정하여 미숙아 망막병증IGF-I 

의 위험 단계를 경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Löfqvist 

등, 2006; Lö 등 최근에는 비용적인 면fqvist , 2009). 

과 반복적 채혈에 따른 문제로 혈청 은 제외하고IGF-I  

체중만으로 미숙아 망막병증을 예측 가능한 지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중

증 미숙아 망막병증에서는 의 예측도를 가지기도100%  

하고 안과 검사를 까지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한다75%

등(Wu , 2010; Hå 등 rd 2010; Zepeda-Romero 

등 본 연구에서는 출생 직후 혈청 농, 2012). IGF-I 

도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환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후 일과 일에 시행한 , 14 21 IGF-1 

농도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증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은 환아는 기관지

폐이형성증 뇌실내출혈 괴사성 장염 등과 같은 질환, , 

이 동반되는 미숙아 사망률이나 장기 합병증에 대한 

강력한 예후인자 중 하나이다 등(Karna , 2005; Zepeda- 

등 망막은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으Romero , 2012). 

로 망막의 양호한 혈관 발달이 미숙아의 뇌신경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후 초기의 양호한 체중 증가

는 이러한 이유로 중증의 미숙아 망막병증 예방은 물

론 장기 신경발달의 예후에도 향을 미친다 등(Wu , 

그러므로 위험 요소가 있는 미숙아에게 초기 2012). 

체중 증가를 위한 충분한 양 상태가 중요하다(Por-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망막celli & Weaver, 2010). 

병증이 발생한 환아와 발생하지 않은 환아를 비교하

을 때 출생 초기 체중 변화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그리, 

고 중증의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된 환아에서 유의

한 초기 체중 증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망막병증 신생아 호흡 곤란 증, 

후군 폐기관지 이형성증과 괴사성 장염으로 진단된 환, 

아들에게서 출생 직후 시행한 혈청 농도가 유의IGF-I 

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당 경량아가 적정체중. 

아에 비해 낮은 혈청 농도를 보 다 부당 경량IGF-I . 

아의 경우 적정 체중아보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이 배가 4 높으며 등 등의 (Darlow , 2005), Bardin 

보고(1997)에 의하면 단계이상의 중증 미숙아 망막3

병증의 발생률이 로 적정 체중아 에 비해 현65% 12%

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생 직후 또는 제대혈의 낮은 . 

농IGF-I 도는 재태 기간동안의 적절하지 않은 양 상

태를 반 하는 지표이며 등(Kajantie , 2001; Iniguez 

등, 2006) 태아의 성장 및 발달에 향을 미치는 인자

로(Gluckman 등 출생시 체 , 1995; Le Roith, 1997) 

중 및 신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등(Ohkawa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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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재태 기간동안의 양상태가 환

아의 출생시 체중뿐만 아니라 향후 질환 발생과도 관

련성을 지니며 출생 직후 측정한 혈청 이 미숙IGF-I

아 망막병증 외 다른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미숙아 망막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점점 

향상되는 추세이나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조기 치료가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과 예후에서 절대로 간과되어

서는 안된다. APROP(Aggressive posterior reti-

의 경우 월경후 연령 주 nopathy of prematurity) 34

미만에 단계 이상의 미숙아 망막병증이 을 3 plus sign

동반하며 발생하는데 시간 이내 즉각적인 광응고술, 48

을 시행하지 않으면 망막 박리가 급속히 일어난다

등 이러한 질환의 경우 정기적인 (Drenser , 2010). 

안과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도는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IGF-1 

는 값으로 로그 변환을 포함한 방법으로 변환하 으나 

통계적 유의성 결정에는 향을 미치지 않아 본래 값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대상군을 분석하여 .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한 분석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을 가

진다 그리고 중증 미숙아 망막병증의 대상군 환아 수. 

가 적어 질환의 중등도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혈청 농도와 초IGF-1 

기 체중 증가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예측 인자로써 통

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혈청 농도와 미숙아 망막병증의 IGF-I 

발생 및 중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

다 출생 직후 생후 일 일의 농도는 미. , 14 , 21 IGF-1 

숙아 망막병증을 진단 받은 환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초기 체중 변화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농도와 초기 체중 증가는 미숙아 망. IGF-1 

막병증의 예측 인자로써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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