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21), 제 38 권 제 4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8, No. 4, 473 ~ 487 (2021)
https://doi.org/10.32429/jkshp.2021.38.4.005

Original Article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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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Neo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HIE) may lead to permanent brain
injury or even death and vitamin D plays a role in neuroprotection from hypoxi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neonatal and maternal serum vitamin D levels and
neonatal HIE.

Methods : The studies reporting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neonates with HIE and
published within March, 2021 were include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search in PubMed/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and Google Scholar databases.

Results : Six studies on 344 neonat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neonates with HI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neonates without
HIE (weighted mean difference -17.16 ng/mL, 95% confidence interval (CI) -26.47 to -7.84,
p<0.001). Neonates with severe HIE had significantly lower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than neonates with mild to moderate HIE (ratio of means 0.79, 95% CI 0.65 to 0.98, p=0.03).
Among the 214 neonates with HIE, 150 neonates were vitamin D deficient; however,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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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neonates without HIE, only 27 neonates were vitamin D deficient. Maternal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 in neonates with HIE was 36% reduced than that in neonates without HIE
(ratio of means 0.64, 95% CI 0.53 to 0.78, p<0.001).

Conclusion : These results showed that neonatal serum vitamin D leve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eonatal HIE occurrence and severity. Serum vitamin D levels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in neonates with HIE and they might require vitamin D supplementation. Further
long-term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association between neonatal serum vitamin D levels and neurodevelopmental outcomes in neonates with 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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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is-

일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최

chemic encephalopathy, HIE)은 주산기 가사

근 메타분석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환자에

(perinatal asphyxia)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신

서 허혈성 뇌졸중의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가

생아 사망과 심각한 신경학적 이환의 주요 원인이

1.6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8)

다.1) 최근 남아메리카에서 보고된 2019년 신생아

이처럼 비타민 D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신경

HIE 발병률은 5.1%였으며, HIE가 있는 신생아의

보호 및 신경 세포 기능 회복과 연관됨이 보고되었지

사망률은 42%라고 보고하였다.2) 우리나라에서 보

만, 신생아의 HIE에 대한 영향은 명확히 규명되지

고된 신생아 HIE 발병률은 2012년 6월 출생한 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체 저출생체중아에서 1.4%를 보이며, 신생아 HIE

메타분석을 통하여 HIE가 있는 신생아의 혈중 비타

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저출생체중아 사망률의

민 D 농도를 조사하고, 신생아의 HIE와 혈중 비타민

3.1%를 차지한다.3) 허혈 상태 발생 후 6시간 이내

D 농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에 산화적 대사 반응, 염증 반응, 활성화된 세포 자
멸 반응이 진행되며, 48시간까지의 지속된 허혈 상

연구방법

태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자유 라디칼
의 방출로 뇌 손상이 진행된다.4) 따라서 HIE가 있는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

신생아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신경 세포를 보호할 수

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MA) 2020 지침에 따라 독립된 세 명의 연구자가 수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항상성과 면역 반응에 관여하
며 중추 신경계에서 신경 활성과 신경스테로이드 활

행하였다.9)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간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을 때는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성 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염증 반응 지표로
5)

사용되는 인터루킨-6와 C-반응 단백질이 혈중 비타

1. 핵심 질문 설정

민 D 농도와 역 상관관계에 있음이 보고되었다. 최
6)

근 급성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에서, 120,000 IU의

본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설정하였다.

비타민 D를 경구로 일주일간 매일 투여한 환자군의

P (patients) : 신생아

신경학적 평가 결과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I (indications) : HIE

더 높았으며, 중환자실 입원 기간과 기계적 환기 치료

C (comparison) : 정상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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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utcomes) : 혈중 비타민 D 농도, 비타민 D 결

구 설계 방법, 연구 대상자의 포함기준 및 제외기

핍 여부,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준, 연구 대상자 수, 남/여 비율
- 연구 대상자 특성 : 재태연령, 출생 체중, 분만 방
법, 아프가 점수(apgar score), HIE 중증도 분

2. 문헌 검색

류, 혈액 가스 검사, 혈액 염증 지표 농도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 비타민 D (25-hydroxyvitamin D) 농도 특성

2021년 3월까지 PubMed/Medline, Embase,

: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산모의 혈중 비

Cochrane Library, Google Scholar 데이터베

타민 D 농도, 신생아의 비타민 D 결핍(25-hy-

이스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droxyvitamin D < 20 ng/mL) 비율, HIE

시 사용한 핵심 단어는 “neonate”, “hypoxic-is-

중증도에 따른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chemic encephalopathy”, “HIE”, “asphyxia”, “vitamin D” 등이었다. 검색식의 작성에서 각

5. 문헌의 질 평가

핵심 단어의 통제 어휘인 의학주제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용어, emtree 용어,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에 대한 질 평

자연어(text word)를 사용하였고, 이들을 “and”

가를 위해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는 risk of bias

와 “or”의 불리언 연산자로 조합하였다(Supple-

(RoB)10)를 적용하였고, 비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는

mental Table 1).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수동 검색을 수

omized study (RoBANS)11)를 적용하였다. RoB

행하였다.

를 적용한 평가에서는 (1)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random sequence generation), (2) 배정순서
은폐(allocation concealment), (3) 연구참여자

3. 문헌 선택

와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blinding of partici- 포함 기준: 재태연령에 관계없이 HIE를 진단 받

pants and personnel), (4) 결과평가에 대한 눈

은 모든 신생아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고한

가림(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5)

모든 연구 설계의 원보

불충분한 결과자료(incomplete outcome data),

- 배제 기준:

(6) 선택적 보고(selective reporting), (7) 그 외

1) 신생아 HIE 대상이 아닌 연구 : 동물실험, 시

비뚤림(other bias)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

험관 내 실험, 연구 대상이 HIE가 있는 신생

다.10) RoBANS를 적용한 평가에서는 (1) 대상군

아가 아닌 연구

선정(selection of participants), (2) 교란변수

2) 비타민 D 농도에 관한 연구가 아닌 연구 :

(confounding variables), (3) 중재(노출) 측정

HIE가 있는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measurement of intervention (exposure)),

보고하지 않은 연구,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

(4)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blinding for out-

에 관한 연구

come assessment), (5) 불완전한 자료(incom-

3) 기타: 본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 연구, 원보가

plete outcome data), (6) 선택적 결과 보고(se-

아닌 연구(고찰, 편집 서신, 증례 보고 등)

lective outcome reporting)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11)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문헌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뚤림 위험을 “낮음”, “불

4. 자료 추출

확실”,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의한 자료 추출 항목 구조에
맞추어 자료 추출을 진행하였다.

6. 자료의 통합 및 메타분석

- 연구 기본 특성 : 저자 이름, 국가, 연구 목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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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각 문헌에서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PubMed/Medline, Em-

대하여 HIE가 있는 신생아군과 HIE가 없는 정상 대

base, Cochrane Library에서 검색하였을 때 총

조군을 비교하기 위해 가중 평균 차이(weighted

771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Google

mean difference, WMD)와 95% 신뢰구간(95%

Scholar를 통하여 2편의 문헌을 더 수집하였다. 중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하였다.

복 문헌 제거 후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포함 기준에

HIE가 있는 신생아군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혈중

충족 되지 않은 719편의 문헌을 제외하였고, 이 후

비타민 D 농도를 보고한 경우에는 두 그룹을 합산한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6편의 문헌이 본 연구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구하였다. 두 그룹의 평균과

포함되었다(Fig. 1).14)-19)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합산하기
위해 사용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자 특징
본 연구에 포함된 6편의 문헌 중 2편의 문헌은 무작
위 배정 임상연구, 4편의 문헌은 비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였으며, HIE가 있는 신생아 234명과 정상 대조
군 110명이 포함되었다(Table 1).14)-19) 미국, 캐나

신생아의 HIE 중증도에 따른 혈중 비타민 D 농도

다, 이집트, 터키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HIE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비율(ratio of means,

가 있는 신생아에게 저체온요법을 적용한 연구는 3편

RoM)을 산출하였으며, RoM과 RoM의 표준오차

이 있었다.15)-17) Hagag 등의 연구에서는 HIE가 있

(standard error, SE)의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

는 신생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1,000

하였다.

IU의 비타민 D를 경구로 2주간 투여하였다.14)

12),13)

Lowe 등의 연구에서는 HIE가 있는 신생아를 두 그
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저체온요법을 적용하였으
며, 전체 환자 중 9명이 총정맥영양요법으로 비타민
D를 투여 받았다.15) 재태연령이 35주 이상인 신생아
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HIE가 있는 신생
아의 평균재태연령은 36.8주 이상이었고, 정상 대조
군은 37.6주 이상이었다. 두 군간 자연분만과 제왕
메타분석에 포함된 각 문헌의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자 특징, I2을 고려하여 문헌 간 이질성이 크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절개분만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 문헌의 질 평가 결과

model)을 적용하였고, 이질성이 작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에 대하여

용하였다. 메타분석은 RevMan 5.4 프로그램(Re-

RoB와 RoBANS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Table

view Manager (RevMan) [Computer pro-

2에 제시하였다. RoB로 평가된 Hagag 등의 연구는

gram]. Version 5.4, The Cochrane Collab-

배정 순서 생성, 배정 순서 은폐에 대한 정보가 기술

oration, 202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되지 않아 비뚤림 위험이 “불확실”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비뚤림 위험이 “낮음”

결과

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비뚤림 위험이 “불확실”로
평가되었다.14) Lowe 등의 연구는 모든 평가 항목에

1. 문헌 검색 결과

서 비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비
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15) RoBAN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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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PubMed/Medline (n=43)
Cochrane Library (n=63)
Embase (n=665)
Google scholar (n=2)
Duplications were excluded (n=48)
Studies were screened (n=725)
Title/Abstracts were excluded
- Experimental studies (n=27)
- Children, adolescents, or adults (n=119)
- Genomic studies (n=11)
- Studies were not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n=416)
- Studies did not report vitamin D level (n=94)
- Letters, commentaries, reviews, or case
reports (n=49)
- Off-subject studies (n=3)
Full-text studies were screened for
inclusion criteria (n=6)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n=6)

Fig.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for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level and neo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평가된 4편의 문헌에 대하여 모든 평가 항목에서 비

-26.47 to -7.84, p < 0.0001, Fig. 2).

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비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HIE가 있는 신생아와 정상 대조군에서 비타민 D 결
핍이 있는 환자 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타민 D 결핍

16)-19)

의 기준 농도를 20 ng/mL로 설정하였다.20) 총 5편
의 문헌에서 비타민 D 결핍 빈도를 보고하였고, HIE

4. 신생아 HIE와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관계

가 있는 신생아 총 210명 중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신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 중 4편에서 HIE가 있는 141

생아는 150명(71.4%)이었으며, 정상 대조군 총 90

명의 신생아와 110명의 정상 대조군의 혈중 비타민

명 중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신생아는 27명(30.0%)

D 농도를 보고하였으며, 각 문헌에서 HIE가 있는 신

이었다(Table 3).14)-17),19) Saad 등의 연구에서

생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혈중 비타민 D

HIE가 있는 신생아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농도가 낮았다(Table 3).

4개의 연구결과를

7.11 ng/mL로 비타민 D 결핍 기준 농도인 20 ng/

통합한 메타분석에서도 HIE가 있는 신생아는 정상

mL보다 낮았던 반면, 정상 대조군에서는 혈중 비타

대조군에 비하여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유의하게 낮

민 D 농도가 평균 56.15 ng/mL로 비타민 D 결핍

음을 확인하였다(WMD -17.16 ng/mL, 95% CI

기준 농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값을 보였다.18)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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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Egypt

Saad
et al.
(2021)

Saleh et
al. (2020)

Comments

Case-control
study

Case-control
study

Prospective
study

Retrospective
cohort study

-

-

-

Moderate
HIE
Severe HIE

Multicenter Hypothermia
randomized Normothertrial
mia

HIE with
Prospective
vitamin D
clinical trial HIE without
vitamin D

Study
design

30
(17/13)

20
(9/11)

31
(17/14)

30
(12/18)

20
(13/7)

30
(13/17)

-

-

28
(16/12)
22
(11/11)
35
(25/10)
8 (4/4)

30
(16/14)

controls

30
(18/12)
30
(18/12)

HIE*

*HIE: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NVD: normal virginal delivery, ‡CS: cesarean section

Turkey

Mutlu
et al.
(2015)

USA
Canada

Lowe
et al.
(2017)

USA

Egypt

Hagag
et al.
(2019)

McGinn
et al.
(2015)

Country

Study

N (M/F)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and patients

3200
±560

3220
±320

3191
±464

(min-max)
3440
(1700-4200)
3344
(2890-5090)

median

-

2657.47
±41.86
2648.37
±39.87

HIE

3100
±530

3180
±0.23

3380
±402

-

-

2677.67
±45.15

controls

Weight, g

38.9±1.7

36.75
±2.24

38.7
±1.2

median

(min-max)
39.6
(34-50.7)
40.1
(35.4-41.3)

-

37.93
±1.41
37.98
±1.52

HIE

39.1±1.6

37.6
±0.94

38.8
±1.01

-

-

38.60
±1.24

controls

Gestational age,
weeks

15/15

-

18/13

-

-

16/14
16/14

HIE

13/17

-

13/17

-

-

16/14

controls

Type of
delivery, n
(NV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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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assessment of included studies

RoB*

Blinding of
Blinding
Random
Allocation participants
of
sequence
concealment
and
outcome
generation
personnel assessment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reporting

Other
bias

Hagag et al.
		
(2019)

unclear

unclear

low

low

low

low

low

Lowe et al.
		
(2015)

low

low

low

unclear

low

low

low

RoBANS†

MeasBlinding
Selection
Confounding
urement
for
of
variables intervention
outcome
participants
(exposure) assessment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outcome
reporting

McGinn et al.
(2020)

low

low

low

low

low

low

Mutlu et al.
(2015)

low

low

low

low

low

low

Saad et al.
(2021)

low

low

low

low

low

low

Saleh et al.
(2020)

low

low

low

low

low

low

*RoB: Risk of Bias, † RoBANS: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Fig. 2 Forest plot for weighted mean difference of neonatal serum vitamin D level between
neonates with HIE and without 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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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rmia
Normothermia

Moderate
HIE
Severe HIE

-

-

-

Lowe
et al.
(2017)

McGinn
et al.
(2015)

Mutlu
et al.
(2015)

Saad
et al.
(2021)

Saleh
et al.
(2020)

15.2
±7.5

7.11
±4.06

6.7
±3.4

25.5
±3.2*

56.15
±14.4*

11.9
±5.6*

-

-

16.8
[9.4-20.8]
17.5
[7.5-21.3]

median
35.0
28.0

24.36
±3.35*

16.95
±2.60
17.15
±2.88

15
(50)

-

31
(100)

11
(25.6)

33
(71.7)

60
(100)

HIE

0 (0)

-

27
(63)

-

-

0 (0)

Controls

Number of neonatal
vitamin D deficiency,
n (%)

-

10.6
±3.64*

-

-

-

-

Mild

-

5.92
±3.35

-

median
35.0

-

17.05
±2.72

Moderate

-

5.97
±3.99

-

median
28.0

-

-

Severe

Neonatal serum vitamin D level by
HIE† grade, ng/mL

*p < 0.05, Data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 HIE: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HIE with
vitamin D
HIE without
vitamin D

Hagag
et al.
(2019)

Study

HIE group Neonatal serum vitamin D
level, ng/mL
characteristics
HIE
Controls

18.7
±7.2

-

9.8
±6.8

-

-

-

HIE

28.01*

-

16.4
±8.7*

-

-

-

controls

Maternal Vitamin D
level, ng/mL

Table 3 Serum vitamin D levels in neonates and maternal with or without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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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tio of means of serum vitamin D level between mild to moderate neonatal HIE
and severe neonatal HIE

Fig. 4 Ratio of means of maternal serum vitamin D level between neonates with HIE and
without HIE

신생아의 HIE 중증도에 따른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메타분석 결과 HIE가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의

비교 분석에 총 3편의 문헌이 포함되었으며(Table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HIE가 없는 신생아를 출

3),14),16),18) 모두 Sarnat 등의 기준에 따라 HIE 중

산한 산모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비해 36% 유

증도를 분류하였다.

의하게 낮았다(RoM 0.64, 95% CI 0.53-0.78,

21)

Hagag 등의 연구에는 중등도

의 HIE가 있는 신생아들이 포함되었고14) McGinn

p < 0.001, Fig. 4).

등의 연구에는 중등도와 중증의 HIE가 있는 신생아
들이 포함되었으며,16) Saad 등의 연구에는 경증, 중
등도, 중증의 신생아들이 포함되었다.

18)

고찰 및 결론

3개의 연

구결과를 통합한 메타분석에서 중증의 HIE가 있는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

신생아들은 경증-중등도의 HIE가 있는 신생아들

하여 신생아 HIE와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관련성을

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1% 유의하게 낮았

알아보았다. HIE가 있는 신생아와 산모의 혈중 비타

다(RoM 0.79, 95% CI 0.65-0.98, p=0.03,

민 D 농도는 정상 대조군 신생아와 산모에 비해 유의

Fig. 3).

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며, 중증의 HIE가 있는 신생아
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경증-중등도 HIE가 있는

5.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신생아 HIE의 관계

신생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IE가 있는 신생아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HIE가 있는 신생아와 정상 대조군에 대하여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고한 문헌은 2편이었으며,

20 ng/mL 미만으로 결핍에 해당하는 빈도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더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2개의 연구 모두에서 HIE가 있는 신생아군에서 산모

비타민 D는 교감 신경 및 특정 감각 뉴런의 발달과

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정상 대조군 산모의 혈중 비

유지에 필요하며 저산소성 뇌손상 시 신경세포를 보

타민 D 농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17),19)

호할 수 있는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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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와 교세포신경성장인자(glial cell-derived

발달, 감정 및 행동 발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neurotrophic factor)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

않았다.32) 위의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출산 후 1주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22)-24) 이러한 비타민 D의

에에 혈중 산모의 비타민 D 농도는 두 그룹 모두 20

작용이 HIE가 있는 신생아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

ng/mL 이상이었다.32) 본 연구에서 HIE가 있는 신

가 낮아져 있는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뇌졸중

생아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산모의 혈중 비타민

진단을 받은 성인 환자 668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D 농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Saleh 등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HIE가 있는 신생아

15.36 ng/mL 이하인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

군에서 산모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8.7 ng/

가 28.56 ng/mL 이상인 환자들에 비해 추적 관찰

mL로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던 반면, 정상 신생아군

5년 후의 심각한 장애나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odds

산모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28.01 ng/mL였

ratio 3.66, 95% CI 1.42-9.45, p=0.007).25)

다. 따라서 임신 기간 중의 산모는 비타민 D가 결핍

또한 뇌졸중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

되지 않도록 최소 400 IU/day의 비타민 D 공급이

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비타민 D 결핍 빈도수도 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뇌졸중 발생 3개

HIE가 있는 신생아를 위한 비타민 D 투여 용량 지

월 후의 기능 장애 평가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

침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소아과

은 환자들에서 예후가 더 좋지 않음이 보고되었다.26)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본 연구에서 중증의 HIE가 있는 신생아의 혈중 비타

는 건강한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부터 200~400 IU/

민 D 농도가 경증-중등도의 HIE가 있는 신생아에 비

day의 비타민 D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소아

해 감소되어 있었으므로,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

소화기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Paedi-

도가 HIE의 중증도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정

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

할 수 있다.

trition)에서도 건강한 신생아에게 400 IU/day의

산모와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양의 상관관

비타민 D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1,000 IU/day

계에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27)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

의 용량까지 안전하게 투여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있

에서도 산모와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상관

다.33),34)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 중 Hagag 등의 연

성을 보고하였다.19) 출산 전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구에서 HIE가 있는 신생아에게 콜레칼시페롤 형태의

농도가 생후 40일된 신생아의 신경 발달에 유의한 영

비타민 D를 1,000 IU/day로 2주간 경구 투여하였

향을 미치며,28) 산모의 임신 기간 중의 혈중 비타민

을 때, 비타민 D 농도는 투여 전 16.95±2.60 ng/

D 농도는 생후 1~5년의 신경학적 발달에 유의한 영

mL에서 투여 후 24±3 ng/mL로 증가하였다.14) 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임신 기간 중 산모

타민 D를 투여 받지 않은 HIE 환자에 비하여 2주 후

의 비타민 D는 태아의 신경 발달 시 세포 분화, 신경

혈중 비타민 D와 인터루킨-17 등의 농도가 정상 대

영양 인자 발현,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 신경전달물

조군의 값과 비슷해짐을 보였다.14) 향후 HIE가 있는

질 합성 등을 통해 정상적인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비타민 D 용량 확립을 위한 추

다.30) 임신 18주에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던 산모에

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게 태어난 아이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아닌 산모로부

메타분석에 포함된 각 연구에 대하여 HIE 치료를

터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출생 후 5년과 10년 후에 더

위한 저체온요법이나 투여 약물의 영향을 보정하지

심각한 언어 장애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2배 가량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이를 대신하여 연구 간 이

높았다.31) 하지만 임신기간 24주부터 출산 후 1주까

질성을 고려한 변량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산

지의 기간 동안 623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2,800

모와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

IU/day 또는 400 IU/day의 비타민 D를 무작위 배

는 인자들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

정 공급 후 태어난 아이들을 6년간 추적 관찰 한 결

이 본 메타분석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과, 두 그룹간 언어 점수, 인지 발달 점수, 일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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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HIE가 있는 신생아와 정상 대조군에서 신생아

icy Issues on Neonatal Intensive Care for

와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Low Birth Weight Infants. 1st ed. Seoul:

HIE 중증도에 따라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IE가 있는

fairs; 2012.

신생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4) Yıldız EP, Ekici B, Tatlı B. Neonatal hy-

유의하게 낮았으며, HIE의 중증도가 혈중 비타민 D

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an up-

농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HIE가 있는 신생아의

date on disease pathogenesis and treat-

산모는 정상 대조군의 산모에 비해 유의하게 혈중 비

ment. Expert Rev Neurother. 2017;17

타민 D 수치가 낮았다. 그러므로 산모에게 영양 공

(5):449-59.

급 시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

5) Dusso AS, Brown AJ, Slatopolsky E. Vi-

타민 D의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HIE가 있는 신

tamin D. Am J Physiol Renal Physiol.

생아에게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모니터링과 비타민

2005;289(1):F8-28.

D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향후 HIE가 있는 신

6) McCarty MF. Secondary hyperparathy-

생아에서 비타민 D의 투여 효과 및 장기적인 신경학

roidism promotes the acute phase re-

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sponse - a rationale for supplemental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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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in the elderly. Med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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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1 Search strategy
(((((((((((((((((((((((((((((((((((((((((((((((((((((((((((“Vitamin D”[Mesh]) OR (“Cholecalciferol”[Mesh])) OR
(Calciol[Text Word])) OR (“Vitamin D 3”[Text Word])) OR (“Vitamin D3”[Text Word])) OR (Cholecalciferols[Text Word])) OR (“Hydroxycholecalciferols”[Mesh])) OR (“Hydroxyvitamins D”[Text
Word])) OR (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Calcifediol”[Mesh])) OR (“25-Hydroxyvitamin D 3”[Text Word])) OR (“25 Hydroxyvitamin D 3”[Text Word])) OR (“25-Hydroxycholecalciferol
Monohydrate”[Text Word])) OR (“25 Hydroxycholecalciferol Monohydrate”[Text Word])) OR (“Monohydrate, 25-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25-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25 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Calcidiol[Text Word])) OR (25-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25 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Calderol[Text Word])) OR (“Dihydroxycholecalciferols”[Mesh])) OR (“Dihydroxyvitamins D”[Text Word])) OR (Dihydroxycholecalciferols[Text Word])) OR (“24,25-Dihydroxyvitamin D 3”[Mesh])) OR (“24,25 Dihydroxyvitamin D
3”[Text Word])) OR (“24,25-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24,25-Dihydroxycholecalcif-

1

erol[Text Word])) OR (“24,25 Di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24,25 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Dihydroxyvitamin D3, 24,25”[Text Word])) OR (“Calcitriol”[Mesh])) OR (“1
alpha,25-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1 alpha,25 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1,25-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1,25 Dihydroxyvitamin D3”[Text Word])) OR
(“1,25-Di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1,25 Dihydroxycholecalciferol”[Text Word]))
OR (Osteotriol[Text Word])) OR (Renatriol[Text Word])) OR (Rocaltrol[Text Word])) OR (“Ergocalciferols”[Mesh])) OR (Calciferols[Text Word])) OR (“Vitamin D 2”[Text Word])) OR (“Vitamin D2”[Text
Word])) OR (Ergocalciferol[Text Word])) OR (Ergocalciferols[Text Word])) OR (“25-Hydroxyvitamin D 2”[Mesh])) OR (“25 Hydroxyvitamin D 2”[Text Word])) OR (“25-Hydroxyergocalciferol”[Text
Word])) OR (“25 Hydroxyergocalciferol”[Text Word])) OR (“25-Hydroxyvitamin D2”[Text Word])) OR
(“25 Hydroxyvitamin D2”[Text Word])) OR (Ercalcidiol[Text Word])) OR (Ercalcidiols[Text Word]))
OR (25-Hydroxycalciferol[Text Word])) OR (“25 Hydroxycalciferol”[Text Word])) OR (“Dihydrotachysterol”[Mesh]))) OR (“Vitamin D”[Text Word])
(“Hypoxia-Ischemia, Brain”[Mesh] OR “Hypoxia, Brain”[Mesh] OR “Asphyxia”[Mesh] OR “Asphyxia Neonatorum”[Mesh]) OR (“Brain Hypoxia-Ischemias”[Text Word] OR “Hypoxia Ischemia,
Brain”[Text Word] OR “Hypoxia-Ischemias, Brain”[Text Word] OR “Brain Ischemia-Hypoxia”[Text Word] OR “Brain Ischemia Hypoxia”[Text Word] OR “Brain Ischemia-Hypoxias”[Text Word]
OR “Ischemia-Hypoxias, Brain”[Text Word] OR “Ischemia-Hypoxia, Brain”[Text Word] OR “Is-

2

chemia Hypoxia, Brain”[Text Word] OR “Brain Hypoxia-Ischemia”[Text Word] OR “Brain Hypoxia
Ischemia”[Text Word] OR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Encephalopathies,
Hypoxic-Ischemic”[Text Word] OR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ies”[Text Word] OR “Encephalopathy, Hypoxic-Ischemic”[Text Word]
OR “Encephalopathy, Hypoxic Ischemic”[Text Word] OR “Ischemic-Hypox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Encephalopathies, Ischemic-Hypoxic”[Text Word] OR “Encephalopathy, Ischemic-Hypoxic”[Text Word] OR “Ischemic Hypox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Ischemic-Hy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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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ncephalopathies”[Text Word] OR “Anoxic-Ischem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Anoxic
Ischem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Anoxic-Ischemic Encephalopathies”[Text Word] OR
“Encephalopathies, Anoxic-Ischemic”[Text Word] OR “Encephalopathy, Anoxic-Ischemic”[Text
Word] OR “Encephalopathy, Anoxic Ischemic”[Text Word] OR “Cerebral Hypoxia-Ischemia”[Text
Word] OR “Cerebral Hypoxia Ischemia”[Text Word] OR “Cerebral Hypoxia-Ischemias”[Text Word]
OR “Hypoxia-Ischemias, Cerebral”[Text Word] OR “Hypoxia-Ischemia, Cerebral”[Text Word] OR
“Hypoxia Ischemia, Cerebral”[Text Word] OR “Ischemia-Hypoxia, Cerebral”[Text Word] OR “Ischemia Hypoxia, Cerebral”[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Hypoxia”[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 Hypoxia”[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Hypoxias”[Text Word] OR “Ischemia-Hypoxias, Cerebral”[Text Word] OR “Anoxia-Ischemia, Brain”[Text Word] OR “Anoxia Ischemia,
Brain”[Text Word] OR “Anoxia-Ischemias, Brain”[Text Word] OR “Brain Anoxia-Ischemias”[Text
Word] OR “Brain Ischemia-Anoxia”[Text Word] OR “Brain Ischemia Anoxia”[Text Word] OR “Brain
Ischemia-Anoxias”[Text Word] OR “Ischemia-Anoxias, Brain”[Text Word] OR “Ischemia-Anoxia,
Brain”[Text Word] OR “Ischemia Anoxia, Brain”[Text Word] OR “Brain Anoxia-Ischemia”[Text

2

Word] OR “Brain Anoxia Ischemia”[Text Word] OR “Anoxia-Ischemia, Cerebral”[Text Word] OR
“Anoxia Ischemia, Cerebral”[Text Word] OR “Anoxia-Ischemias, Cerebral”[Text Word] OR “Cerebral Anoxia-Ischemias”[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Anoxia”[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 Anoxia”[Text Word] OR “Cerebral Ischemia-Anoxias Ischemia-Anoxias, Cerebral”[Text
Word] OR “Ischemia-Anoxia, Cerebral”[Text Word] OR “Ischemia Anoxia, Cerebral”[Text Word]
OR “Cerebral Anoxia-Ischemia”[Text Word] OR “Cerebral Anoxia Ischemia”[Text Word] OR HIE[Text Word] OR “Cerebral Hypoxia”[Text Word] OR “Hypoxia, Cerebral”[Text Word] OR “Brain Hypoxia”[Text Word] OR “Anoxic Brain Damage”[Text Word] OR “Brain Damage, Anoxic”[Text Word]
OR “Damage, Anoxic Brain”[Text Word] OR “Anox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Anoxic
Encephalopathies”[Text Word] OR “Encephalopathies, Anoxic”[Text Word] OR “Encephalopathy,
Anoxic”[Text Word] OR “Hypoxic Brain Damage”[Text Word] OR “Brain Damage, Hypoxic”[Text
Word] OR “Damage, Hypoxic Brain”[Text Word] OR “Encephalopathy, Hypoxic”[Text Word] OR
“Encephalopathies, Hypoxic”[Text Word] OR “Hypoxic Encephalopathies”[Text Word] OR “Hypoxic Encephalopathy”[Text Word] OR “Anoxia, Brain”[Text Word] OR “Anoxia, Cerebral”[Text Word]
OR “Brain Anoxia”[Text Word] OR “Cerebral Anoxia”[Text Word] OR Asphyxia[Text Word] OR
Asphyxias[Text Word] OR “Asphyxia Neonatorum”[Text Word] OR “Birth Asphyxia”[Text Word])

3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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