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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teratogenic risk counseling by relevant
medical literature concerning pregnant women exposed to medication or diagnostic radiation during the first
trimester.
Methods : Between January 2001 and April 2001, 67 pregnant women exposed to medication or
diagnostic radiation visited our clinic for teratogenic risk counseling. We counseld the teratogenic risk of their
fetus by relevant medical literature.Also, We measured the score to terminate pregnancy and the perceptive
risk on their fetus with major congenital anomaly using 10cm visual analogue scale.
Results : None of them were exposed to any known teratogenic drugs or radiation in any teratogenic
doses. Other physicians had already recommended, to about a third of patients, pregnancy termination. Their
perceptive estimation on the risk of major congenital malformat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was 4.6±1.1%.
The perceptive risk on their fetus with major congenital anomaly decreased from 39.5±3.1% before
consultation to 10.8±1.6% thereafter (P<0.05). Also, their score on the visual analogue scale to terminate
pregnancy was 6.4±2.7 before consultation and 9.1±1.6 thereafter. Their tendency to terminate pregnancy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consultation (P<0.05).
Conclusion : Evidence-based counseling for pregnant women exposed to medication or diagnostic
radiation during the first trimester may prevent unnecessary pregnancy terminations as well as reduce anxiety.
Key Words : Medications, radiation, teratogenic risk, evidence based counseling

40-50년 전 Rubella virus1와 Thalidomide2 의 태아 기형과
의 원인적 연관 관계가 밝혀지면서, 태반이 발육하는 배
아와 태아에 외부의 기형 유발 물질이 도달하는 것을 막
아주는 물리적 장벽 (Placental barrier)이라는 믿음은 사
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약이 앞으로 발생시킬지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의 제조와 유통 과정의 보다 철
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그 후
thalidomide만큼 강력한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여드름
치료제인 Retinoic acid를 시장에 내 놓기 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주의를 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3 . 반면, 이러한 결과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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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결과로 많은 의사들이 모든 약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약물 사용이 고려되는 상황에서도
처방을 기피하였고, 한편 일부 의사들은 기형유발을 일
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에 노출된 경우 조차도 임
신중절을 권유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 국가들보다는 태아 기형을 가진 부모들
과 가계는 이를 쉽게 받아 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
에 내놓기를 꺼려 하며 사회 인식은 선천성 기형에 관하
여 부정적이고 치료 및 복지 시설은 미흡한 환경에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임신초기에 임신인줄
모르고 약, X-ray, 알코올, 흡연에 노출 시 임신을 계속
유지 시킬지 아니면 중절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임신부
와 가계는 서구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
본 연구는 임신초기에 임신인줄 모르고 약, 방사선, 알
코올 및 흡연에 노출된 임신부에서 태아기형 발생에 대
한 불안정도와 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정도를 평가하고,
태아의 기형발생 위험에 관하여 관련 문헌에 근거한 임
신부의 적절한 상담이 이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Figure 1. A 10 cm visual analog questionaire used for
evaluation of pregnant women’s perception of
the teratogenic risk

isoretinoin과 같은 moderate, high risk의 일부 약물로 제한
하고 있다. 만약 이들 약물 중 TERIS에 포함되지 않은 경
우는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7 의 자료와 관련 저널
8
에 근거하였다. 방사선은 Table 1과 같이 Donagi 등 이 발
표한 방사선 검사 시 태아에 미치는 평균 방사선 흡수량
(mrem)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미국 National Council of
9
Radiation Protection (NRCP) 가 5-10 rem인 경우 태아에
실제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기에 10 rem이상
인 경우 임신중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상담하였던 임신부에게 모든 임신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태아기형 위험도는 3-5%정도임을 알려주었
으며,10, 1 1 양수검사에 대한 적응증이 없다면 임신중기 정
밀초음파만을 권하였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6개월 후
임신 결과에 관한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0.0를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 하였으며, P 값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임신초기
임신인줄 모르고 약을 복용하거나 방사선에 노출된 임
신부 67명을 대상으로 태아기형 발생 위험도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 전과 후에 설문을 하였다. 설문 내용은 상
담 전 본원에 오기 전 다른 병원 또는 의원으로 부터 임
신중절에 대한 권고 및 암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모든
임신부의 아기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형이 발생할 수 있
는 기본위험률이 얼마나 되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또한 상담 전후에 시각적 아날로그측정자 (Visual
analog scale)를 이용하여4 이번 임신에서 기형유발 물질
로 의심되는 물질의 노출에 따른 임신부가 느끼는 주요
기형 발생률과 임신중절을 하고 싶은 느낌의 정도에 관
해 측정하였다 (Fig. 1). 이들 임신부의 상담은 캐나다의
Motherisk program의 상담 지침 (protocol)5에 따랐으며 약
물의 기형 유발 위험도 판정은 미국 태아기형학회의 기
형 발생 위험도 판정 기준인 TERIS (Teratogen information
system)6 에 근거하였으며, 이의 태아기형 발생 위험도는
none, minimal, small, moderate, high, undetermined로 분류
하였다.
TERIS에 의하면 undetermined는 high risk는 아니지만
small risk는 배제할 수 없는 정도의 약물로 분류하며, 아
세트아미노펜과 같은 minimal 이하의 약물에 노출된 경
우는 임신중절을 고려하지 말 것을 권하며, 임신중절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기관형성기에 여드름 치료제인

Table 1. Estimated average dose to fetus per radiographic
examination (in mrem)*
Dental
Head
Cervical spine
Extrimities
Shoulder
Thoracic spine
Chest
Mammography
UGI

0.06
<0.5
<0.5
<0.5
0.5
11
0.5
<10
170

Femur (distal)
Lumbar spine
Pelvis
Hip and femur (proximal)
IVP
Cystography
Barium enema
Abdomen
Pelvimetry

1
720
210
120
590
1500
900
220
1270

* Values are taken from references (8) and (9). Values listed here are
averages. The precise amount of fetal irradiation depends upon the
device, the operator, the site,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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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세 (22-43세), 평
균 임신력은 2.3회 (1-5회), 그리고 평균 분만력은 0.6회
(0-2회)이었다. 이들 67예중 23예인 34.3%는 이미 다른 의
료기관으로부터 임신중절을 권고 또는 암시를 받았었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 임신부 중에서 태아가 약에 의
해서만 태아기형이 발생한다고 믿는 빈도는 7예의 무응
답을 제외하고 60예중 30예로 50%나 되었다 (Table 2).
Table 3에 의하면 약의 기형유발의 위험 및 안전성에
관한 상담을 위해 외래를 찾은 임신부들의 처방 받은
전체 499 약물 중 위장관 계통 약물 90회 (18%), 소염진
통제 84회 (16.8%), 항생제 68회 (13.6%), 항히스타민제
및 항울혈제 63회 (12.6%),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진정
제, 마취제, 근이완제,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기타 약으
로는 피임약, 고혈압약, 회충약, 비타민, 생약, 한약제
등이 포함되어있다. Table 4에 의하면 방사선에 노출된

빈도는 16예 (23.9%)이며 평균 노출량은 336±177 mrem,
흡연을 하였던 빈도는 8예 (11.9%)이며 평균 하루에 피우
는 흡연 수는 9.8±2.7 cigarette/day, 그리고 음주로 인한
알코올에 노출된량은 평균 1.1±0.3 온스 (32.4±8.9 cc)이
었다. Fig. 2는 Fig. 1의 시각적 아날로그 측정자 (Visual
analog scale)에 근거한 상담 전과 상담 후의 치료가 필
요한 주요기형의 발생의 불안정도를 나타내며, 상담 전
에 39.5±3.1%, 상담 후 10.8±1.6%로 위험요인에 노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기형 발생률 4.6±1.1%까지 불
안정도를 감소시킬 수는 없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고 비교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
지 감소되었다. 또한 Fig. 3은 상담 전 임신중절을 하고
싶은 느낌이 6.4±2.7점으로 나타나 유산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상담 후 9.1±1.6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바뀜을 나
타낸다.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E.

Range

29.6±4.2
2.3±1.2
0.6±0.6

22 - 43
1- 5
0- 2

Frequency

Percent

23/67
30/60

34.3
50.0

Age (year)
Gravidity
Parity

Recommended to terminate1
Perception rate2
1
2

Recommended to terminate by other medical providers
Perception rate that fetal malformations are caused by drugs only

Table 3. Frequency of prescribed drugs duringthe first trimester
Drugs
GI system medications
NSAIDS, analgesics
Antimicrobial medications
Antihistamines, decongestants
Corticosteroids
Sedatives
Anesthetics
Muscle relaxants
Antimalarial medication
Miscellaneous drugs
Total

Frequency

Percent

90
84
68
63
22
13
7
6
3
26

18.0
16.8
13.6
12.6
4.4
2.6
1.4
1.2
0.6
5.2

499

100.0

Figure 2. Perceived teratogenic risk in percents before and
after consultation in women exposed to medication
or diagnostic radiation during the first trimester

Table 4. Frequency of exposure to diagnostic radiation, smoking
and alcohol during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X-ray

Frequency

%

Dose±S.E

16

23.9

336±177 mrem

Smoking

8

11.9

9.8±2.7 cigarette/day

Alcohol

17

24.6

1.1±0.3 ounce

Figure 3. Change of trend to terminate the pregnancy before
and after consultation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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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약물을 구하기가 쉽고, X-ray가
질병 진단의 중요한 수단인 의료 환경과, 음주를 권하는
문화, 그리고 요즘 여성들의 흡연은 여권 신장의 상징에
서 기호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또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신초기에 임신
인줄 모르고 약, X-ray, 알코올, 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꽤
높으리라고 추정 된다.
캐나다는 1985년 임신 중 약물과 화학물 그리고 방
사선에 노출된 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인 Motherisk
를 시작하여 임신부가 직접 또는 다른 의사들에 의해
의뢰된 의심되는 기형 유발물질에 관한 안전성/위험성
12
(safety/risk)을 산출하여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하고,
또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신약제 또는 화학물질의 노출
에 관해 전향적으로 (prospective) 태아기형발생 위험률
(Teratogenic risk)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외국인
13
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1992년 이후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도 유전상담가, 간호사, 독성학자,
약사, 역학자,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TIS
(Teratogen information services)를 구축하여 일반 임신부
와 의료인에게 태아의 안전성/위험성 (safety/risk)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부가 약, X-ray, 알코올,
흡연에 노출 시 임신을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중절을
해야 할 지에 관해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
스템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절하게 상담
할 기준 (Guide-line)조차 없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약제의 태아의 기형발생 위험성 (teratogenic risk)에 관
해 추적 관찰 (Monitoring)할 데이터베이스 조차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임신부들에 있어
서 임신인지 모르고 태아기형유발물질로 의심되는 약물
이나 방사선 등에 노출된 경우 약 34%는 임신중절을 권
고 받거나 임신중절을 하도록 암시되는 상황이며, 이들의
경우 태아에 대한 주요 기형 발생률에 대한 추정은 39%
로 Koren 등4 (1989)이 발표한 25% 보다도 훨씬 높았으며
14
실제 탈리도마이드의 25% 위험률, 비타민 A의 이성체
15
인 아이소레티노인의 18% 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모든 임신부에게서의 기본적인 태아기형 발생확률에
관한 설문 결과는 많은 임신부들이 0%로 그리고 일부는
50%정도의 높은 위험률을 답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은 약 5%로 실제 모든 임신부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인 태아 기형발생률 3~5%10, 11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임신부 중 무응답 한 7예를 제외한 60예중 30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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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물을 제외한 태아의 기본적 기형 발생율로 0%로
답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약에 의해서만 태아기형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판단된
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많은 임신부가 태아기형
과 관련하여 약에 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담전
후에 임신중절에 대한 느낌의 정도는 상당히 많은 수에
서 임신중절과 임신유지의 중간 점수인 5점으로 체크 하
여 상담하는 의사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필
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담 전에
평균 점수 약 6점이고 상담 후 9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임신중절에 대한 느낌에
서 임신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태아의 기형발생에 대한 불안정도도 마찬가
지로 약 39%에서 약 1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임신부가 비교적 안심
하고 임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임신부들의 적절한 상담이 불필요한 임
신중절을 예방하고 태아기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16
Friedman 등 (1990)에 의하면 임신초기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태아기형 발생에 관한 상담에서 자주 참고하고
있는 FDA의 분류기준과 인간의 기형발생 (teratogenicity)
에 관한 최신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인
TERIS (Teratogen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위험정도
에 따른 분류와 비교시 두 시스템간에는 일치도 (K=0.062)
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TERIS의 분류기준이 태아에 대한 기형발생에 관한 위험
률만을 고려한 반면 FDA의 분류기준은 임신 중 약을 사
용하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치료를 위한 이익
(benefit)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서, 임신초기 임신
인줄 모르고 약을 복용한 임신부의 경우 FDA 분류에 의
해서만 태아기형 발생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잘못
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Koren 등17 (1998)에 의하면 초기 연구에서 주로
증례 발표 (case report)나 환자-대조군 연구 (case control
study)와 같은 연구디자인의 문제에 의해 기형유발물질로
보고되었던 다이아제팜, 경구피임약, 살정제 (spermicides),
벤덱틴 등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나 메타분석을 통해서
태아에게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약들이다. 따라서 상
담을 위한 자료활용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자료활용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산부
인과 의사들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Williams Obstetrics
가 2001년에 새롭게 바뀌면서 이전 20판에서 Teratogen
에 관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루어졌으나 새로운 21판

- 임신 제일삼분기 약물 및 진단용 방사선 노출 임신부에서 기형 발생 위험에 관한 근거중심적 상담의 효과 -

은 제38장에 Teratology, Drugs,and Medications으로 기형
학 (Teratology)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연구의 보다 정확한 정보
18
를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의 경우도 명확한 정보의 결핍으로 의사뿐만 아
니라 일반 대중들도 지나치게 태아의 기형과 암발생에
관하여 두려움 때문에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사
선량 노출에도 일부에서는 임신중절을 시키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군에서의 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37 mrem
19
이었으며, Hu 등 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궁 내에서
1,200 mrem - 4,300 mrem의 진단 목적의 방사선 노출군
1,026명의 어린이와 비노출 어린이 1,191예를 신체와 지
능 발달 비교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임신초기 약물 및 방사선 등에 노출된 임신부
의 관련 문헌에 근거한 근거중심적 상담 (Evidence-based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며, 결론적으로 이러
한 상담의 효과는 임신부의 기형 발생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줄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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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임신초기 약물 및 진단용 방사선 노출 임신부에서 기형발생 위험에 관하여 관련 문헌에 근거한
근거중심적 상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임신초기 약물 및 진단용 방사선에 노출되어 기형에 대한 불안
과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임신부 67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기형 발생 위험도에 관한 상담은 관련 문헌
에 근거하였으며, 이들의 불안정도와 임신중절에 대한 고려는 10 cm 시각적 아날로그측정자가 포함된 설문을
이용하여 상담 전후에 측정하였다.
결과 : 상담했던 임신부들에서 노출된 약들 중 특별히 알려진 기형유발 물질은 없었으며, 노출된 방사선
량 또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려진 용량보다 적었다. 이들 임신부들 중 34%는 이미 다른 의료인에 의해서
임신중절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 임신부들이 기형유발물질 노출에 상관없이 느끼는 일반적인 기형 발생
위험률은 4.6±1.1%이며, 상담 전에 약 및 진단용 방사선에 느끼는 기형 발생 불안도는 평균 39.5±3.1%, 상담
후에는 10.8±1.6%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로 감소하였다. 임신중절에
대한 경향은 0점을 임신중절하고 싶은 점수, 10점을 임신유지 하고 싶은 점수로 하였을 때 상담 전에 6.4±2.7
점이었던 것이 상담 후 9.1±1.6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임신유지 경향으로 바뀌었다.
결론 : 임신초기 약물 및 진단용 방사선에 노출된 임신부의 관련문헌에 근거한 근거중심적 기형위험도
상담은 임신부의 기형 발생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다.
중심단어 : 약물, 진단용 방사선, 기형위험도, 근거중심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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