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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사망수는 1993년 6.6명에서 

2008년 2.0명으로 15년간 70%나 감소하 다. 하지만, 감소폭은 최근 

들어 격히 어들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출산연령의 상승과 불임치료

를 통한 다태아의 증가 등 출산 련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생체 아 

증가가 표 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선진국들은 일 이 출생체 아 등 고 험

신생아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지역단  출생 후기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생아사망률을 지속 으로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다. 

본 연구는 신생아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해 온 신생아

집 치료서비스의 이용 황을 토 로, 출생체 에 따라 험수 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분의 험상황이 응 으로 발생되고 있는 출

생체 아의 특성들이 치료과정에서 히 고려되고 있는 지를 검함으

로써, 보다 효율 인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추

진되었으며, 모쪼록 정책에 반 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는 국의 신생아집 치료실 계자와 특히, 한신생아학회

의 조가 있었음에 연구진을 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끝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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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effective methods of Neonatal 

Intensive Care (NICU) Services for minimizing neonatal deaths 

and disabilities among low birth weight (LBW) infan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f 97 national hospitals 

with NICU. We also examined the medical systems and rules 

related to NICU in the US, Japan, and the UK. In addition, we 

analyzed  the LBW incidence and death rates among LBW infants 

based on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at the LBW (birth weight 

under 2500g) rate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particularly, 

the incidence of VLBW (birth weight under 1500g) has risen to a 

great extent. The neonatal death rates among LBW infants, while 

high, varied across regions.

Although LBW incidence rate is lower in Korea than in Japan, 

Korea's neonatal infant death rate is higher than Japan's, largely 

because the survival rate among LBW infants in the NICUs is 

lower in Korea.

In the developed countries, care and management system for 

high risk infa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managed for ma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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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 perinatal care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for high risk maternal and infants. In Japan, a 

prenatal care system was established  in 1979, and it has been 

managed at the regional level since 1996. The UK has conducted 

in 2001 an inspection program on NICUs, in 2003 has embarked 

on standardizing equipment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different 

risk levels. 

As NICU resources such as manpower, equipments, and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the risk of death may be 

higher for newborns and infants in smaller cities and non-urban 

areas.

We will propose that the properly supplements and distribution 

methods of facilities and beds needed for NICU. In addition, an 

intensive ca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managed at the local level. Also, the need is urgent to 

produce accurate statistics on the causes and incidence LBW infant 

deaths.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출산 련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기사망  장애발생 험이 높은 출

생체 아가 증가하고 있는 과 련하여,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

망  장애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 치료서비스의 효율

인 제공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국 97개 신생아집 치료실 설치 의료기 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환자 조사: 2012년 6월 출생아로서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2,500g미만)의 출생  치료와 련한 사항에 하

여 신생아기(생후 4주간) 추 조사를 실시함. 

○ 기  조사: 의료기 의 유형  소재지와 신생아집 치료실의 인

력, 병상, 장비 황에 하여 악함.  

⧠ 미국, 일본, 국의 신생아집 치료와 련된 진료체계와 련 기  

들에 하여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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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보건복지부 아사망조사자료를 토 로 출

생체 아의 발생  사망추이에 하여 분석함. 

3. 주요 연구결과

  가. 저출생체중아의 발생 및 신생아사망 추이

⧠ 출생체 아(체  2,500g미만) 발생률은 연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 출생체 아(체  1,500g미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 출생체 아 발생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출생아 100명당 

3.8명에서 5명으로 약 1.3배 증가하 으며, 최 출생체 아 발생

은 출생아 100명당 0.2명에서 0.6명으로 3배 증가함. 

⧠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나타냄.

○ 2005~2007년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 극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은 출생아 1,000명당 각각 31명, 240명, 603명임.

○ 2005~2007년 역시도별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 극 출

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보다 

각각 1.8배, 2.1배, 1.9배 높은 수 을 나타냄.1)   

 
⧠ 우리나라의 출생체 아 발생률은 일본에 비해 낮으나 신생아집 치

료실의 출생체 아 생존율이 일본보다 낮은 수 에 머물러 있음으

로써 결과 으로, 신생아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높은 수

에 있음.

1) 다만, 극 출생체 아 가운데 상당수가 출생체  미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

어서, 신생아사망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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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2009년)와 일본(2008년)의 신생아집 치료실 극 출생

체 아 생존율은 각각 71.3%와 85.5%이며, 최 출생체 아 생존

율은 각각 85.7%와 92%임. 

○ 2010년도 출생체 아 발생은 출생아 100명당 우리나라 5.0명, 

일본 9.6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9배 높으나, 신생아사망은 

출생아 1,000명당 우리나라 1.8명, 일본 1.1명으로 우리나라가 일

본보다 약 1.6배 높은 수 임.

  나.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 미국은 1970년 부터 고 험 임산부와 고 험 신생아 간 한 련

성, 그리고 이들에 한 응 조치의 필요성을 토 로 지역단  출생

후기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해 신생아를 

험수 에 따라 구분하고 의료기  간 역할 분담과 인력  장비 기

, 서비스제공지침 등을 구체 으로 마련하여 용 에 있음.

○ 1975년 “임신의 결과 향상을 하여”라는 목표 하에 출생 후기 

 신생아 리를 3개 수 으로 분류하 으며. 1993년에는 지역

화를 통한 잘 조직되고 통합된 시스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병의 복합성  험성의 정도에 따라 기존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함.

⧠ 일본은 1979년부터 출생 후기 진료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출생 후기 진료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지역화를 본격 으로 추진하여 국 으로 인구단

에 따른 총합 출생 후기진료센터와 지역출생 후기진료센터를 운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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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재 국 으로 89개의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와 

278개의 지역 출생 후기 진료센터가 운  에 있으며 시설  

인력기 , 서비스제공내용에 한 구체 인 지침마련과 센터 간 

연계체계 확보를 통한 출생 후기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국은 2001년 신생아집 치료체계에 한 검을 실시하고, 2003년

부터 신생아집 치료를 험수 별로 나 어 이에 따른 장비와 시설

의 표 화를 추진하 으며, 지역화를 해 막 한 산을 할당하여 

투자함.

○ 2007년 재 180개의 신생아집 치료실이 23개 지역 신생아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집 치료서비스를 험수

에 따라 3단계로 나 고 각 네트워크 안에서 임산부나 신생아가 

가능한 한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모든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함

  다.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의 부분이 신생아집 치

료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 에서 출생하 으나, 고도 험수 의 

극 출생체 아가 출생한 의료기 의 유형이나 소재지, 분만  이

송 등은 의료 달체계 부재 하에서의 사망 험 가능성을 높일 것으

로 우려됨. 

○ 극 출생체 아 가운데 23.1%는 상 종합병원 이외에서 출생하

으며, 40.7%는 거주지와 다른 시‧도( 역)의 의료기 에서 출생

하 고, 9.9%는 분만 에 이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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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의 사망 험비는 의료시

설이 집  분포하고 있는 7개 역시 거주아에 비해 9개도 거주

아에서 약 2.5배 높았음(p<0.05). 

⧠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  타 의료기 에서 출생 

후 원된 경우와 원 시 이동거리 등은 험상태에 한 조기 진

단과 응 진료의 지역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함.

○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의 7.7%는 타 의료기

에서 출생 후 원되었으며, 원된 의료기 의 소재지는 다른 시

‧도( 역)가 21.9%를 차지함. 

⧠ 신생아집 치료실의 간호인력 부족과 원거리 소재 신생아집 치료실 이

용 등은 상황에서의 한 응에 제약을 래할 것으로 상됨. 

○ 최 출생체 아의 19.2%(극 출생체 아의 15.4%)가 간호사 1인

당 1병상을 과하여 리하는 신생아집 치료실을 이용함.

○ 최 출생체 아의 사망 험비는 신생아집 치료실의 간호사당 병

상수가 1병상을 과하는 경우에 1병상 이하의 경우보다 2.5배 

높았음(p<0.05).  

  라. 신생아집중치료자원의 공급 및 지역별 배분 현황

⧠ 신생아집 치료를 한 의료기 수  병상수는 선진국이나 소요량 

비 다소 거나 부족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신생아집 치료기  당 출생아수는 4,800여명으로 일

본의 3,400여명보다 월등히 많으며, 신생아집 치료병상은 출생아 

1,000명당 3.1병상으로 정병상수인 4병상의 79%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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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집 치료를 한 시설, 병상, 인력, 장비 등의 의료자원이 도

시에 편재되어 있음.

○ 신생아집 치료기 은 총 97개 기 으로서, 7개 역시에 체의 

57.8%가 분포하며 상 종합병원은 체의 71.5%가 분포함. 

○ 신생아집 치료 병상수는 총 1,484개로서, 7개 역시에 체의 

58.1%가 분포하며 상 종합병원은 체의 68.6%가 분포함.

○ 출생아수 비 신생아집 치료병상수가 은 지역의 출생체 아

에서 타 시,도 소재 신생아집 치료실 이용의 분율이 높았음.

4. 정책제언

⧠ 신생아집 치료에 필요한 시설  병상의 정 공   배분 방안을 

마련함.

⧠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아의 치료요구 특성에 맞추어, 고 험신

생아의 험수  구분과 의료기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단  신생

아집 치료체계를 구축함.  

⧠ 고 험임산부와 고 험신생아의 연계 리 필요성을 토 로, 출생 후

기 통합진료제공방안을 모색함.

⧠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수   원인에 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함.

*주요용어: 신생아집중치료, 저출생체중아, 신생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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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는 생후 1달까지의 개체를 일컫는다. 이러

한 신생아기는 태반을 통하여 모체에 으로 의존하던 태아가 출산과

정 직후 자가 순환과 자가 호흡을 통해 독자 생존이 가능한 독립 인 

개체로 이되는 과정과 이 직후의 응 단계를 거치는 요한 시기

이다. 이러한 태아-신생아 이가 성공 으로 이루어져야 출생 후 생존

이 가능하며 이후의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약 10%

의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정상 인 자가 호흡  순환을 한 이 과정

에서 다양한 수 의 보조를 필요로 하며 출생아의 1%는 매우 문 인 

신생아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AHA/AAP 2011). 태

아는 모체의 태반에 호흡의 체와 순환의 일부를 의존하기 때문에 태

아-신생아 이에 있어 가장 요한 부분은 자가 호흡의 확립과 태아순

환에서 신생아 순환으로의 성공 인 확립이다. 이러한 이의 실패를 보

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생아는 궁극 으로 호흡곤란과 순환의 이상 

즉 생존이 받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응 상황으로서 

집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한, 신생아기는 정상 인 이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으로 수유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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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완벽한 지지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태아-신생아 

이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거나 는 이러한 이가 성공 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 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모

든 경우에 신생아기 집  치료를 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생아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조산, 출생체 , 

선천성이상아, 신생아 처짐(neonatal depression)과 주산기 가사

(perinatal asphyxia)에 놓인 신생아, 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

아, 각종 질환  감염증에 노출된 신생아 등에서 발생된다. 특히, 조산

이나 출생체 의 경우에 이들 험요인이 복합 으로 발 됨으로써 

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결과, 조산과 출생체 은 세계 으로 신생아

사망의 제1순  원인으로 주목을 받는 등 신생아 건강을 가늠하는 주요 

잣 로 여겨져 왔다.2) 이처럼 임신주수와 출생체 이 출생아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요한 요소임은 리 알려진 바로서 특히, 출

생체 은 임신주수가 객 이고 정확하게 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달리, 비교  간단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반복측정이 가능하

여 신뢰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에서,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신생아 건강에 한 인구특성별 비교지표에 해당한다(McCormick, 

1985; Scott 등, 2008).

출생체 이 2,500g미만인 출생체 아의 경우 일반 으로, 임신기간 

37주미만의 조산이거나 자궁내에서의 발육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이

처럼 태아기에 충분히 성장발육하지 않고 태어나게 뵈면 출생 후기 사

망  아사망의 험이 증가함은 물론 생애에 걸쳐 질병을 앓을 확률

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Barker 등, 1993; Kliegman 등, 1990; Barker 

2)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부담에 한 보고를 통해 신생아사망 원인을 조산  출생

체  30%, 신생아 감염증 25%, 출산 질식  외상 23%, 선천성이상 7%, 설사성질환 

3%, 신생아 상풍 3%, 기타 질환 9%로 보고(WHO,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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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89; Papiernik 등, 2004). 이러한 출생체 아 발생률은 출산연

령이 고령화하고 불임치료기술의 발달로 다태아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체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UNICEF, 2004; Koskinen 

등, 1999). 우리나라도 유사한 여건으로, 출생체 아 발생률은 2000년 

출생아 100명  2.8명에서 2010년 4.9명으로 약 1.8배 증가하 으며, 

이는 특히, 세계 으로 가장 낮은 수 에 있는 출산율과 맞물려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편, 출생체 아와 같은 고 험 신생아의 생존이나 이환, 장애발생

은 출산시 에서부터의 문  치료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나

라를 포함하여 세계 으로, 지난 20여년간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

은 신생아집 치료기술의 발달과 이들 치료에 한 근성의 향상에 힘

입어 격하게 하되었다(Cifuentes 외, 2002; 최정수 외, 2010).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 험 신생아의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

에 있으며, 의료자원의 도시 편재 상 속에서 신생아사망률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출생체 아는 출생당시의 매우 취약한 건강상태와 이후 성장과정에

서 나타나는 발달 하 그리고 신생아기부터 유래된 구  장애로부터 

사회에 막 한 비용부담을 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trou, 

2003; Almond 등, 2005; Petrou 등, 2006). 이처럼 출생체 아는 비

용면에서의 부담을 래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구비율을 증

가시키는 등으로 인구자질에까지 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안정과 국가경

쟁력 향상을 해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체 아와 련하여서는 그 발

생을 최 한 억제하기 한 조치와 함께 출생한 후에는 조기에 한 

3) 우리나라의 체  1,500g 미만 최 출생체 아의 신생아기 생존율은 85.7%(‘09)로서 미국 

92.6%(‘06), 일본 92%보다 낮은 수 에 있다. 그리고 2007~2008년 16개 역시도별 체

 2,500g 미만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보다 

3.7배에 이르고 있다(최정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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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구 인 장애를 방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그  자는 사회문화  환경과 임산부 개인의 행태  요인 그리고 

고 험 임신의 리에 의해 상당부분 향을 받으며, 후자는 의료자원의 

공   달체계와 같은 제도  요인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선진국

들은 일 이 고 험 임신  신생아 건강을 한 출생 후기 진료체계

를 구축하여 운 하는 등 효과 인 응책을 극 으로 모색해 왔다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75; 일본 

모자보건사업단, 2011).

이에 본 연구는 특히, 만혼과 고령기 임신 등 출산 련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출생체 아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서,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한 효과

인 리  치료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되었다. 

  가.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내용과 각각의 주요 논   수행방법

은 다음과 같다. 

 

  나. 저출생체중아의 발생 및 신생아사망 추이

우리 정부는 출생․사망신고에 근거한 인구동태보고와 아사망에 

한 국단  의료기 조사를 통해 출생체 아 발생  신생아사망에 

한 통계를 정기 으로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4) 

하지만, 인구동태보고의 경우, 의료기 이 아닌 보호자 등이 발생 후 

1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5)되어 있는 가운데, 출생 후 수일 내에 사

4) 출생체 아 통계는 인구동태보고를 토 로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신생아사망 통계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는 3년주기로 이후 매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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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신생아에 하여는 보고를 락하기 쉽고 한 보고하더라도 체

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미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출생체 아 발생률은 다소 추정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한, 인구동태보고의 출생체 은 최근까지 킬로그램(kg)단 로 악되어 

출생체 아의 세부구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도 있

다.6) 그 결과, 의료기 으로부터 비교  정확하게 악되고 있는 신생아

사망과 연계하여 사망률을 산출할 시에 사망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서 

의문을 낳기도 하며 이와 같은 사례는 주로 1,000g 미만의 극 출생체

에서 체 값이 을수록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체 아 발생과 련하여 여기서는 인구동태보고를 토 로 2000

년~2010년간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1,500g미만), 극 출생체

아(1,000g미만)의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출산연령  태수

에 따른 발생 추이와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 다. 한편, 신생아사망 추

이는 2005~2007년 코호트 출생아를 상으로 사망시기  출생체 별 

사망률을 살펴보았으며 지역 간 사망수 의 차이를 비교하 다.

  다.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신생아는 건강 험도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수 이나 양에 있

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출생체 을 포함하는 험요인을 토

로 신생아를 사 에 분류하고 리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  사용과도 련된다. 

신생아의 험도에 따른 분류기 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마다 다

소 상이한 가운데 일부 의료자원의 공 이나 서비스제공체계 상에 있어

5) 가족 계등록등에 한법률 제51조
6) 출생체 이 그램(g)이 아닌 킬로그램(kg)으로 기재됨에 따라, 고 험군을 분류하는 기 인 

1,000g, 1,500g, 2,500g의 인 값이 반올림을 통해 다른 군으로 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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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차이도 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 공통 과 차이 은 

여러 가지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 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신생아 험군 분류기

과 험수 에 따른 의료기 의 유형, 역할  기능, 시설  장비기

, 인력기 , 기타 신생아집 치료서비스 련사항에 하여 고찰하

다. 특히, 여기서는 출생체 아에 보다 을 맞추었으며,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출생체 아 치료  리체계를 진단하는 기 으로 활용하

다.

다만, 출생체 이 고 험신생아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   하나

에 해당하는 가운데 그 치료  리가 반 인 고 험신생아에 한 

치료  리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의 일

성을 해 반 인 체계에 한 이해를 도모하기보다는 출생체 아에 

보다 을 맞추고 선진  경험을 통해 시시 을 모색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라.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출생체 아의 발생은 임산부의 연령(10  혹은 고령)(Yang, 2006), 

질환(Murphy 등, 2006), 스트 스(Hogue 등, 2001), 낮은 소득수

(Kramer 등, 2000), 건강 해행 (Hegaard 등, 2006), 유해환경

(Maisonet 등, 2004), 양결핍(Harding, 1999) 등 다양한 향요인들

과 련되어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에,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고 험 신생아를 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이들 서비스에 한 근성제

고에 힘입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지역 간에 사망수 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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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기관 (의료기관별) 대상자

조사대상

- 총 108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42기관

 ․종합병원 49기관

 ․병원 16기관

 ․의원 1기관

- 2012. 6.1~30.기간 중의 출생아로서, 
신생아기(생후 28일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1일 이상 입원한 

출생체중 2,500g미만의 저출생체중아

조사기간 - 2012.6.1~7.27

- 대상자별 신생아기(생후 1~27일) 
 ․생후 28일째 종료

 ․생후 28일이내 전원 시 종료

 ․생후 28일이내 사망 시 종료

 ․생후 28일이내 퇴원귀가 시 종료

이에 여기서는 신생아사망과 련된 요인들을 심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체 아 리  치료실태를 선진국의 련 황과 비해 보았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시설분만율이 99%를 

과하고 있음에 따라 출생체 아 등 고 험 신생아는 거의 모든 경

우에 출산 후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7) 

이에 따라, 국 으로 신생아집 치료실(NICU)을 설치, 운  에 

있는 총 108개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4월말 기 )을 상

으로, 2012년 6월 한달 간 출생한 2,500g 미만의 출생체 아 가운데 

이들 기 의 신생아집 치료실에 1일 이상 입원한 아기의 신생아기 추

조사를 실시하 다(표 1-1 참조). 

〈표 1-1〉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저출생체중아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7)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상인 출생체  1,750이하 출생아의 

신생아사망률이 신생아사망률에 한 국조사 결과(최정수 외, 20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 으로서,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하지 않고 발생된 신생아사망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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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은 신생아사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아에 한 사항

과 의료기 에 한 사항을 크게 구분하고, 환아와 련하여서는 산모와 

출생아의 일반특성, 출산정보, 신생아집 치료실 이용특성, 치료 후 등

을 악하 으며, 의료기 과 련하여서는 기 유형, 소재지, 신생아집

치료실 자원 황 등을 악하 다. 특히, 의료기 에 한 사항의 경

우, 2005년  2010년의 신생아집 치료실 실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

록 하 으며, 체 조사내용에 한 문가 자문  검토가 이루어졌다

(부록 조사표 참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 한신생아학회에 조를 요청하 으며, 

동 학회의 조사통계 원회가 의료기 별 신생아집 치료실 의료진에 

한 조사 참여를 극 독려하 다. 그밖에도 병원   의원  의료기

의 경우 연구진이 의료기 을 방문하여 신생아집 치료실 운 상태와 조

사진행상황에 한 직  검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는 락정보에 한 보충조사와 부 한 정보에 한 재확

인조사를 거쳐 최종 데이터화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분석에는 SPSS 

ver 19.1이 사용되었다. 

  마. 신생아집중치료자원의 공급 실태

우리 정부는 고 험신생아를 한 신생아집 치료병상의 부족  지

역별 불균형 배분과 련하여 2008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해 

매년 30~50개의 신생아집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체 아의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으며 신생아사망률의 지역 간 차이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Hahn 등, 2011). 

따라서 여기서는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 조사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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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국 신생아집 치료실의 인력, 병상, 장비 황을 악하 으며, 

그 결과를  선진국의 고 험신생아를 한 진료체계에서의 의료자원 공

과 비해 보았다. 한 2005년 조사결과(신손문 외, 2005)  2010

년 조사결과(장윤실 외, 2010)와 비교하여 신생아집 치료자원의 변동상

태를 검하 다.

2. 용어 정의

연구내용과 련된 용어 가운데 여러 형태로 통용되는 경우와 정의

나 기 이 불분명하거나 일 되지 않은 경우에 하여 본 보고서에서

는 다음과 같이 용하 다.

  가. 출생체중

출생체 은 신생아가 출생 후 상당한 체 감소가 일어나기 인 1시

간이내에 측정되는 최 의 체 이다. 

출생체 을 기 으로 한 고 험신생아의 경우에 사용목 에 따라 체

값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국제비교 등을 해 사용

되고 있는 분류는 2500g 미만, 1500g 미만, 1000g 미만의 세 군으로 

각각 Low birth weight(LBW), Very low birth weight(V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ELBW)로 일컫고 있다.8) 

이와 련하여 통계청(2007)은 이들을 각각 출생체 , 최 출생체

, 극 출생체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용하 다.

8) 세 분류는 상호 배타 이 아니며 최상의 분류에 최하  이하 모든 분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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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체  2,500g 미만아: 출생체 아

 • 출생체  1,500g 미만아: 최 출생체 아

 • 출생체  1,000g 미만아: 극 출생체 아

한,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 극 출생체 아의 발생률은 출생

아 100명당 발생수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 출생체 아 발생률 =
출생체  2,500g 미만아수

×100
총 출생아수

 • 최 출생체 아 발생률 =
출생체  1,500g 미만아수

×100
총 출생아수       

 
• 극 출생체 아 발생률 =

출생체  1,000g 미만아수
×100

총 출생아수

  나. 신생아사망

신생아기는 출생 후 4주간(28일)에 해당한다.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신생아사망수로 산출되었다.

• 신생아사망률 =
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망아수

×1,000
총 출생아수

한편,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체 구분에 따른 출생아 1천명

당 신생아사망수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 =
출생체중 2,500g 미만아 중 신생아사망수

×1,000
출생체중 2,500g 미만 출생아수

• 최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 =
출생체중 1,500g 미만아 중 신생아사망수

×1,000
출생체중 1,500g 미만 출생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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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 =
출생체중 1,000g 미만아 중 신생아사망수

×1,000
출생체중 1,000g 미만 출생아수

  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고 험신생아에 해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신생아집 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은 일반 으로 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과 연계하여 이해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환자실이란 용

어와 병용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고 험신생아를 한 의료자원 확

충의 일환으로 ‘신생아집 치료 병상’의 신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연

구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서, 기존의 신생아 환자실이란 용

어를 모두 신생아집 치료실이라는 용어로 체하여 사용하 다.

  라. 출생전후기

출생 후기는 국제비교를 해 임신의 만 22주(154일)에 시작하고(출

생체 이 정상 으로 500g인 때), 출산 후 만 7일(168시간)에 끝난다고 

정의되고 있다(통계청, 2007).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출생 후기는 임산

부와 신생아에 한 통합  리시기를 지칭하고 있다.

한, 출생 후기는 주산기와 병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출생 후기

로 통일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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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출생체중아의 발생 및

신생아사망 추이

1. 저출생체중아 발생 추이

2010년도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수는 470,171명이며, 이들 가운데 

출생체 아(출생체  2,500g미만)는 23,537명이고 최 출생체 아(출

생체  1,500g 미만)는 2,817명으로, 체 이 악되지 않은 1,529명을 

제외할 경우, 출생체 아와 최 출생체 아는 각각 총 출생아의 5.0%

와 0.6%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체 아와 최 출생체 아 발생률은 10

년 인 2000년의 3.8%와 0.2%에 비해 각각 1.3배와 3배 증가하 다

(그림 2-1 참조). 

〔그림 2-1〕 저출생체중아 및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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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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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의 발생에는 개인, 사회, 환경 등 다

양한 요인이 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태아 

이상 다태아의 경우에 발생 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다태아 발생이 2000년 출생아 100명  약 1.7명에

서 2010년 출생아 100명  약 2.7명으로 1.6배 증가하 다(통계청 인

구동태보고). 

실제로,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의 발생률은 다태아에서 단태

아보다 10배이상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00~2010년간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의 발생률이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단태아 중 저출생체중아 및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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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태아 출생 100명당 저(최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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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다태아 중 저출생체중아 및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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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태아 출생 100명당 저(최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출생체 아 발생률은 출산연령이 무 어리거나 혹은 고령에서 높

은 것으로 밝 지고 있는데(Scholl 등, 1996; Fraser 등, 1995; Yang, 

2006), 실제로 10  출산에서 20  출산보다 약 1.5배 높았으며 30세

이상부터 연령의 증가와 함께 비교  속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45세이

상에서는 20 보다 2배이상 높은 수 을 나타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출산연령별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4.9 3.5 3.5 4.1 5.7 7.3 6.9 13.0 

2005년 6.0 4.0 3.8 4.3 6.0 7.0 8.9 11.7 

2010년 7.3 4.9 4.3 5.0 6.4 7.3 9.8 9.8 

0

3

6

9

12

15(%)

  주: 출산연령별 출생아 100명당 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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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연령별 출생체 아 발생률은 다태아의 경우에 다소 다른 양상

을 나타냈다. 즉, 단태아와 달리 30 에서의 출생체 아 발생률이 20

의 출생체 아 발생률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45세이상에서의 출생

체 아 발생률은 최근에 올수록 차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고령산모에 한 산 리가 보다 잘 이루어진 때문으

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10 의 출생체 아 발생률이 어들지 않

고 있는 에서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2-6 참조).  

〔그림 2-5〕 단태아의 출산연령별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4.3 2.9 2.7 3.2 4.5 6.2 4.3 9.1 

2005년 5.7 3.4 2.9 3.2 4.6 6.2 7.1 8.9 

2010년 6.6 4.0 3.2 3.4 4.5 6.1 9.1 7.0 

0

2

4

6

8

10(%)

  주: 출산연령별 단태 출생아 100명당 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및 출산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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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다태아의 출산연령별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73.8 51.9 49.9 47.5 48.7 50.0 72.7 100.0 

2005년 70.0 51.0 51.1 49.9 49.0 52.3 70.0 50.0 

2010년 76.0 61.9 55.6 53.5 55.2 50.2 33.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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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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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주: 출산연령별 다태 출생아 100명당 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및 출산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고령출산에서의 출생체 아 발생 험 증가는 최 출생체 아에서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출산연령별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0.3 0.2 0.2 0.3 0.5 0.7 1.0 2.2 

2005년 0.7 0.3 0.3 0.4 0.8 0.8 1.4 

2010년 1.1 0.5 0.4 0.6 0.9 1.1 0.8 1.6 

0

1

2

3(%)

  주: 출산연령별 출생아 100명당 최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및 출산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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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생체 아 발생률에 비해 최 출생체 아 발생률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 에 띈다(그림 2-8, 그림 2-9 참조).  

〔그림 2-8〕 단태아의 출산연령별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0.2 0.1 0.2 0.2 0.4 0.5 0.4 

2005년 0.7 0.2 0.3 0.3 0.7 0.7 0.9 

2010년 1.0 0.4 0.3 0.4 0.8 1.1 0.8 1.8 

0

1

2(%)

  주: 출산연령별 단태 출생아 100명당 최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및 출산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그림 2-9〕 다태아의 출산연령별 최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2000년 4.8 3.1 2.8 2.8 3.2 6.4 18.2 50.0 

2005년 5.0 3.9 4.2 4.2 6.8 20.0 

2010년 8.0 7.0 5.4 5.4 5.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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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출산연령별 다태 출생아 100명당 최저출생체중아수. 단, 출생체중 및 출산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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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 추이

  가.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에서의 저출생체중아 분율

아사망의 55%이상은 생후 4주이내 신생아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2/3는 생후 1주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생아기는 사망

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고 험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의 리가 

매우 요하다(그림 2-10 참조). 

〔그림 2-10〕 영아사망의 발생시기별 분포, 2005~2007

42.1 39.9 37.8

18.5 20.9 18.7

39.4 39.2 43.5

0%

20%

40%

60%

80%

100%

2005년 2006년 2007년

신생아후기사망

(생후28~364일)

후기신생아사망

(생후7~27일)

초기신생아사망

(생후7일이내)

  주: 코호트 출생아. 단, 연도별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2005~2007년간 아사망에서 출생체 아가 차지하는 분율은 약 

57~59%로, 체의 반 수 이상에 달하고 있다(그림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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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영아사망 중 저출생체중아의 분율, 2005~2007

57.1 59.4 56.5

42.9 40.6 43.5 

0%

20%

40%

60%

80%

100%

2005년 2006년 2007년

2,500g이상

2,500g미만

  주: 코호트 출생아. 단, 연도별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한 신생아사망의 경우에는 출생체 아가 약 70~76%로, 아사망

에서보다 더욱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영아사망발생시기별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의 분율, 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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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사망

(생후27일이내)

신생아후기사망

(생후28~364일)

  주: 코호트 출생아. 단, 연도별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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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생체 아의 사망이 신생아기에 집 되고 있는 가운데, 신

생아기 사망비 은 출생체 이 을수록 신생아기 사망비 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4 참조).  

〔그림 2-13〕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 영아사망의 발생시기별 분포, 2005~2007

46.6 45.7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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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후기사망

(생후28~364일)

후기신생아사망

(생후7~27일)

초기신생아사망

(생후7일이내)

  주: 코호트 출생아. 단, 연도별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그림 2-14〕 극저출생체중아(1,000g 미만) 영아사망의 발생시기별 분포, 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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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코호트 출생아. 단, 연도별 출생체중 미상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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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사망률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사망  

출생체 아가 차지하는 비 이 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은 출생체 아 발샐률의 증가를 반 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5〕 신생아사망 중 극저․최저․저출생체중아 분율1), 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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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신생아사망 100명 중 극저․최저․저출생체중아 수. 단, 체중미상 제외(2005년: 399명, 2006년: 263명, 2007년: 84명)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나.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 추이 및 특성

2005~2007년 출생아 수와 신생아사망 수를 출생체 별로 비해 볼 

때, 1,000g미만의 극 출생체 에서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아 수가 많

은 경우가 에 띈다. 이는 이들이 분만직 후 사망하면서 출생체 이 미

상으로 분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경

우 실제로 출생체 아가 아사망이나 신생아사망에서 차지하는 비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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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출생체중별 출생아수 및 신생아사망수, 2005~2007

(단위: 명)

출생체중
2005년 2006년 2007년

출생 신생아사망 출생 신생아사망 출생 신생아사망

499g이하 3 29 8 33 13 43
~599g 22 52 25 52 38 77
~699g 38 74 53 91 86 71
~799g 74 66 90 83 120 78
~899g 118 50 134 60 190 77
~999g 152 71 168 52 230 49
~1249g 577 92 598 86 684 94
~1499g 806 32 807 55 961 39
~1749g 1,291 36 1,348 40 1,634 43
~1999g 2,003 29 2,176 30 2,546 33
~2249g 4,413 34 4,564 25 5,498 33
~2499g 9,022 22 9,536 36 11,007 30
~2749g 27,637 36 28,707 27 32,148 56
~2999g 56,652 45 59,508 49 65,965 48
~3249g 107,262 68 111,604 59 121,614 54
~3499g 94,498 37 98,109 34 108,149 55
~3749g 75,003 46 76,231 27 83,247 32
~3999g 32,667 8 32,908 6 36,296 13
4000g 이상 19,721 13 18,706 7 20,424 10
체중 미상 3,072 399 2,873 263 2,339 84

계 435,031 1,239 448,153 1,115 493,189 1,019

주: : 출생아에 비해 신생아사망이 많은 경우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이처럼 정보가 불충분한 출생체  700g 미만아와 체 미상아를 제외

하고 출생체 별로 출생아 수 비 신생아사망 수를 살펴볼 때, 출생체

 1,000g, 1,500g, 2,500g을 후로 격한 변화를 보임으로써 극 출

생체 , 최 출생체 , 출생체 의 분류에 한 타당성이 간 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출생체  1,750g과 2,000g 사이에서 사망률이 1%

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신생아집 치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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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을 여기에 맞추고 있는 데 한 이유 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16 참조).

〔그림 2-16〕 출생체중별 신생아사망률, 2005~2007

~799g ~899g ~999g ~1249g ~1499g ~1749g ~1999g ~2249g ~2499g ~2749g ~2999g ~3249g ~3499g ~3749g ~3999g 4000g~

2005년 891.9 423.7 467.1 159.4 39.7 27.9 14.5 7.7 2.4 1.3 0.8 0.6 0.4 0.6 0.2 0.7

2006년 922.2 447.8 309.5 143.8 68.2 29.7 13.8 5.5 3.8 0.9 0.8 0.5 0.3 0.4 0.2 0.4

2007년 650.0 405.3 213.0 137.4 40.6 26.3 13.0 6.0 2.7 1.7 0.7 0.4 0.5 0.4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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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출생아 1천명당 신생아사망 수. 단, 출생체중 미상 및 700g미만 제외.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직 후부터의 한 치료  

리에 향을 받을 것으로, 안 한 분만시설과 신생아집 치료서비스에 

한 근성에 따른 차이가 상된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신생아사망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에서, 출생체 아의 신생

아사망률 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이에 2005~2007년 출생아의 출생체 별 신생아사망률을 살펴본 결

과,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사망률이 최 출생체 아, 출생체

아, 극 출생체 아의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9) 

2005~2007년간 2,500g미만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은 국 으

로 출생체 아 1,000명당 31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지역에서 

9) 극 출생체 아의 경우에 상당수가 체 미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큰 에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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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 아 1,000명당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출생체

아 1,000명당 26명으로 가장 었다. 역시 가운데 국 평균을 웃도

는 지역은 구를 포함하여 부산, 인천, 주 등 4개 지역이었으며, 기

타 시로는 제주와 북, 충북, 강원지역이 해당되었다(그림 2-17 참조).

〔그림 2-17〕 지역별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1), 2005~2007

  주: 1) 지역별 출생체중 2,500g미만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사망수. 단, 출생아수가 신생아사망수 보다 적은 경우, 
신생아사망수를 출생수로 대체하여 산출함.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출생체  1,500g미만 최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은 2005~2007년

간 국 으로 최 출생체 아 1,000명당 240명으로 출생체 아의 경

우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구지역에서 최 출생체 아 1,000명당 

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에서 최 출생체 아 1,000명당 26명으

로 가장 었다. 역시 가운데 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출생체

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를 포함하여 부산, 주, 인천 등 4개 지역

이었으며, 기타 시로는 북, 제주, 충북, 경북, 경남지역이 해당되었다

(그림 2-18 참조).



38∙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그림 2-18〕 지역별 최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1), 2005~2007

  주: 1) 지역별 출생체중 1,500g미만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사망수. 단, 출생아수가 신생아사망수 보다 적은 경우, 
신생아사망수를 출생수로 대체하여 산출함.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출생체  1,000g미만 극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은 2005~2007년

간 국 으로 극 출생체 아 1,000명당 603명으로 출생체 아의 약 

20배에 달했으며, 구지역에서 극 출생체 아 1,000명당 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지역에서 극 출생체 아 1,000명당 471명으로 가장 

었다. 역시 가운데 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구를 포함하여 부

산, 주 등 3개 지역이었으며, 기타 시로는 북, 제주, 경북, 경기, 경

남, 충북 등 6개 지역이었다(그림 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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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지역별 극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1), 2005~2007

주: 1) 지역별 출생체중 1,000g미만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사망수. 단, 출생아수가 신생아사망수 보다 적은 경우, 신

생아사망수를 출생수로 대체하여 산출함. 
자료: 1. 한영자 외, 2008    2. 최정수 외, 2010    3.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은 극 출생체 아와 최 출생체 아를 포함하여 모두 구지역으로 나

타났으며, 그밖에도 부산지역과 주지역의 극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이 모두 국 평균을 상회하 다. 

하지만 출생체 아의 경우 출생아수가 사망아수보다 게 나타나기

도 하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을 감

안할 때, 실제 지역 간 차이는 앞서 나타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은 일반 으로 신생아사망이 낮은 소득계층에서 보다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에

서 가장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는 으로부터 일부 짐작이 가능하다(표 

2-2 참조).10)

10) 사망아수가 출생아수 보다 많은 경우는 극 출생체 아(1,000g미만)에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들은 출생직 후 사망함으로써 출생체  미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극 출

생체 아의 매우 높은 신생아사망률과 이처럼 부 한 사례들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는 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망아

수를 출생아수로 간주하여 신생아사망률을 산출하 다(그림 2-17~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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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출생아 수

499g이하 4 5 1 2 0 1 0
599g 21 8 2 7 0 2 3
699g 58 12 2 6 2 7 4
799g 76 13 7 21 5 10 8
899g 101 18 19 26 6 19 15
999g 134 34 25 40 11 9 16

1,249g 377 101 79 118 42 67 50
1,499g 543 161 131 127 67 85 69
1,749g 846 250 206 251 118 109 101
1,999g 1416 385 343 351 171 229 183
2,249g 2998 808 657 724 413 468 373
2,499g 6154 1735 1457 1505 845 883 739
2,749g 17828 5112 4201 4795 2569 2773 2015
2,999g 37225 10887 9225 9610 5335 5684 4352
3,249g 69126 19525 15191 18281 10221 10825 7883
3,499g 62171 17702 14235 15615 9147 9699 7405
3,749g 48236 13358 10218 12425 7475 7596 5635
3,999g 21316 5815 4510 5182 3111 3316 2644

4,000g이상 12150 2984 2150 3338 1698 1960 1358
체중미상 1701 452 413 483 304 216 172

계 282481 79365 63072 72907 41540 43958 33025

신생아사망 수

499g이하 24 14 15 6 0 4 0
599g 37 23 7 13 2 3 4
699g 39 17 19 15 4 10 0
799g 43 12 16 25 4 5 5
899g 36 11 20 7 5 2 5
999g 32 13 13 5 5 3 9

1,249g 38 18 18 15 11 8 8
1,499g 24 9 8 9 8 2 2
1,749g 19 10 5 8 2 3 2
1,999g 12 6 6 8 7 1 5
2,249g 16 6 4 3 4 5 3
2,499g 10 5 10 7 2 7 2
2,749g 17 7 7 7 5 8 5
2,999g 26 8 6 4 5 3 4
3,249g 28 15 7 9 7 2 4

〈표 2-2〉 지역별 출생체중별 출생아수 및 신생아사망수, 2005~2007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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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499g 19 9 5 9 4 1 3
3,749g 19 10 4 4 5 1 1
3,999g 5 2 0 1 1 0 2

4,000g이상 7 0 3 1 2 1 2
체중미상 136 62 55 50 22 13 11

계 587 257 228 206 105 82 77

출생체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생아 수

499g이하 5 1 0 1 0 0 2 1 1
599g 22 3 2 2 2 0 2 9 0
699g 46 6 2 5 2 6 7 9 3
799g 70 10 7 11 7 10 16 11 2
899g 100 15 16 23 15 15 20 27 7
999g 134 17 20 30 15 16 21 22 6

1,249g 452 68 42 99 55 56 112 117 24
1,499g 654 82 51 99 79 105 137 156 28
1,749g 1073 122 110 177 123 171 259 309 48
1,999g 1682 206 171 257 199 227 372 456 77
2,249g 3661 406 466 601 512 524 777 910 177
2,499g 7385 813 839 1111 1040 1132 1653 1934 340
2,749g 22243 2506 2696 3556 3258 3271 4582 6008 1079
2,999g 45913 5108 5084 7044 6260 6718 9556 12105 2019
3,249g 86233 9905 10689 14388 12149 12223 17146 22368 4327
3,499g 75931 8251 8581 11793 10267 10713 15324 20210 3712
3,749g 59179 6391 7272 9914 8360 8313 11400 15394 3315
3,999g 25981 2712 3046 4209 3448 3508 5060 6664 1349

4,000g이상 15485 1692 1962 2772 2014 1934 2725 3631 998
체중미상 2085 214 216 285 374 333 413 513 110

계 348334 38528 41272 56377 48179 49275 69584 90854 17622
신생아사망 수

499g이하 23 1 4 1 0 0 5 3 5
599g 47 2 9 4 3 0 9 16 2
699g 62 7 7 5 4 10 12 18 7
799g 63 2 8 6 8 6 11 10 3
899g 42 9 5 12 10 4 11 5 3
999g 41 4 6 12 10 4 5 9 1

1,249g 56 13 5 9 20 9 19 21 4
1,499g 22 2 2 6 6 5 12 7 2
1,749g 31 3 3 3 2 6 8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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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9g 10 7 3 2 7 4 8 4 2
2,249g 18 1 5 3 9 6 2 6 1
2,499g 10 7 4 2 3 9 4 5 1
2,749g 20 5 7 7 7 4 3 9 1
2,999g 32 4 2 4 15 7 7 15 0
3,249g 47 4 10 6 5 4 10 18 5
3,499g 29 4 4 6 10 3 7 12 1
3,749g 20 0 1 1 9 3 12 10 5
3,999g 7 2 0 3 1 0 0 3 0

4,000g이상 6 0 0 2 2 0 1 1 2
체중미상 163 16 15 27 29 22 56 59 10

계 749 93 100 121 160 106 202 244 56

주: : 출생아수가 사망아수보다 적은 경우.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3. 국제 비교

  가.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우리나라의 출생체 아 발생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

에 속하고 있다. 출생체 아 발생률은 많은 국가에서 80년 이후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일본은 70년  반부터 꾸 히 증가하여 

2010년에 출생아 1,000명당 9.6명으로, 우리나라의 1.9배에 이르고 있

다(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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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OECD 국가별 저출생체중아율 추이, 1970~2010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리스 - - 5.9 6.0 6.0 6.8 8.1 8.8 9.0 8.8 8.4 9.6 10.0 
네덜란드 - - - - 5.6 7.2 - 7.0 7.0 6.3 5.5 - 6.5 
노르웨이 4.5 4.2 3.8 4.4 4.6 4.6 5.0 4.8 4.9 5.1 5.2 5.4 -
뉴질랜드 - - 5.8 6.0 6.2 6.0 6.4 6.0 5.8 5.9 5.9 5.9 5.9 
대한민국 - - - - - 3.0 3.8 4.3 4.4 4.7 4.9 4.9 5.0 
덴마크 6.0 6.2 5.8 5.8 5.2 5.5 5.7 5.8 6.0 6.7 6.5 6.1 5.2 
독일 - 5.9 5.5 5.7 5.7 6.1 6.4 6.8 6.8 6.9 6.9 6.9 6.9 
룩셈부르크 - - 6.3 6.0 5.4 5.7 - 5.7 5.6 4.7 6.5 6.4 6.7 
멕시코 - - - - - 8.4 9.7 8.8 8.3 7.8 8.1 8.4 8.5 
미국 7.9 7.4 6.8 6.8 7.2 7.3 7.6 8.2 8.3 8.2 8.2 8.2 8.2 
벨기에 - - - - 6.1 6.8 7.0 7.0 7.1 6.8 6.9 - -
스웨덴 4.3 4.3 4.0 4.4 4.3 4.4 4.4 4.1 4.3 4.2 4.4 4.2 4.2 
스위스 - - 5.1 5.2 5.1 5.5 6.0 6.2 6.4 6.4 6.4 6.6 6.6 
스페인 - - - 3.6 4.5 5.5 6.5 7.2 7.2 7.6 7.6 7.8 7.7 
슬로바니아 - - - 5.5 5.2 5.1 5.8 6.0 5.9 6.3 6.3 5.9 6.2 
슬로박공화국 6.2 6.5 5.9 5.8 5.8 6.5 6.7 7.2 7.3 7.5 7.3 7.4 9.0 
아이슬랜드 - 3.2 3.4 3.9 2.9 4.4 3.9 3.9 4.0 3.8 3.8 4.1 3.6 
아일랜드 - - - 4.1 4.2 4.7 4.8 4.9 4.9 5.0 5.2 4.8 5.0 
에스토니아 - - - - - 4.4 4.3 4.6 4.4 4.5 4.6 4.5 4.0 
영국 6.8 6.4 6.7 6.7 6.7 7.2 7.5 7.4 7.5 7.1 7.1 7.1 6.9 
오스트리아 6.2 5.9 5.7 5.8 5.6 5.7 6.3 6.8 7.1 7.2 7.1 7.1 7.0 
이스라엘 - - 7.0 7.3 7.2 7.7 8.4 8.2 8.2 8.4 8.4 8.3 8.1 
이탈리아 - - 5.6 5.6 5.6 6.0 6.7 6.8 6.7 6.8 7.0 7.0 -
일본 5.7 5.1 5.2 5.5 6.3 7.5 8.6 9.5 9.6 9.7 9.6 9.6 9.6 
체코공화국 6.1 6.2 5.9 5.6 5.5 5.5 5.8 6.7 7.1 7.4 7.3 7.6 7.7 
칠레 - - - - 5.4 4.7 5.0 5.2 5.5 5.7 5.9 5.9 5.8 
캐나다 7.8 6.6 5.8 5.6 5.5 5.8 5.6 6.0 6.1 6.0 6.0 6.1 -
터키 - - - - - - - - - - 11.0 - -
포르투갈 - - 4.6 5.3 5.6 6.0 7.1 7.5 7.6 7.8 7.7 8.2 -
폴란드 - 7.3 7.6 7.8 8.1 6.7 5.7 6.1 6.0 6.1 5.7 6.1 6.0 
프랑스 - - - - 5.3 5.7 6.8 - 6.7 6.6 - - 6.4 
핀란드 5.1 4.5 3.9 4.1 3.6 4.0 4.3 4.1 4.3 4.3 4.1 4.3 4.3 
헝가리 10.7 11.2 10.4 9.9 9.3 8.2 8.4 8.2 8.3 8.2 8.3 8.4 8.6 
호주 - - - 5.8 6.1 5.9 6.3 6.4 6.4 6.2 6.1 6.2 -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이처럼 출생체 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하여 국가마다 원

인규명에 극 나서고 있는데 구체 으로, 여성의 흡연율 증가, 조기출

산의 증가, 산과시술의 변화, 분만유도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산과시술 

에서 체외수정 등 임신보조시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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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980 1985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리스 19.6 13.9 10.5 6.5 6.1 5.2 4.4 3.5 2.6 2.5 2.3 1.8 2.0 2.5 
네덜란드 9.5 5.7 5.0 4.8 4.5 4.2 4.0 -　 3.7 3.3 -　 2.8 -　 2.8 
노르웨이 9.5 5.1 4.7 3.9 3.5 2.5 2.7 2.5 1.8 2.0 1.8 1.6 1.8 1.6 
뉴질랜드 -　　6.0 4.7 4.2 3.8 3.9 3.2 4.1 3.1 2.7 2.5 2.9 3.1 -　
대한민국 -　　-　 -　　-　　6.6 4.1 3.8 3.3 2.8 2.5 2.1 2.0 1.7 1.8 
덴마크 11.0 5.6 4.7 4.6 3.5 3.9 -　 3.4 3.3 3.2 3.0 3.1 2.3 2.6 
독일 17.2 8.1 5.3 3.7 3.1 3.0 2.9 -　 2.5 2.6 2.7 2.4 2.3 2.3 
룩셈부르크 16.8 5.3 2.9 4.3 3.4 2.8 3.2 3.6 1.5 1.5 1.3 0.9 1.4 2.2 
멕시코 28.1 21.0 17.3 18.8 16.9 14.9 12.0 11.1 10.7 10.2 9.7 9.6 9.4 8.9 
미국 15.1 8.5 7.0 5.9 5.3 4.8 4.7 4.7 4.5 4.5 4.4 4.3 4.2 4.0 
벨기에 14.2 7.5 5.8 4.2 -　 -　 3.1 -　 2.6 -　 2.5 2.6 -　 -　
스웨덴 9.1 5.0 4.2 3.5 3.1 2.5 2.2 2.2 1.5 1.8 1.7 1.7 1.6 1.6 
스위스 10.7 5.9 4.5 3.8 3.5 3.3 3.4 3.6 3.2 3.4 3.1 3.2 3.5 3.1 
스페인 17.5 8.5 5.9 5.0 4.1 3.5 2.8 2.7 2.4 2.3 2.3 2.1 2.1 2.1 
슬로바니아 16.0 10.8 8.6 5.1 4.6 3.2 3.2 3.1 3.0 2.5 2.0 1.9 1.6 1.8 
슬로박공화국 16.7 13.9 11.1 8.4 7.5 -　 5.1 4.7 4.1 3.5 3.4 4.7 3.1 3.6 
아이슬랜드 10.2 6.0 3.6 4.0 2.8 3.0 1.5 1.2 1.6 0.9 1.3 1.7 1.0 1.2 
아일랜드 12.8 6.7 5.3 4.8 4.0 4.1 4.0 3.5 2.9 2.6 2.1 2.7 -　 -　
에스토니아 -　 -　 -　 8.0 10.1 6.9 6.0 3.6 -　 2.7 2.9 3.2 2.2 1.9 
영국 12.5 7.7 5.4 4.5 4.2 4.1 3.9 3.5 3.5 3.5 3.3 3.2 3.2 2.9 
오스트리아 19.1 9.4 7.1 4.4 3.7 3.4 2.8 2.8 2.9 2.5 2.5 2.7 2.5 2.7 
이스라엘 14.1 9.8 7.9 6.4 4.7 4.1 3.7 3.6 2.7 2.4 2.4 2.4 2.6 2.5 
이탈리아 20.6 11.3 8.2 6.3 5.3 4.6 3.7 3.2 2.7 2.6 2.4 2.3 -　 -　

의 경우, 다태아 출산을 통해 출생체 아 발생률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꾸 히 보고되고 있다. 그밖에도 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당면

하고 있는 고령임신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나.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률

우리나라의 신생아사망률은 지난 10여년간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으

며, 출생체 아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표 2-4 참조).

〈표 2-4〉 OECD 국가별 신생아사망률 추이, 1970~2010

(단위: 명/출생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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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980 1985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 8.7 4.9 3.4 2.6 2.3 2.0 1.8 1.7 1.4 1.3 1.3 1.2 1.2 1.1 
체코공화국 15.1 11.3 8.6 7.7 4.8 3.8 2.9 2.7 2.0 2.3 2.1 1.8 1.6 1.7 
칠레 31.7 16.7 9.9 8.5 6.9 6.3 5.9 5.0 5.2 5.1 5.6 5.5 5.4 -　
캐나다 13.5 6.7 5.2 4.6 4.2 3.9 3.6 3.9 4.1 3.7 3.8 3.7 -　 -　
터키 -　 -　 -　 -　 29.2 -　 -　 -　 -　 14.3 13.9 13.0 10.0 8.5 
포르투갈 24.3 15.5 12.2 7.0 5.6 4.2 3.6 3.4 2.2 2.1 2.1 2.1 2.5 1.7 
폴란드 19.5 13.3 13.0 11.5 9.6 8.9 6.3 5.3 4.5 4.3 4.3 3.9 4.0 3.5 
프랑스 12.7 5.8 4.6 3.6 3.1 3.1 2.8 2.7 2.5 2.5 2.5 2.6 2.6 2.5 
핀란드 10.5 5.1 4.3 3.7 3.0 2.9 2.6 2.2 2.1 2.0 1.9 1.9 2.0 1.5 
헝가리 28.4 17.8 15.6 10.8 8.6 7.3 5.6 5.2 4.1 3.7 3.9 3.8 3.4 3.5 
호주 12.9 7.1 6.2 4.9 3.9 3.8 3.8 3.4 3.6 3.2 3.0 2.9 3.0 2.9 

평균 15.9 9.2 7.2 5.9 5.9 4.5 3.9 3.6 3.2 3.3 3.2 3.2 3.0 2.8 
(국가수) (30) (31) (31) (32) (33) (31) (32) (30) (32) (33) (33) (34) (29) (28)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한편,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신생아집 치료실의 출생체

아 사망률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낮

은 수 에 있다(그림 2-20 참조). 

〔그림 2-20〕 신생아집중치료실 저출생체중아 생존율의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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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3장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제3장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보건경제학  측면에서 신생아집 치료실은 성인 환자실에 비하여 비

용효과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숙아의 경우 성인 

환자와 비교 할 때, 입원 후 극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후 2일내 사

망률은 높으나, 환자실에 오래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수록 

동일한 치료를 받는 성인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낮다(Lantos 등, 

1997). 

이러한 을 배경으로,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신생아집 치료를 

한 투자에 극 으로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활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하여 신생아집 치료서비스의 수 별 정비를 추

진해 왔다. 이에 여기서는 비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제도  성과를 인

정받고 있는 미국, 일본, 국의 신생아진료체계에 하여 고찰하 다.

1. 발전과정 

  가. 미국

미국의사 회는 1970년  부터 고 험 임산부와 고 험 신생아 간 

한 련성, 그리고 이들에 한 응 조치의 필요성을 토 로 지역단

 출생 후기 진료체계 구축의 요성에 하여 언 하고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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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와 후속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모체․태아의학에 한 세부 문의 과정 신설과 신생아․

출생 후기학의 세부학문으로의 분화가 각기 1972년과 1973년에 이루

어졌으며, 이에 부응하여 연방정부의 보건부는 1978년 지역화 모델에 

입각한 출생 후기  신생아 리지침을 마련하 다. 

그리고 각 주정부는 추진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많은 경우에, 출

생 후기 진료체계와 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료서

비스 달체계를 구축하여 운 해오고 있다.

  나. 일본

일본 정부는 1958년부터 출생체 아의 신고, 미숙아 방문 지도, 미

숙아에 한 양육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미숙아 양육의료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한 1979년부터는 출생 후기 진료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출생 후기 진료체계의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세계 으로 가장 낮은 수 의 신생아 사망률과 출생 후기 사망률

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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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본 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의 발전과정

자료: 배종우, 2011

  다. 영국

유럽을 표하는 국의 의료시스템에서는 2001년부터 신생아집 치

료체계에 해 검을 시작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토 로 2003년 신생

아집 치료체계를 재의 시스템으로 신 으로 재편성하 다.

신생아 환자 치료를 수 별로 나 고 이에 따른 장비와 시설의 표

화를 확립하면서 신생아 환자 간호를 포함한 환자간호 리 교육

과 장비의 구축에 정부에서 직 인 투자를 제공하 고 신생아 리의 

지역화를 해 수년간 막 한 산을 할당하여 투자하 다. 

이에 따라 2007년 재 180개의 신생아 환자실이 23개 지역의 신

생아 네트워크로 재편성되었고 각 네트워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산모나 

환아를 먼 거리로 이동시키지 않고 모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는 기존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재구성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과 이환율을 향상시켰다는 보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52∙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구분 출생전후기 상태 신생아 관리 

1차 수준 합병증이 없는 분만
정상 신생아 및 경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생아의 관리를 하는 신생아실 

2차 수준 경증의 합병증을 동반한 분만
중증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생아를 

관리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3차 수준 중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산모
신생아가 지닌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리

가 가능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

2. 신생아의 위험수준별 구분 및 관리

  가. 미국

1975년 미국에서는 “임신의 결과 향상을 하여(Toward Improving 

Outcome of Pregnancy, TIOP)”라는 목표 하에 출생 후기  신생아 

리를 3개 수 으로 분류하 다(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75). 

〈표 3-1〉 미국의 신생아 위험수준 구분 및 관리 

자료: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75

     

이후 1990년 까지 신생아학의 발달, 신생아학 공의사의 증가, 신

생아집 치료실의 양   질  증가, 지역화를 통한 통합 이고 조직

인 의료 등을 통해 신생아집 치료가 발 하 다. 특히, 1993년에는 “임

신의 결과 향상을 하여(Toward Improving Outcome of Pregnancy): 

The 90s and Beyond (TIOI II)" 를 통해 신생아 리에 있어서 지역

화를 통한 잘 조직되고 통합된 시스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 하 다(Little & Merenstein, 1993). 이러한 노력

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재 신생아 집 치료의 수 별 구분은 다음

과 같다(Star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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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수준

1차 수 의 신생아 리는 험성이 낮은 신생아에 하여 기본 인 

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차 수 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만에서 신생아 

소생술을 제공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

밖에도 1차 수 에서는 생리학 으로 안정되어 있는 후기 조산아  조

기 만삭아(임신기간 35~37주)에 한 리와 임신기간 35주 미만의 미

숙아 는 질환이 있는 신생아에게 문치료를 제공 받기 까지 안정

화 시킬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한다. 

 

  ○ 2차 수준

2차 수 의 특수치료 신생아실(Special care nursery)은 조기에 해결 

가능한 등도의 질환을 가진 신생아에게 치료를 제공한다. 즉, 미숙아

나 질환 는 이와 련된 심각한 합병증 상태가 등도의 험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일반 으로, 재태연령 32주 이상 는 출생체  1500g 

이상의 환아  3차 수 의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치료받은 후 한 

상태에서 회복 인 환아들로 제한된다.  

2차 수  치료는 인공 호흡기 치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A

와 B 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A 수 (IIA)에서는 환자가 3차 수 으로 

원 될 때까지의 간역할을 한 인공호흡기 사용을 제외하고는 지속

인 인공호흡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B 수  (Level IIB)은 

24시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성 비강 양압 

환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수 의 치료를 해서는 지속 인 치료 

 응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인력(의사, 문간호사, 호흡기 치료사, 

상의학 기사, 임상병리사)  시설(휴 용 흉부 방사선 검사, 액 가

스 검사)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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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수준

3차 수  신생아집 치료실(subspecialt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은 한 생명 유지를 해 지속 인 치료가 가능한 인력(신생아 

의사, 신생아 문 간호사, 호흡기 치료사)과 합당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차 수 의 신생아집 치료실은 다시 환자 질병의 복합성 정도와 

험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임신기간 28주 이상 는 출생체  1,000g 이상의 미숙아는 3차 

A(IIIA) 수 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수 의 치료를 한 시설로서 

기본 인 기계  인공호흡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빈도 인공 환

기 요법과 같은 고도의 호흡기 치료는 불가능하다. 한 심 정맥  삽

입술  서혜부 탈장과 같은 비교  험성이 낮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

러나 임신기간 28주 이하 는 출생체  1,000g 미만의 극 출생체 아 

는 매우 심각하거나 복잡한 질병을 가진 신생아들은 가장 험성이 

높은 그룹으로 가장 문화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환자들은 소아

과 세부 문의 그리고 소아외과 문의, 숙련된 문간호사 그리고 호흡

리 문가, 고도의 호흡 지지  생리학  모니터 시설, 임상병리 그

리고 상 시설, 소아에 문 인 양 는 약학  지지, 사회 사업 그

리고 정신  지지를 해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범 의 문  3차 

수 의 신생아집 치료실을 필요로 한다. 고도의 호흡기 치료에는 고빈

도 환기요법  흡입성 질소가스 치료가 포함된다. 를 들면, 극소 

체 출생아들은 일반 으로 지속 인 인공호흡기 치료, 총정맥 양, 

신경학  상검사들을 필요로 하며, 동맥  개존에 한 수술  결찰, 

괴사성 장염에 한 수술  치료 는 뇌수종증에 한 신경학  수술

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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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수 의 B 벨의 경우 동맥  개존증 결찰술, 복벽 결손증  장

천공을 동반한 괴사성 장염 수술, 식도폐쇄 는 기 식도 공, 척수수

막류와 같은 주요한 수술을 수행 할 수 있는 소아외과  소아 마취과 

문의가 있어야 한다.

가장 고도의 3차 수  의 세 번째인C수 은 체외막산소화요법

(ECMO)의 제공  심폐바이패스(cardiopulmonary bypass)를 필요로 

하는 복합 심기형의 수술이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 는 센터의 신생아

집 치료실로서 가장 어렵고 고난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

를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3차수 의 B와 C 벨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

문에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의 세부 문의들이 모두 있어야 하고 

CT, MRI, 심 음 와 같은 고도의 상장비와 이의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출생 후기 진료체계는 신생아를 험수 에 맞추어 

리할 수 있도록 지역단 로 구축되어 운 되고 있으며, 주정부들은 

체로 신생아를 한 리기 을 1차기 (Basic, Level Ⅰ), 2차기

(Specialty, Level Ⅱ), 3차기 (Sub Specialty, Level Ⅲ)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 험수 별 리기 의 역

할과 시설, 장비, 인력 기  등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1) 출생 후기 진료체계는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최근 출생 후기 진료체계 내에서의 신생아 리에 한 지침을 보다 상세히 마련하여 보

하 다(Bollman, D. Lisa ed., Perinatal Services Guidelines for Care: A 
Compilation of Current Standards. Sacramento: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Maternal Child and Adolescent Health Divis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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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기관(Basic, Level Ⅰ)

1차기 에서는 고 험이 아닌 경우의 임신, 분만, 산후 리를 제공하

며, 그밖에도 건강한 신생아와 이상이 있더라도 기능장애나 치명성이 없

는 신생아에 한 리, 심각한 손상과 같은 부정  결과가 래되지 않

도록 하는 응 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는, 출생 후 신생

아의 소생술과 안정화, 모성 퇴원시까지 정상 신생아의 지속  찰과 

리, 출생체 아나 질병신생아의 출생 후 신생아 리( 문기  혹은 

세부 문기 으로 원 에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 원 

능력의 확보, 자료 정리  보 , 안정상태를 보이는 후기 미숙아(임신

기간 35~37주)의 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1차 기 에서는 신생아의 소생술과 안정화가 가능하고 입원, 찰, 정

상 신생아 리, 격리, 외부인 아기 찰 , 여유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한 구비해야 할 장비로는 신생아의 소생술과 안정화를 하

여 신생아 방열 보육기(radiant heating), 메트리스, 벽시계, 의무 기록할 

공간, 책상, 트 이, 기타 기구, 산소, SaO2 측정기, 산소 흡인 카테타, 

건조하고 따뜻한 타월, 신생아소생술에 필요한 기구들, 주사기, 약물, 수

액, 신생아 검진에 필요한 기구들, 체액의 과 노출을 방지하기 한 

옷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정상신생아실에서 같이 바지넷, 각 신생아 각

자에게 공 할 물품 보 함, 기 귀, 일회용 물품 수거함, 체온계, 자, 

보육기, 방열 보육기, 산소, 압축공기 , 소생술 장비, 흡입 장비, 2개 바

지넷 사용 가능 원,  손씨기 싱크 를 갖추어야 한다.

문인력으로 의사, 조산사, 신생아 문간호사, 분만장 간호사, 의료보

조사, 간호마취사, 신생아실 간호사, 호흡치료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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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기관(Specialty, Level Ⅱ)

2차기 은 간단계의 신생아집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질환 등 험

이 있으나 신생아집 치료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신생아를 리할 능

력을 갖춘 문병원의 신생아실이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1차기 에서 수

행하는 업무에 더하여 고 험 태아를 가진 산모의 입원  원, 질환을 

가진 신생아의 원  안정화, 질환이 있는 미숙아나 만삭아의 리가 

치료신생아실(Intensive care newborn nursery; ICNN)과 간 신생아

집 치료실(Intermediate NICU)을 통해 이루어진다.

2차 기 은 간 신생아집 치료실(Intermediate NICU)과 신생아실

을 두어야 하고 환아수에 따른 시설기 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아래 

표 3-2 참조).   

〈표 3-2〉 2차 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Station Outlet Locations Oxygen Vacuum Medical Air

Patient rooms(medical & surgical 1/bed 1/bed -
Examinations or Treatment(medical, surgical, and 
pospartum care) 1/room 1/room -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or protective 
environment (medical and surgical) 1/bed 1/bed -

Security room (medical, surgical, and postpartum) 1/bed 1/bed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intensive care) 3/bed 3/bed 1/bed
Newborn intensive care 3/bassinet 3/basssinet 3/basssinet
Newborn nursery (full term) 1/4 bassinets 1/4 bassinets 1/4 bassinets
Post-anesthesia care unit 1/bed 3/bed 1/bed
Postpartum bedroom 1/bed 1/bed -
Pediatric Nursery 1/bassinet 1/bassinet 1/bassine
Cesarean operating/delivery room 2/room 3/room 1/room
Infant resuscitation station 1/bassinet 1/bassinet 1/bassinet
Labor room 2/bed 2/bed -
OB recovery 1/bed 3/bed 1/bed
Labor/delivery/recovery (LDR) 2/bed 2/bed -
Labor/delivery/recover/postpartum (LDRP) 2/bed 2/bed -

자료: Bollman et al., 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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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문의사와 문간호사 외에도 신생아집 치료를 한 합동 

진료 과 이송 , 리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이 필요하다. 

  ○ 3차 기관(Sub Specialty, Level Ⅲ) 

3차 기 은 1차 기 과 2차 기 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고 험산모와 

고 험신생아의 입원  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으로,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용한 치료가 가능하고 세부 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설은 2차기 의 시설기 에서 나아가 공간의 크기(80square 

feet/unit)나 조명의 밝기(100 foot) 등에 해 구체 으로 정하고 있으

며, 장비 목록도 구체 으로 나열하고 있다. 

인력의 경우 세부 문 마취사 등 좀 더 많은 세부 문분야의 인력과 

사회사업가, 재활치료사, 수유 리사, 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호

흡치료사, 약물치료사 등의 지원 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59

  나. 일본

신생아는 출생 직후 출생체  등을 기 으로 고 험 여부가 가려지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리방법이 결정되고 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일본 신생아관리 흐름도

 
   자료: 배종우, 2011

고 험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기 진료센터의 집 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출생 후기 진료센터는 1996년부터 본

격화 된 지역화 움직임 속에서 2008년의 77개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

터와 242개 지역 출생 후기 진료센터가 2011년 4월 재 89개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와 278개의 지역 출생 후기진료센터로 확 되었다

(그림 3-3, 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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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 지역별 출생전후기 진료센터 운영 현황

北海道

青森

秋田 岩手

山形 宮城

石川 新潟 福島

山口 島根 鳥取 福井 富山 長野 群馬 栃木

広島 岡山 兵庫 京都 滋賀 岐阜 山梨 埼玉 茨城

長崎 佐賀 福岡
大阪

奈良 三重 愛知 静岡
東京 千葉

熊本 大分 愛媛 香川 和歌山 神奈川

鹿児島 宮崎 高知 徳島

沖縄
北海道（認定施設：総合３、地域２５） 青森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岩手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３秋田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２） 

宮城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11） 福島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５） 

茨城県（認定施設：総合２、地域４） 栃木県（認定施設：総合２、地域８） 

群馬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埼玉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５） 

千葉県（認定施設：総合２、地域４） 東京都（認定施設：総合９、地域１３） 

山梨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長野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５） 

静岡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１０） 新潟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富山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石川県（認定施設：総合１） 

福井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７） 岐阜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愛知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１１） 三重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４） 

滋賀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２） 京都府（認定施設：総合１、地域18） 
大阪府（認定施設：総合４、地域１３）  和歌山県（認定施設：総合1、地域1） 
奈良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０）   岡山県（認定施設：総合２、地域４） 

鳥取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１） 島根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2） 
広島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７） 山口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5） 
徳島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０） 香川県（認定施設：総合２、地域０） 

愛媛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4） 高知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０） 

福岡県（認定施設：総合５、地域４） 長崎県（認定施設：総合1、地域２） 

熊本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２）  大分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１） 

宮崎県（認定施設：総合１、地域７） 鹿児島（認定施設：総合１、地域０） 

沖縄県（認定施設：総合2、地域2） 

자료: 배종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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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총합출생전후기진료센터 지역출생전후기진료센터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Hokkaido Hokkaido 5,517,000 3 1,839,000 25 220,680  
Tohoku Aomori 1,388,000 1 1,388,000 4 347,000  

Iwate 1,347,000 1 1,347,000 3 449,000  
Miyagi 2,329,000 1 2,329,000 10 232,900  
Akita 1,105,000 1 1,105,000 2 552,500  

Yamagata 1,182,000 0 　 0 　

Fukushima 2,043,000 1 2,043,000 5 408,600  
Kanto Ibaraki 2,923,000 2 1,461,500 4 730,750  

Tochigi 1,981,000 2 990,500 7 283,000  
Gumma 1,975,000 1 1,975,000 5 395,000  
Saitama 7,019,000 1 7,019,000 5 1,403,800  
Chiba 6,039,000 2 3,019,500 4 1,509,750  
Tokyo 12,552,000 9 1,394,667 14 896,571  

Kanagawa 8,784,000 4 2,196,000 12 732,000  
Chubu Niigata 2,380,000 2 1,190,000 4 595,000  

Toyama 1,088,000 1 1,088,000 4 272,000  
Ishikawa 1,158,000 1 1,158,000 0 　

Fukui 801,000 1 801,000 7 114,429  
Yamanashi 857,000 1 857,000 4 214,250  

Nagano 2,135,000 1 2,135,000 7 305,000  
Gifu 2,053,000 1 2,053,000 4 513,250  

Shizuoka 3,712,000 3 1,237,333 9 412,444  
Aichi 7,203,000 2 3,601,500 10 720,300  

Kansai Mie 1,828,000 1 1,828,000 4 457,000  
Shiga 1,375,000 1 1,375,000 2 687,500  
Kyoto 2,587,000 1 2,587,000 18 143,722  
Osaka 8,639,000 5 1,727,800 13 664,538  
Hyogo 5,504,000 1 5,504,000 9 611,556  
Nara 1,395,000 1 1,395,000 0 　

Wakayama 1,007,000 1 1,007,000 1 1,007,000  
Chugoku Tottori 591,000 1 591,000 1 591,000  

Shimane 720,000 1 720,000 2 360,000  
Okayama 1,930,000 2 965,000 4 482,500  
Hiroshima 2,836,000 2 1,418,000 7 405,143  
Yamaguchi 1,452,000 1 1,452,000 5 290,400  

Shikoku Tokushima 790,000 1 790,000 0 　

Kagawa 996,000 2 498,000 0 　

Ehime 1,436,000 1 1,436,000 3 478,667  
Kochi 771,000 1 771,000 0 　

Kyushu Fukuoka 5,013,000 5 1,002,600 4 1,253,250  

〈표 3-3〉 일본의 지역별 총합 및 지역 출생전후기진료센터 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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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총합출생전후기진료센터 지역출생전후기진료센터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Saga 852,000 0 　 0 　

Nagasaki 1,434,000 1 1,434,000 3 478,000  
Kumamoto 1,813,000 1 1,813,000 2 906,500  

Oita 1,192,000 1 1,192,000 2 596,000  
Miyazaki 1,133,000 1 1,133,000 7 161,857  

Kagoshima 1,713,000 1 1,713,000 4 428,250  
Okinawa Okinawa 1,369,000 2 684,500 2 684,500  

계 125,947,000 77 1,635,675 242 520,442  
  주: The prefectures of Japan are the country's 47 subnational jurisdictions: one "metropolis" (都 to), 

Tokyo; one "circuit" (道 dō), Hokkaidō; two urban prefectures (府 fu), Osaka and Kyoto; and 43 
other prefectures (県 ken). In Japanese, they are commonly referred to as todōfuken (都道府県?). 
Prefectures are governmental bodies larger than cities, towns, and villages.

자료: 배종우, 2010

일본은 1996년부터 시작된 출생 후기 의료 책 정비사업의 실시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100만 명 당 1개소의 총합주산기모

자의료센타가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지역주산기모자의료센

타를 설립하도록 되어있다. 총합주산기센타는 구비시설로 산모․태아집

치료실 6병상, 신생아집 치료실 9병상(12병상 이상을 권장함)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주산기의료센타에서는 산모․태아집 치료실 3병상, 

신생아집 치료실 6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출생 후기 진료센타의 주요 구성요소는 신생아집 치료실과 산모․태

아집 치료실로서, 총합주산기모자보건센타의 설비 장치는 산모․태아집

치료실에는 분만감시 장치, 호흡순환기 감시 장치, 음  검사(칼라 

도풀라 기능 보유), 그 외 태아 모체 집 치료에 필요한 설비, 산모․태

아집 치료실은 필요하다면 개별병실로 등이며, 신생아집 치료실은 신

생아용 호흡순환기 감시 장치,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보육기, 그 외 신생

아집 치료에 필요한 설비 등이다. 그밖에도 후방병실, 기능검사, 병상 

수, 의료종사자, 정보 센타, 련자 연수 등의 요강을 자세히 마련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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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본 출생전후기 의료체계의 요약

자료: 1. 배종우, 2010   2. 배종우, 2011

총합 혹은 지역 출생 후기 진료센터의 설치주체는 각 지방정부(都道

府県)로서, 그 설치목 은 고 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높은 수 의 의

료를 히 제공하여, 출생 후기 의료의 심이 되는 ‘총합 출생 후

기 모자의료센타’와 그것을 도와주는 ‘지역 출생 후기 모자의료센타’를 

정비하여, 지역단  의료시설과 권역단 의 높은 수 의 의료시설간의 

연계체제를 확보하여, 효과 인 출생 후기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다.   

  ○ 총합 출생전후기 진료센터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는 상당 규모의 산모․태아집 치료실을 포

함하는 산과병동  신생아집 치료실을 포함하는 신생아 병동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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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시 모체나 신생아의 이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합병증

을 가지는 임신부, 증 임신 독증, 박조산, 태아이상의 모체나 태아

에서 고 험군 등과 신생아에 해 고도의 주산기 의료를 수행할 수 있

는 의료시설을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각 지역 주산기 의료시설로부터 이송을 받는 주산기 

의료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의료시설의 연계를 도모한다. 그밖에

도 주산기 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며, 타 주산기 의료시설의 의료종사

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실시한다.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는 3차 의료권에 1개소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도도부 )의 면 , 인구, 지형, 교통사정, 주산기의료 

수혜상황  의료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3차 의료권에 복수로 설치

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산과  소아과(산모․태아집 치료실  신생아집 치료

실 보유), 마취과, 기타 련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며, 소아외과가 없는 

경우에는 소아외과가 있는 병원과 긴 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설비기 으로 신생아집 치료실에는 신생아용 호흡순환감시장치, 신생

아용 인공호흡기, 보육기, 기타 신생아 집 치료에 필요한 장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집 치료실(후방 병실)에는 산모․태아집 치료실에서 

조  호 되어 아직 퇴원은 안 되고, 계속 리를 받아야 할 임신부를 

한 병실과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퇴원하 으나 산소투여 등의  신생

아집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병실이 필요하다. 모체나 

신생아 이송을 해 이송용 감시장치와 인공호흡기를 탑재한 이송 수단

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액검사, 액응고검사, 생화학검사, 액가스검

사, X선 검사, 음 검사(색 도 러 기능 포함), 분만감시 장치 등을 

연속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  등 성분수 을 포함한 수  

용 액을 확보하고, 긴  시 량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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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는 산모․태아집 치료실 6병상 이상, 신생아집 치료실 9병상 

이상(12병상 이상을 희망)을 두어야 한다. 즉 3차 진료권에서 인구 100

만명 당 산모․태아집 치료실 병상 수는 3개 이상, 신생아집 치료실 

병상 수는 6개 이상으로 한다. 신생아집 치료실 1병상 당 인공호흡기가 

1 씩 있어야 하며, 후방 병실은 산모․태아집 치료실의 2배의 병상과 

신생아집 치료실의 2배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인력은 산모․태아집 치료실과 신생아집 치료실에 24시간 진료체제

를 히 확보해야 한다. 신생아집 치료실에는 24시간 체제의 신생아 

담당 의사가 근무하며, 3병상당 1명의 간호사가 근무한다. 신생아집 치

료실의 후방 병실에는 8병상당 1명의 간호사가 근무한다. 분만실에는 조

산사와 간호사가 타 병동과 독립하여 근무하며 산모․태아집 치료실과 

겸해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주산기 의료정보센터는 지역 주산기의료센터와 화 연결 확보, 정보 

수집, 타 의료시설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제공, 상담을 실시한다. 수집된 

정보 에서 주산기 의료상황 악을 한 항목은 주산기 의료 의회에 

보고한다. 주산기 구 정보시스템에서는 과별 의사 황, 근무상황, 공석

인 병상 수, 수술  검사, 처치 가능 여부, 증을 원 받을 수 있는 

상항 등의 정보를 수집, 제공하며 주산기 의료정보시스템에서는 산과 신

생아 의료의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지역별 주산기 의료의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정보의 수집방법은 컴퓨터(매일 정해진 시간과 필요

하면 수시로), 화, 펙시 리 등을 이용하며, 주산기 의료의 기 지식, 

신기술, 의뢰된 검사의 결과 등에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

한다.

주산기 의료 계자의 교육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내용으로는 산과

의 경우 태아와 모체의 상황에 한 한 악과 신속한 응, 산과 

쇼크와 그 책, 임산부 사망과 그 방 책, 제왕 개의 문제 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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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신생아과의 경우 신생아소생술, 신생아 응 수술, 고 험 신생아의 

신속한 진단, 신생아 리의 실제, 퇴원 후 보건 지도가 포함된다.

  ○ 지역 출생전후기 진료센터

지역 출생 후기 진료센터는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 1개당 아래 

여러 개를 설치하여 연계한다. 

여기서는 산과  신생아과 등을 유지하며, 비교  고도의 의료 행

를 실시하고 있다. 한, 지역 내 주산기 의료 련 시설로부터 환자를 

이송 받거나 총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로부터 되돌리기 반송을 받아들이

는 등 총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내 주산기 의료 련 시설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각 지역(도도부 )은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신생아 의료 수 에 해 계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는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 1개소 당 수 

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2차 의료권 내에 1개소 혹은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진료과목으로는 산과  신생아과를 유지해야 하고, 마취과  기타 

련 진료과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생아집 치료실을 갖춘 소

아 문병원으로 도도부 이 인정하는 의료기 에 해서는 산과를 갖추

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필수 시설과 장비로서 산과는 긴  제왕 개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분

만 감시장비, 음  진단장비(Color doppler 기능을 보유하는 것에 한

정), 미량 수액장치, 기타 산과 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신

생아집 치료실은 신생아용 호흡․순환 감시장비, 신생아용 인공 환기장

비, 보육기, 기타 신생아 집  치료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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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과에는 24시간 체제로 병원 내에 신생아집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상주하며, 산과와 마취과는 제왕 개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수술에 한 응이 가능한 의사가 필요하다. 신생아집

치료실에는 각 지역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설정한 수 의 신생아 

의료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간호사가 당 수 근무해야 하며, 임상심

리사 등의 임상심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연계 기능으로서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센터로부터 되돌리기 이송 환

자를 수용하며, 합동 증례 검토회의 개최 등을 활용하여 종합 주산기 모

자의료센터와 기타 지역 내 주산기 의료 련 시설과 연계를 도모한다.

  다. 영국

신생아 집 치료는 환자의 증도와 간호 인력에 따라 3단계로(1차, 2

차 3차 수 ) 나 어 운 되고 있다(British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2007)

1차 수  는 특수 치료실(Special Care Units)에서는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신생아에게 특수치료를 하지만 다른 지속 인 고의존 는 집

치료를 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수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2차 수  는 

지역 신생아실(Local Neonatal Units)은 고의존 치료와 일부 단기간의 

집 치료를 하는 곳으로 일반 소아과 서비스를 함께하는 간 단계  

자문 단계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3차 수  는 신생아집 치료 실은 신

생아 수술과 같은 특수 문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지는 않지만 필요시 

치료가 가능하며 여되는 모든 의료진이 신생아 치료에만 념하여 모

든 범 의 신생아 의료가 행해지는 곳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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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치료 (Routine care)

  A. 병원에 있을 의학  응증이 없는 경우

 

  ○ 특수 치료 (Special care)

  - 환자: 간호사 비율= 4:1

  - 보호자에 의해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모든 신생아

 

  ○ 고의존 치료 (High dependancy care)

  - 환자: 간호사 비율은 2:1 이하이다.

  - 상 환자 

    ① 하루의 어느 부분이라도 NCPAP 치료를 하면서 집 치료 기

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재 몸무게가 1,000 그람 이하이면서 집 치료 기 에 속하

지 못하는 경우

    ③ 정맥 양을 받고 있는 경우

    ④ 경기를 하는 경우

    ⑤  몸무게가 1,500그람 이하이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⑥ 신생아 단 증후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⑦ 특수 처치를 요구하나 집 치료 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a. 동맥  라인 는 흉  삽  되어 있는 경우

       b. 부분 교환 수

       c. 기 개 후 부모가 완 히 돌볼 수 있게 되기까지

    ⑧ 심한 무호흡으로 자주 자극이 필요한 경우

 



제3장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 치료 및 관리체계 ∙69

  ○ 집중치료 (Intensive care)

  -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신생아환자에 한 치료이다. 

  - 이 경우는 신생아 간호에 훈련된 간호사에 의해 1:1 간호를 받게 

된다. 

  - 갑작스러운 악화에 비해서 신생아집 치료에 훈련된 의사가 항

상 기하고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기도 삽 되어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기도 이 발  

된 후 24시간 이내

    ② 생후 5일 이내 하루  일부분이라도 NCPAP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몸무게가 1,000그람 이하이면서 하루  일부분이라도 

NCPAP을 받고 있거나 지한 후 24시간 이내

    ④ 임신기간 29주 이하이면서 생후 48시간 이내

    ⑤ 주요 응  수술을 필요로 하면서 수술  24시간 이내 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

    ⑥ 다음과 같은 복잡한 임상 술기를 요구하는 경우

       a. 교환수

       b. 복막투석

       c. 승압제, 페  확장제, Prostaglandin 등의 투여 시 는 

투여 후 24시간 동안

    ⑦ 그 이외에 매우 불안정하여 1:1 간호가 필요한 경우

    ⑧ 환자 사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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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기준

  가. 미국

미국 소아과학회는 출생 후기 진료지침(Perinatal Care Guideline)을 

통해 신생아 건강을 크게 세 가지 수 (level Ⅰ, Ⅱ, Ⅲ)으로 구분한 상

태에서 각 수 별 진료기   치료 상에 한 기 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의 지침 하에서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에 한 기 은 의료기

별로 각기 마련되고 있으며, 일 례로서 미국 시카고 학병원의 신생아

집 치료실 입원기 은 다음과 같다. 

- 출생체  2000gm(or 2250gm) 는 임신기간 34주 미만의 미숙아 

- 호흡곤란

- 패 증이 의심되는 경우

- 체온요법들을 필요로 하는 주산기 가사(perinatal depression)

- 선천성기형 혹은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major malformation or 

syndrome)

- 모성 임신성당뇨 등 모성의 질환에 의해 태어난 신생아가 향을 

받는 경우

- 그 외 심폐기능의 심각한 향을 주는 질환인 경우

미국의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료는 병원마다 각기 다르다. 다음은 몇 

몇 병원의 사례로서, 여기에 힌 비용은 신생아 문의, 소아외과 문의, 

소아방사선과 문의의 특진료를 제외한 입원료이다. 

－ Cleveland Clinic affiliated hospital 

  ∙ NICS(신생아집 치료실) $ 4,4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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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onatal Step Down Unit (경환자실) $ 3,110/일: Skilled 

nursing $ 1,556/일

－ Rainbow Babies & Children’s Hospital      

  ∙ Nursery (신생아실) $ 910/일

  ∙ NICS (신생아집 치료실) $ 7,485/일

  ∙ Neonatal Step Down Unit (경환자실) $ 5,270/일

  나. 일본

일본에서는 출생체  2,500g 미만 신생아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을 필

요가 있는 신생아에 하여 미숙아 양육의료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

체 인 상 기 은 다음과 같다. 단,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 은, 국의 지정된 양육 의료 기 으로 한정하고 있다. 

(1) 출생체  2000g미만 

(2) 출생체  2000g이상으로 다음  하나이상의 증상을 지닌 경우 

a) 경련 

b) 체온 34도 이하 

c) 한 Cyanosis 등 호흡기, 순환기의 이상 

d) 반복하는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e) 증의 황달 

신생아집 치료실 의료비는 정부가 정하는 신생아집 치료실 시설 기

을 만족 시켜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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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산정

〈표 3-4〉 일본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A　기본진료비

A301 특정중환자실관리료 (하루 당)　　 2010년 2008년

1
 

특정중환자실관리료1
ㄱ 7일 이내의 기간　

ㄴ 8일 이상 14일이내의 기간

 
9,200점

7,700점

 
8,760점 

7,330점

A302 신생아특정중환자실 (NICU)관리료(하루 당)　 2010년 2008년

1
2

注1
 

신생아특정중환자실관리료1
신생아특정중환자실관리료2
따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지방후생국장(地方厚生局長等)등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에 있어서 신생아특정중환자관리가 필요한 경

우에는 당해기준에 관한 구분에 따라 구분번호A303-2에 

게시된 신생아집중치료실치료관리료 및 구분번호A303-2에 

게시된 신생아치료회복실 입원의료관리료를 계산한 기간과 

통산을 해서 21일(출생체중이1,000g미만의 신생아에게는 

90일, 출생체중이1,000g이상의 신생아에게는 60일)을 한

도로 각각 소정점수를 계산한다.

10,000점

6,000점

 

8,500점

 

A303-2 신생아치료회복실 (GCU)입원의료관리료（하루 당） 2010년 2008년

注1
 

따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지방후생국장(地方厚生局長等)등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에 있어서 신생아치료회복실입원의료관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구분번호A303에 게시된 신생아특정중환자

실관리료 및 구분번호A303-2에 게시된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리료를 계산한 기간과 통산을 해서 30일(출새체중이

1,000g미만의 신생아에게는 120일,출생체중이1,000g이상 

1,500g미만의 신생아에게는 90일)을 한도로 계산한다.

5,400점

  

  주: 1점 당 10엔 

자료: 배종우, 2011 (일본 의료진료보수점수표, 2010년 4월판)

○ 산정 기간: 1000g 미만~90일간, 1500g 미만~60일간, 그 외는 21일

간을 한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신생아집 치료실 의료비: （a）입원 기본료 (b) 입원 기본료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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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종 검사 (d) 주사 (e) 심 정맥주사 (f) 산소 흡입 (g) 보육기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 용 상: 다음의 다음의 항목  하나 이상으로 해당하는 신생아로

서, (1） 증의 선천 기형 (2) 체온 (3) 증 황달 (4) 미숙아 (5) 

의식 장해 는 혼수 (6) 성 호흡 부  는 만성 호흡 부 의 

성 악화 (7) 성 심부  (8) 성 약물 독(9) 순환 부 (10) 증

의 사 장해 (간부 , 신부  등) (11) 수술 후 (12) 긴  소생술 

시행 후 (13) 외상 등

신생아집 치료실 의료비 용과 련한 시설 기 은 다음과 같다(후

생성 고시 제 67호, 2000.3.） 

○ ( 임)의사가 상시(24시간),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내에 근무하고 

있다. 

○ 간호사가 상시(24시간), 환자 3명에게 1명의 비율로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내에 근무하고 있다. 

○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 리를 실시하기에 어울린 용의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을 가지고 있고, 해당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의 

넓이는 1상 당 7평방 미터 이상이다. 

○ 해당 리를 실시하기 해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장비  기구를 

신생아 특정 집  치료실내에 상시 갖추고 있다. 

A 응  소생 장비（기 내삽 세트 등） 

B 신생아용 호흡 순환 감시 장비 

C 신생아용 인공 환기장비 

D 미량 수액 장비 

E 경피  산소 분압 감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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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산소 농도 측정 장비 

G 선 치료기 

○ 병원의 입원 기본료(특별 입원 기본료를 제외하다)의 시설 기 의 해

당하고 있어, 자가 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며, 해당 병원에 

있어 해질 정량검사, 액 가스 분석을 포함한 필요한 검사가 상시 

실시할 수 있다. 

○ 원칙으로서 해당 치료실은 무균실(Bioclean room)이어야 한다. 

○ 해당 치료실 근무 의사는 치료실 는 치료실, 간실  회복실과 

련된 병동（정상 신생아실  일반 소아병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의 당직 근무를 겸하지 않는다. 간호사에 해서도 치료실 외의 당

직 근무를 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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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앞선 장에서 출생체 아의 높은 사망 험과 이에 응하기 한 선

진국의 고 험신생아 리체계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련하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 험 출생체 아의 출생으로부터 신생아기동안에 

이루어지는 치료  리 황을 악하고, 이들이 선진국의 험수 별 

신생아 리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특히, 고 험신

생아 리의 특성 상 선진국들이 진료체계의 지역화를 제로 하고 있

는 에서, 우리나라의 16개 역시도 간 차이여부에 주안 을 두었다.

1. 연구대상 개요

출생당시 체  측정을 통해 고 험상태 여부에 한 단이 비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출생체 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

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필요하다면 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 험상태에 있는 출생체 아는 의료기  외의 장소에

서 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직후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생

아집 치료실로 옮겨져 리될 것으로서, 분만의 99%이상이 문의료인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에서는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아만으로도 

고 험군을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련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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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집 치료실 입원 기 은 출생체  1,750g이하와 기타 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로서, 고 험군을 포 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대상 기준1)

가.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ｇ 이하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

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

정한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ｇ초과에서는 다음 중 하나이

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⑷ 신경계 질환 

  ⑸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⑹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

반하는 경우 

  ⑺ 순환기계 이상 

  ⑻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⑼ 급성대사장애 

  ⑽ 신부전, 핍뇨, 혈뇨 

  ⑾ 혈액질환 

  ⑿ 신생아감염증 

  ⒀ 위장관질환 

  ⒁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주: 1)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2009.1.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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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집 치료실을 운 하고 있는 국의료기

을 상으로,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에 하여 출생 

시부터 4주간에 걸친 리상황을 추 조사하 다. 

조사는 2012년 4월 재 1병상 이상의 신생아집 치료실을 운  

에 있는 것으로 신고된 국 총 108개 의료기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1개 의료기 은 신생아집 치료실 병상이 없는 등 

실제 운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97개 의료기  수에 

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 

신고와 실제 운  간 차이는 상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병

원, 의원에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경우 신고기  수는 16개 기 이

나 실제 운 기  수는 8개 기 이었으며, 의원의 경우 실제로 신생아집

치료실을 운 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97개 의료기  가

운데 8개 의료기 은 조사 상아 입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기 에서는 신생아집 치료실 의료자원과 련한 사항에 한하여 자

료가 수집되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조사대상 의료기관

신고

108개소
⇨

폐쇄 등 

11개소 제외
⇨

조사 

97개소
⇨

상 

있음

89개소

․상급종합 42
․종합병원 49
․병원 16
․의원 1

․종합병원 2
․병원 8
․의원 1

․상급종합 42
․종합병원 47
․병원 8

․상급종합 42
․종합병원 40
․병원 7

이상 89개 의료기 에 입원한 조사 상아는 총 1,018명이었으며, 이

들 가운데 의료기  간 원을 통해 복으로 조사된 상은 13명이었

다. 한, 몇몇 의료기 의 경우에 신생아실과 신생아집 치료실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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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운 하는 가운데,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조사에 포함되기도 하여 이들에 한 선별이 이루어졌다. 이와 련하여,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 에 해당하는 임신주수 34주 미만이거나 출생

체  1,750g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으로 신생아집 치료

장비 사용 등 치료내용, 진단상태, 입원기간, 치료 후 등에 해 신생아

학 문의 3인의 검토를 거쳤다(아래 기  참조). 

〈표 4-2〉 조사대상아 선별기준

기준 세부내용

입원대상 아님 출생체중 1750g 이상 및 임신주수 34주 이상

치료내용 없음
인큐베이터 및 산소치료, 광선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nitric oxide
치료, 교환 수혈, 투석(혈액/복막/CART), 수술)

진단명 없음

∙ IVH(≥3)  ∙ HIE   ∙ Hydrocephalus
∙ Seizure ∙ NM disease  ∙ RDS
∙ MAS  ∙ AIR Leak  ∙ BPD  
∙ Heart anomaly  ∙ PPHN   ∙ NEC  
∙ Sepsis ∙ ARF ∙ Dehydration 
∙ Inborn Error Metabolism

이에 따라 부 한 조사 상아로 정된 29명의 환아와 2개기  이

상에서 복 으로 조사된 13명의 환아를 제외한 나머지 총 976명이 연

구에 포함되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연구대상

조사완료

총 1,018명
⇨

부적절 29명, 전원중복13명 

등 총 42명 제외
⇨

분석대상 

총 9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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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성별 남아 49.5 53.1 51.6 51.6 
여아 50.5 46.9 48.4 48.4 

  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체중별 특성

조사 상아 가운데 최 출생체 아(1,500g 미만)는 251명으로 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총 출생아  1,500g 미만이 

2,935명으로 월 평균 245명에 비해 다소 많은 수치이다.12)

본 조사 상과 2011년 총 출생아의 일반특성을 비교해 볼 때, 출생순

 3순 이상의 분율이 높았으며(11.0% 비 12.5%) 모의 평균연령이 

약간 많았다(31.4세 비 32.0세). 지역별로는 을 제외한 역시에

서 2011년 총 출생아의 분율보다 조사 상아의 분율이 높았으며, 기타 

시에서는 체로 조사 상아의 분율이 낮은 수 을 보인 가운데 남과 

제주지역에서 조사 상아의 분율이 약간 높았다(그림 4-4 참조). 이는 

출생체 아의 발생이 출산연령  태수와 련을 보이고 있는 에서, 

도시 가임여성의 출산 련행태를 반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도, 조사 상아의 경우, 체의 88.9%가 임신 37주 미만과 함

께 나타난 미숙아(Preterm Low Birth Weight Infant) 으며, 체의 

67.9%가 제왕 개분만으로 출산하 고, 모의 국 이 외국인 경우는 

체의 4% 다(표 4-3 참조). 

〈표 4-3〉 조사대상아의 일반 특성

단위: %(명)

12) 다만, 앞서 출생체 이 극히 은 경우(1,000g미만)에 사망아수가 출생아수 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에서, 신생아집 치료실에 오기 인 분만 직후에 사망한 경우는 

총출생아수(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기 )와 본 조사에서 모두 락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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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임신주수 28주미만 75.8 16.3 0.1 9.8 
28~31주 20.9 61.9 12.0 21.0 
32~36주 3.3 20.6 73.2 58.1 
37~41주 1.3 14.6 11.1 

미숙아구분 IUGR 1.3 14.6 11.1 
Preterm LBW 100.0 98.8 85.4 88.9 

출생순위 1째아 48.4 50.9 53.2 52.3 
2째아 30.8 37.1 35.3 35.2 
3째아 15.4 9.4 8.6 9.3 
4째아 3.3 2.5 2.4 2.5 

5째아이상 2.2 0.6 0.6 
태수 단태아 67.0 64.6 68.4 67.6 

쌍태아의 첫째 14.3 12.7 13.7 13.6 
쌍태아의 둘째 15.4 15.8 14.8 15.1 
삼태아의 첫째 .5 1.1 1.2 
삼태아의 둘째 1.1 2.5 0.8 1.1 
삼태아의 셋째 2.2 1.9 1.1 1.3 

부연령 19세이하 1.2 0.2 0.2 
20~24세 0.7 0.9 0.8 
25~29세 1.2 10.7 9.1 8.7 
30~34세 36.6 30.9 36.9 35.9 
35~39세 45.1 38.3 34.1 35.9 
40~44세 14.6 17.4 14.6 15.1 
45세이상 1.2 2.0 4.1 3.5 

모연령 19세이하 1.1 0.6 1.1 1.1 
20~24세 4.4 1.9 4.8 4.3 
25~29세 15.6 18.9 21.8 20.7 
30~34세 52.2 50.3 46.2 47.5 
35~39세 24.4 22.0 20.9 21.4 
40~44세 2.2 6.3 5.0 4.9 
45세이상 0.1 0.1 

모취업여부 예 20.9 27.7 22.1 23.0 
아니오 79.1 72.3 77.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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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부 국적 내국인 97.8 99.4 98.6 98.6 
외국인 2.2 0.6 1.4 1.4 

모 국적 내국인 95.6 96.9 95.8 96.0 
외국인 4.4 3.1 4.2 4.0 

모거주지 서울 15.6 23.3 21.3 21.1 
부산 6.7 6.9 7.1 7.0 
대구 3.3 5.7 6.1 5.8 
인천 6.7 4.4 6.4 6.1 
광주 2.2 1.9 3.6 3.2 
대전 3.3 3.1 2.5 2.7 
울산 3.3 2.5 2.8 2.8 
경기 26.7 24.5 24.7 24.8 
강원 4.4 2.5 2.2 2.5 
충북 6.7 3.8 2.2 2.9 
충남 4.4 2.5 3.8 3.6 
전북 5.6 1.3 3.3 3.2 
전남 1.1 4.4 3.8 3.6 
경북 8.9 5.0 3.5 4.2 
경남 1.1 7.5 4.9 5.0 
제주 0.6 1.7 1.3 

분만방법 질식분만 22.0 21.4 35.8 32.1 
제왕절개분만 78.0 78.6 64.2 67.9 

주: 미상 제외(미상 건수: 임신주수 1, 출생순위 13, 태수 6, 부연령 89, 모연령 24, 모 거주지 10, 분만방법 9) 

  나. 조사대상아의 치료예후

조사 상아에 한 신생아기 추  결과, 총 976명 가운데 32명(3.3%)

이 생후 28일이내에 사망하 고, 370명(37.9%)는 계속입원 으로 나

타났다. 한 본 연구가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 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에서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 인 출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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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g이하만을 상을 볼 경우, 입원아 총 368명 가운데 30명이 사망

하여 입원아의 신생아사망률은 8.2%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2005~2007년 출생아  출생체  1750g이하의 신생아사망률이 15.6%

인 과 비교할 때, 출생직 후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하기  사망아

가 상당수 있음을 간 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본 연구가 출생체

아 체에 한 신생아사망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 다.13) 

치료 후는 출생체 이 을수록 좋지 않을 것으로, 체  500g미만은 

원 사망하 으며 이후 체 증가와 함께 사망아의 분율이 차 감소하

다가 체  1,750g이상부터 1%미만으로 낮아졌다(그림 4-3 참조).

신생아기에 사망하 거나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경우는 성별로는 여아

보다 남아에서 많았으며, 부모의 국 이 외국인에서 내국인보다 많았다. 

한 태수별로는 삼태아, 태아, 단태아 순으로 많았으며, 출산연령별로

는 10 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사망의 경우 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사망 혹은 계속 입원은 경북과 충북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표 4-4 참조).

13) 2005~2007년 출생아의 경우 극 출생체 에서 사망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난 에 하여 사망아수를 출생아수로 간주하여 계산한 신생아사망률은 15.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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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료예후

계     (N)
사망 계속입원 퇴원

전체 3.3 37.9 58.8 100.0 (976)
성별 남아 3.4 39.7 56.9 100.0 (504)

여아 3.2 36.0 60.8 100.0 (472)
출생체중 1000g미만 24.2 74.7 1.1 100.0 (91)

1000~1499g 3.8 81.9 14.4 100.0 (160)
1500~2499g 0.6 23.6 75.9 100.0 (725)

출생순위 1 3.2 36.5 60.3 100.0 (504)
2 2.7 41.0 56.3 100.0 (339)
3 6.7 35.6 57.8 100.0 (90)
4 4.2 41.7 54.2 100.0 (24)
5 - 33.3 66.7 100.0 (6)

태수 단태아 3.0 37.9 59.0 100.0 (656)
쌍태아의 첫째 3.8 37.1 59.1 100.0 (132)
쌍태아의 둘째 4.1 34.9 61.0 100.0 (146)

〔그림 4-3〕 출생체중별 치료예후 상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99g

~749g

~999g

~1249g

~1499g

~1749g

~1999g

~2499g

~499g ~749g ~999g ~1249g ~1499g ~1749g ~1999g ~2499g

사망 100.0 52.0 10.9 7.6 1.7 0.6 0.2 

계속입원 48.0 87.5 82.3 81.5 54.7 28.9 12.9 

퇴원귀가 1.6 10.1 18.5 43.6 70.6 86.9 

〈표 4-4〉 조사대상아의 일반특성별 치료예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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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료예후

계     (N)
사망 계속입원 퇴원

삼태아의 첫째 - 58.3 41.7 100.0 (12)
삼태아의 둘째 - 54.5 45.5 100.0 (11)
삼태아의 셋째 7.7 46.2 46.2 100.0 (13)

부 연령 19세이하 - 50.0 50.0 100.0 (2)
20~24세 - 28.6 71.4 100.0 (7)
25~29세 3.9 36.4 59.7 100.0 (77)
30~34세 1.9 36.8 61.3 100.0 (318)
35~39세 4.4 39.6 56.0 100.0 (318)
40~44세 2.2 39.5 58.2 100.0 (134)
45세이상 - 25.8 74.2 100.0 (31)

모 연령 19세이하 - 60.0 40.0 100.0 (10)
20~24세 9.8 26.8 63.4 100.0 (41)
25~29세 2.0 38.1 59.9 100.0 (197)
30~34세 4.0 38.7 57.3 100.0 (452)
35~39세 2.9 41.7 55.4 100.0 (204)
40~44세 - 29.8 70.2 100.0 (47)
45세이상 - 0.0 100.0 100.0 (1)

모 취업여부 예 3.3 43.5 53.3 100.0 (214)
아니오 3.3 36.1 60.6 100.0 (718)

부 국적 내국인 3.2 37.7 59.1 100.0 (941)
외국인 15.4 46.2 38.5 100.0 (13)

모 국적 내국인 3.2 37.1 59.7 100.0 (933)
외국인 5.1 56.4 38.5 100.0 (39)

거주지 서울 1.5 32.9 65.7 100.0 (204)
부산 1.5 42.6 55.9 100.0 (68)
대구 1.8 28.6 69.6 100.0 (56)
인천 47.5 52.5 100.0 (59)
광주 3.2 35.5 61.3 100.0 (31)
대전 3.8 42.3 53.8 100.0 (26)
울산 3.7 48.1 48.1 100.0 (27)
경기 5.4 35.4 59.2 100.0 (240)
강원 4.2 33.3 62.5 100.0 (24)
충북 7.1 53.6 39.3 100.0 (28)
충남 2.9 37.2 60.0 100.0 (35)
전북 9.7 45.2 45.2 100.0 (31)
전남 2.9 34.3 62.9 100.0 (35)
경북 7.3 53.7 39.0 100.0 (41)
경남 - 43.8 56.3 100.0 (48)
제주 - 7.7 92.3 100.0 (13)

주: 미상 제외(미상 건수: 임신주수 1, 출생순위 13, 태수 6, 부연령 89, 모연령 24, 모 거주지 10, 분만방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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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 조사 상아의 지역별 분포와 2011년 출생아의 지역별 분포

를 비해 볼 때, 도시지역에서 출생아의 분율에 비해 조사 상아의 

분율이 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조사 상아와 사망

아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조사 상아 분율에 비해 신생아

사망의 분율이 체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도시지역의 

고 험신생아 리가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 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지역별 출생아1), NICU입원 저출생체중아, 신생아사망의 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생(2011) 19.4 5.9 4.4 5.5 3 3.1 2.4 25.9 2.6 3.1 4.3 3.4 3.5 5.1 6.9 1.2

조사대상 21.1 7.0 5.8 6.1 3.2 2.7 2.8 24.8 2.5 2.9 3.6 3.2 3.6 4.2 5.0 1.3 

신생아사망 9.4 3.1 3.1 0.0 3.1 3.1 3.1 40.6 3.1 6.3 3.1 9.4 3.1 9.4 0.0 0.0 

0 

10 

20 

30 

40 

50 (%)

  주: 1) 2011년 출생아 기준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2011   2. 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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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관리

  가. 출생의료기관 유형

국 으로 총 1천여개의 산과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  가운데 조사

상아가 출생한 의료기 은 145개 의료기 으로, 이들 기 을 유형별

로 볼 때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9%와 32.4%를 차지하 다. 

이는 체 의료기 에 한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분율이 각각 

4.2%와 15.1%를 차지하고 있는 과 비교하면 고 험신생아가 상 의

료기 에 집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합  문의료를 필요로 

하는 출생체 아의 리측면에서 바람직한 상이라고 하겠다. 

고 험신생아 리를 한 의료자원이 비교  잘 갖추어져 있을 것으

로 여겨지는 상 종합병원의 경우, 총 42개 의료기  모두에서 조사 상

아가 1명 이상 출생하 으며, 국 으로 총 의료기 에서 상 의료기

이 차지하는 분율에 비해 출생한 의료기 에서 상 의료기 이 차지하는 

분율이 월등히 높았다. 상 의료기 의 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지역

이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인천, 북, 구지역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경기지역의 경우 출생의료기   상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낮은 수 을 보 는데, 이는 서울과 근 한 치에서 이 지역의 상 종

합병원 수요가 상당부분 서울지역으로 옮겨간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4-5 

참조).  



제4장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89

지역1) 전체 분만기관 조사대상아 출생기관

상급 종합 병원 의원 기타2) 계 상급 종합 병원 의원 기타2) 계

(기관수)
서울 17 27 21 128 3 196 17 11 6 2 36
부산 4 14 15 32 4 69 4 4 8 1 17
대구 4 4 11 17 36 4 4 4 11
인천 2 3 9 37 1 52 2 2 1 5
광주 2 5 5 22 1 35 2 1 2 3 8
대전 1 6 2 35 44 1 2 1 4
울산 4 6 13 23 1 3 4
경기 5 23 28 147 4 207 5 9 7 7 26
강원 1 11 5 29 2 48 1 2 2 5
충북 1 7 1 28 1 38 1 3 1 5
충남 2 5 3 34 1 45 2 2 4
전북 2 4 5 30 1 42 2 1 2 5
전남 13 11 16 2 42 1 1
경북 13 10 27 2 52 4 1 2 7
경남 1 8 8 47 1 65 1 3 1 5
제주 5 7 12 2 2
계 42 152 140 649 23 1,006 42 47 37 22 0 145

(분포)
서울 8.7 13.8 10.7 65.3 1.5 100.0 47.2 30.6 16.7 5.6 100.0 
부산 5.8 20.3 21.7 46.4 5.8 100.0 23.5 23.5 47.1 5.9 100.0 
대구 11.1 11.1 30.6 47.2 100.0 36.4 36.4 36.4 100.0 
인천 3.8 5.8 17.3 71.2 1.9 100.0 40.0 0.0 40.0 20.0 100.0 
광주 5.7 14.3 14.3 62.9 2.9 100.0 25.0 12.5 25.0 37.5 100.0 
대전 2.3 13.6 4.5 79.5 100.0 25.0 50.0 25.0 100.0 
울산 17.4 26.1 56.5 100.0 25.0 75.0 100.0 
경기 2.4 11.1 13.5 71.0 1.9 100.0 19.2 34.6 26.9 26.9 100.0 
강원 2.1 22.9 10.4 60.4 4.2 100.0 20.0 40.0 40.0 100.0 
충북 2.6 18.4 2.6 73.7 2.6 100.0 20.0 60.0 20.0 100.0 
충남 4.4 11.1 6.7 75.6 2.2 100.0 50.0 50.0 100.0 
전북 4.8 9.5 11.9 71.4 2.4 100.0 40.0 20.0 40.0 100.0 
전남 31.0 26.2 38.1 4.8 100.0 100.0 100.0 
경북 25.0 19.2 51.9 3.8 100.0 57.1 14.3 28.6 100.0 
경남 1.5 12.3 12.3 72.3 1.5 100.0 20.0 60.0 20.0 100.0 
제주 41.7 58.3 100.0 100.0 100.0 
계 4.2 15.1 13.9 64.5 2.3 100.0 29.0 32.4 25.5 15.2 0.0 100.0 

〈표 4-5〉 지역별 전체 분만의료기관 대비 조사대상아 출생의료기관

단위: 개소, %

  주:  1) 의료기관소재지

      2) 조산원, 보건의료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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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 아의 상 의료기 에서의 출산은 출생체 이 을수록 요구

도가 높을 것으로, 실제로도 상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는 극 출생

체 아, 최 출생체 아, 출생체 아 순으로 높았다. 

〈표 4-6〉 출생체중별 출생기관 유형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출생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76.9 68.8 52.4 57.4 
종합병원 23.1 30.0 33.7 32.1 

병원 -  0.6 10.1  7.6 
의원 - -  3.4  2.6 
기타 -  0.6  0.4  0.4 

  나. 출생의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유무

고 험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생아집

치료가 요구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 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조사 상아가 출생한 

의료기 의 신생아집 치료실 유무를 살펴본 결과, 앞서 상  의료기

에의 집 상을 통해 상되었듯이 체의 93%가 신생아집 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 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는 곳에서 출생

한 경우는 7% 다.14) 

거주지별로는 지역과 제주지역의 조사 상아 원이 신생아집 치

14) 2011년부터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환아(단, 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에 한함)를 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출

생채 아의 경우 신생아집 치료실을 갖춘 의료기 의 이용이 증가하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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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NICU 있음 NICU 없음

상급 종합 병원 소계 종합 병원 의원 기타1) 소계 계

(N)
서울 133 64 　 197 　 4 2 1 7 204
부산 29 26 4 59 　 7 1 1 9 68
대구 40 8 　 48 2 6 　 8 56
인천 30 9 18 57 　 1 1 　 2 59
광주 22 4 2 28 　 1 2 　 3 31
대전 15 11 　 26 　 　 0 26
울산 4 16 4 24 　 3 　 3 27
경기 123 90 6 219 3 9 8 1 21 240
강원 11 12 　 23 　 1 　 1 24
충북 22 5 　 27 　 1 　 1 28
충남 28 4 　 32 　 3 　 3 35
전북 20 9 　 29 　 2 　 2 31
전남 27 3 3 33 　 2 　 2 35
경북 23 15 　 38 1 2 　 3 41
경남 24 20 3 47 　 1 　 1 48
제주 3 10 　 13 　 　 0 13
미상 6 1 1 8 　 　 1 1 2 10
계 560 307 41 908 6 33 25 4 68 976

(분포)
서울 65.2 31.4 　 96.6 　 2.0 1.0 0.4 3.4 100.0
부산 42.6 38.2 5.9 86.7 　 10.3 1.5 1.5 13.3 100.0
대구 71.4 14.3 　 85.7 3.6 10.7 　 14.3 100.0
인천 50.8 15.3 30.5 96.6 　 1.7 1.7 　 3.4 100.0
광주 71.0 12.9 6.5 90.4 　 3.2 6.5 　 9.7 100.0
대전 57.7 42.3 　 100.0 　 　 0.0 100.0

료실을 갖춘 병원에서 출생하 으며, 그 지 못한 경우는 구, 부산, 울

산, 주지역 순으로 역시 거주자에서 기타 시 거주자에 비해 많았다. 

기타 시 거주자의 신생아집 치료실 설치 의료기 에서의 출생 분율이 

비교  높게 나타난 데는, 역시에 비해 의료자원 공 이 부족한 가운

데 인근 도시의 지명도가 높은 의료기 을 이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표 4-7 참조).

〈표 4-7〉 출생의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유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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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NICU 있음 NICU 없음

상급 종합 병원 소계 종합 병원 의원 기타1) 소계 계

울산 14.8 59.3 14.8 88.9 　 11.1 　 11.1 100.0
경기 51.3 37.5 2.5 91.3 1.3 3.8 3.3 0.4 8.8 100.0
강원 45.8 50.0 　 95.8 　 4.2 　 4.2 100.0
충북 78.6 17.9 　 96.5 　 3.6 　 3.6 100.0
충남 80.0 11.4 　 91.4 　 8.6 　 8.6 100.0
전북 64.5 29.0 　 93.5 　 6.5 　 6.5 100.0
전남 77.1 8.6 8.6 94.3 　 5.7 　 5.7 100.0
경북 56.1 36.6 　 92.7 2.4 4.9 　 7.3 100.0
경남 50.0 41.7 6.3 98.0 　 2.1 　 2.1 100.0
제주 23.1 76.9 　 100.0 　 　 0.0 100.0
미상 60.0 10.0 10.0 80.0 　 　 10.0 10.0 20.0 100.0
계 57.4 31.5 4.2 93.1 0.6 3.4 2.6 0.4 7.0 100.0

주: 1) 가정분만, 응급후송 중 분만

출생체 아의 신생아집 치료실 설치기 에서의 출산은 출생체 이 

을수록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실제로도 신생아집 치료실이 설치된 

의료기 에서 출생한 경우는 극 출생체 아, 최 출생체 아, 출생체

아 순으로 높았다(표 4-8 참조).

〈표 4-8〉 출생체중별 출생의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유무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NICU유무 있음 100.0 99.4 90.8 93.0 
없음 -  0.6  9.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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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생의료기관의 소재지

출생의료기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계를 볼 때, 거주지 시,군,구(기

지역)에 치한 의료기 에서 출생한 경우가 체의 20.7% 으며, 출

생체 이 을수록 타 시‧군‧구 소재 의료기 에서의 출생 분율이 높았

다. 좀 더 범 를 넓  거주지 시‧도( 역지역)에 치한 의료기 에서 

출생한 경우는 70.7%로 이 경우에도 출생체 이 을수록 타 시,도 소

재 의료기 에서의 출생 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볼 때,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기 지역) 소재 의료기 에

서의 출생 분율이 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구, 울산, 

강원, 충북, 북,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 특히 강원과 제주지역에서 

월등히 높았다. 한편 동일 시‧도( 역지역) 소재 의료기 에서의 출생 

분율이 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5개 역시와 

강원, 북, 제주지역으로 특히 강원지역에서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출생체 이 을수록 험 리가 가능한 도시 상

기 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강원

과 제주지역과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간 이동수단에 제한이 따르는 

지역의 경우 일반 인 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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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출생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15.6 15.8 22.4 20.7 
타지역 84.4 84.2 77.6 79.3 

출생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59.3 62.5 73.9 70.7 
타지역 40.7 37.5 26.1 29.3 

(동일지역 분율)
기초단위 서울 42.9 21.6 21.7 23.2 

부산 0.0 40.0 27.5 26.9 
대구 0.0 22.2 25.0 23.2 
인천 0.0 0.0 26.1 20.3 
광주 0.0 0.0 15.4 12.9 
대전 0.0 0.0 22.2 15.4 
울산 0.0 25.0 35.0 29.6 
경기 4.2 7.7 16.5 13.8 
강원 75.0 50.0 56.3 58.3 
충북 16.7 16.7 26.7 22.2 
충남 0.0 0.0 3.7 2.9 
전북 40.0 50.0 25.0 29.0 
전남 0.0 0.0 7.4 5.7 
경북 0.0 25.0 32.0 24.4 
경남 100.0 8.3 28.6 25.0 
제주 (a) 0.0 50.0 46.2 

광역단위 서울 85.7 100.0 97.4 97.1 
부산 83.3 81.8 90.2 88.2 
대구 66.7 88.9 93.2 91.1 
인천 83.3 42.9 67.4 66.1 
광주 100.0 66.7 92.3 90.3 
대전 33.3 80.0 88.9 80.8 
울산 33.3 25.0 70.0 59.3 
경기 41.7 43.6 62.7 57.5 
강원 100.0 100.0 93.8 95.8 
충북 33.3 66.7 56.3 53.6 
충남 100.0 75.0 51.9 60.0 
전북 100.0 100.0 75.0 80.6 
전남 0.0 0.0 11.1 8.6 
경북 0.0 25.0 40.0 29.3 
경남 100.0 25.0 71.4 60.4 
제주 (a) 100.0 75.0 76.9 

〈표 4-9〉 출생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위: %(명)

 주: 1) 출생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 광역은 16개 시도, 기초는 시,군,구
    (a) 대상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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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지역별 동일 시,도 소재 의료기관 출생아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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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기타1)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58) (311) (73) (25) (4) (971)
서울 질식분만 33.8 39.7 25.0 50.0 100.0 36.0 

제왕절개분만 66.2 60.3 75.0 50.0 64.0 
부산 질식분만 20.7 19.2 27.3 100.0 100.0 23.5 

제왕절개분만 79.3 80.8 72.7 76.5 
대구 질식분만 32.5 30.0 16.7 30.4 

제왕절개분만 67.5 70.0 83.3 69.6 
인천 질식분만 36.7 33.3 21.1 100.0 32.2 

제왕절개분만 63.3 66.7 78.9 67.8 

  라. 분만방법 및 분만 중 이송여부

조사 상아의 약 90%가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로서, 만삭아에 

비해 정상분만(질식분만)이 아닌 제왕 개분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더

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 출산하고자 하는 의료기 이 

한 문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만 에 상  의

료기 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신생아의 치료 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조사 상아의 분만방법을 보면 제왕 개분만이 67.9%로서 3명 

가운데 2명이 제왕 개분만으로 출생하 다. 의료기  유형별로는 병원 

출생아에서 상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출생아에 비해 제왕 개분만의 

분율이 높았으며, 상아수가 은 의원에서 제왕 개분만의 분율이 가

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울산, 제주, 경북지역의 순으로 제왕 개분만의 

분율이 높고 주와 경남지역에서 비교  낮았으며, 상아수가 다수 분

포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각 64%와 67.1%로서 국 평균보다 

낮았다(표 4-10 참조). 

〈표 4-10〉 지역별 출생의료기관 유형별 분만방법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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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기타1) 계

광주 질식분만 50.0 25.0 33.3 41.9 
제왕절개분만 50.0 75.0 66.7 100.0 58.1 

대전 질식분만 20.0 36.4 26.9 
제왕절개분만 80.0 63.6 73.1 

울산 질식분만 18.8 11.1 
제왕절개분만 100.0 81.3 100.0 88.9 

경기 질식분만 31.1 33.7 50.0 12.5 100.0 32.9 
제왕절개분만 68.9 66.3 50.0 87.5 67.1 

강원 질식분만 18.2 25.0 100.0 25.0 
제왕절개분만 81.8 75.0 75.0 

충북 질식분만 27.3 40.0 28.6 
제왕절개분만 72.7 60.0 100.0 71.4 

충남 질식분만 28.6 50.0 100.0 37.1 
제왕절개분만 71.4 50.0 62.9 

전북 질식분만 45.0 22.2 50.0 38.7 
제왕절개분만 55.0 77.8 50.0 61.3 

전남 질식분만 40.7 33.3 33.3 50.0 40.0 
제왕절개분만 59.3 66.7 66.7 50.0 60.0 

경북 질식분만 4.3 25.0 100.0 17.1 
제왕절개분만 95.7 75.0 82.9 

경남 질식분만 45.8 40.0 25.0 41.7 
제왕절개분만 54.2 60.0 75.0 58.3 

제주 질식분만 33.3 10.0 15.4 
제왕절개분만 66.7 90.0 84.6 

전국 질식분만 31.7 31.8 26.0 52.0 100.0 32.1 
제왕절개분만 68.3 68.2 74.0 48.0 67.9 

주: 1) 가정분만, 응급후송 중 분만

분만  이송된 경우는 체 조사 상아의 7.1%에 해당하는 69명이

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남, 경기지역의 순으로 조사 상아  이송아

의 분율이 높았으며, 구, 주, 강원, 충북, 북, 제주지역의 경우에 

이송아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이송이 많거나 혹은 없는 지역과  

련하여서는 자의 경우, 인  의료기 은 있으나 치료수 에 따른 의

료기  간 역할분담이나 달체계가 부재한 상태를 가정해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주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가운데 인 한 

상 의료기 이 있거나 혹은 없는 양극단의 상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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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송이 많은 경기, 경북, 경남지역의 이송  의료기  유형으로서 

병원  이상 의료기 의 분율이 높은 으로부터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표 4-11 참조). 

〈표 4-11〉 지역별 분만 중 이송여부 및 이송전 의료기관 유형

단위: % (명)

거주지
분만 중 이송 여부1) 이송 전 의료기관 유형2)

예 아니오 계 (N) 종합 병원 의원 기타1) 계 (N)

서울 7.8 92.2 100.0 (204) 18.8 18.8 62.5 100.0 (16)
부산 4.4 95.6 100.0 (68) 66.7 33.3 100.0 (3)
대구 100.0 100.0 (56) 　

인천 1.7 98.3 100.0 (59) 100.0 100.0 (1)
광주 100.0 100.0 (31) 　

대전 3.8 96.2 100.0 (26) 100.0 100.0 (1)
울산 3.7 96.3 100.0 (27) 100.0 100.0 (1)
경기 12.5 87.5 100.0 (240) 23.3 40.0 33.3 3.3 100.0 (30)
강원 100.0 100.0 (24) 　

충북 100.0 100.0 (28) 　

충남 5.7 94.3 100.0 (35) 100.0 100.0 (2)
전북 100.0 100.0 (31) 　

전남 2.9 97.1 100.0 (35) 100.0 100.0 (1)
경북 17.1 82.9 100.0 (41) 28.6 71.4 100.0 (7)
경남 14.6 85.4 100.0 (48) 85.7 14.3 100.0 (7)
제주 100.0 100.0 (13) 　

전국 7.1 92.9 100.0 (966) 20.3 44.9 31.9 2.9 100.0 (69)

주: 1) 거주지 미상(10명) 제외.
   2) 분만 중 이송 경우에 한함. 

한, 출생체  1,000g미만인 극 출생체 아의 약 10%가 분만 에 

이송된 도 사 에 한 의료기 에서 리될 수 있는 달체계의 

부재상태를 재차 인식시켜주고 있다(표 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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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출생체중별 분만 중 이송상태 (예’의 경우)

단위: % (명)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N) (91) (160) (725) (976)
서울 5.4 9.2 7.8 
부산 27.3 4.4 
대구

인천 16.7 1.7 
광주

대전 33.3 3.8 
울산 25.0 3.7 
경기 20.8 20.5 9.6 12.5 
강원

충북

충남 7.4 5.7 
전북

전남 14.3 2.9 
경북 25.0 12.5 16.0 17.1 
경남 20.0 14.6 
제주

전국 9.9 10.0 6.1 7.1 

  마. 출생 관리와 치료예후 

고 험신생아의 분만  이송여부, 출생의료기  내 신생아집 치료실 

유무와 문인력 등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하고 신속하게 

응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출생 리 특성에 따른 치료 후를 살펴 볼 때, 분만  이송

을 경험한 상아에서 사망하거나 계속입원 에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그리고 출생의료기 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다른 

역시·도 혹은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서 동일지역인 경우보다 사망과 

계속입원의 분율이 높았다(표 4-13 참조).  



100∙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표 4-13〉 출생관리 특성별 치료예후

단위: % (명)

구분
치료예후

계 (N)
사망 계속입원 퇴원귀가

전체 3.3 37.9 58.8 100.0 (976)
출생장소 현의료기관 3.5 38.6 57.9 100.0 (893)

타의료기관 1.3 29.1 69.6 100.0 (79)
의료기관이외 50.0 50.0 100.0 (4)

분만방법 질식분만 3.5 34.3 62.2 100.0 (312)
제왕절개분만 3.2 39.7 57.1 100.0 (659)

분만중이송 예 4.3 53.6 42.0 100.0 (69)
아니오 3.2 36.7 60.1 100.0 (907)

출생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2.0 33.2 64.8 100.0 (199)
타지역 3.7 39.2 57.1 100.0 (763)

출생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2.5 36.5 61.0 100.0 (690)
타지역 5.2 41.3 53.5 100.0 (286)

이송기관 소재(기초)2) 동일지역 11.1 55.6 33.3 100.0 (9)
타지역 3.4 53.4 43.1 100.0 (58)

이송기관 소재(광역)2) 동일지역 8.1 45.9 45.9 100.0 (37)
타지역 62.5 37.5 100.0 (32)

주 1) 출생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 광역은 16개 시도, 기초는 시,군,구
   2) 분만 중 이송기관 소재지와 출생의료기관 소재지와의 관계. 단, 분만 중 이송아에 한하며, 광역은 16개 시도, 기

초는 시,군,구

〔그림 4-7〕 치료예후별 거주지 및 출생관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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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지역(7개 역시 혹은 9개 도), 분만  이송여부, 출생의

료기 의 소재지와 거주지역과의 계에 따른 사망 험비를 살펴본 결

과, 단지 거주지역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체  2,500g미만)의 경우, 사망 험

비는 9개 도 거주아가 7개 역시 거주아에 비해 약 2.5배 높았으며, 

최 출생체 아(체  1,500g미만)의 경우에는 2.9배 높은 수 을 나타냈

다(표 4-14 참조).

〈표 4-14〉 신생아사망1) 발생위험요인의 오즈비(Odds Ratio)2), 1999~2008 

구 분

최저출생체중아(1,500g미만) 저출생체중아(2,500g미만)

OR
95.0% C.I.

OR
95.0% C.I.

Lower Upper Lower Upper

거주지 (7개 광역시 기준)

9개도 2.901* 1.129 7.456 2.472* 1.048 5.831 
분만중 이송 (아니오 기준)

예 0.997 0.264 3.763 1.023 0.297 3.527 
출생의료기관 (동일 광역시도 기준)

소재지
3)

타 광역시도 0.874 0.365 2.091 1.658 0.776 3.539 

주: 1)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

   2)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단, 적합모형에 한함(Enter Method, Hosmer Lemeshow test p>0.05). 통계유의도 *: p<0.05
   3) 출생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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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총입원기관수

1 98.9 99.4 89.2 91.8 
2 1.1 0.6 10.5 8.0 
3 0.3 0.2 

입원기관유형1)
상급종합병원 75.8 70.6 59.2 62.6 

종합병원 24.2 29.4 35.7 33.6 
병원 5.1 3.8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부

없음

1명이상 100.0 100.0 100.0 100.0
신생아학

세부전문의여부

없음 2.5 9.0 7.1 
1명이상 100.0 97.5 91.0 92.9 

3. 신생아 집중치료

  가. 입원의료기관 특성

조사 상아의 8.2%는 신생아기 동안 2개 혹은 3개 의료기 에서 입

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기에 최종 으로 입원한 의료기

으로는 상 종합병원이 62.6%를 차지하 으며, 출생체 이 을수록 상

종합병원 입원아의 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바람직한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조사 상아 가운데 7.1%는 신생아학 세부 문의가 없는 신생

아집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5%는 야간당직 의사가 한명

도 없는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 출생체  

1,000g미만의 극 출생체 아 가운데 15.4%는 간호사 1인당 신생아집

치료병상수가 1병상을 과하는 신생아집 치료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나, 선진국의 고 험신생아 리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 임을 시

사하 다(표 4-15 참조)). 

〈표 4-15〉 출생체중별 신생아집중치료실 이용 특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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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야간당직의여부
없음 3.3 2.5 

1명이상 100.0 100.0 96.7 97.5 

간호사당 병상수
1병상이하 84.6 78.6 78.0 78.7 
1병상초과 15.4 21.4 22.0 21.3 

주: 1) 신생아기 마지막 입원기관에 한함

지역별 조사 상아가 이용한 신생아집 치료기 의 유형을 보면, 충북, 

충남, 남지역과 같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상 종합병원의 분율이 

도시지역과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는 이 에 띈

다(표 4-16 참조).

〈표 4-16〉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유형

단위: % (명)

구분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유형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62.5 33.6 3.8 100.0
(N) (604) (325) (37) (966)
서울 67.6 32.4 100.0 
부산 44.1 50.0 5.9 100.0 
대구 87.5 12.5 100.0 
인천 54.2 15.3 30.5 100.0 
광주 77.4 16.1 6.5 100.0 
대전 57.7 42.3 100.0 
울산 14.8 74.1 11.1 100.0 
경기 60.0 38.3 1.7 100.0 
강원 50.0 50.0 100.0 
충북 82.1 17.9 100.0 
충남 85.7 14.3 100.0 
전북 71.0 29.0 100.0 
전남 82.9 8.6 8.6 100.0 
경북 61.0 39.0 100.0 
경남 50.0 43.8 6.3 100.0 
제주 23.1 76.9 100.0 

주: 1) 신생아기 마지막 입원기관에 한함. 단, 거주지 미상(10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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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입원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15.6 15.7 18.4 17.7 

타지역 84.4 84.3 81.6 82.3 

입원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59.3 63.1 72.3 69.6 

타지역 40.7 36.9 27.7 30.4 

〔그림 4-8〕 지역별 동일 시,도 소재 NICU기관 입원아 분율, 의료기관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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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시가 아닌 기타 도지역에서 상 종합병원 이용이 많은 것

은 역설 으로 이들 거주지역에 의료기 이 부재함에 따라 타 지역 의

료기 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최종 입원기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계를 볼 때, 타 지역 소재 신생아집 치료실을 

이용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역단  동일 지역의 분

율은 도시보다 기타 시·도지역에서 낮은 수 을 나타냈다(표 4-17 참조).

〈표 4-17〉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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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동일지역 분율)

기초단위 서울 42.9 21.6 20.9 22.5 
부산 0.0 36.4 23.5 23.5 
대구 0.0 22.2 13.6 14.3 
인천 0.0 0.0 21.7 16.9 
광주 0.0 0.0 11.5 9.7 
대전 0.0 0.0 22.2 15.4 
울산 0.0 25.0 30.0 25.9 
경기 4.2 7.7 9.6 8.8 
강원 75.0 50.0 50.0 54.2 
충북 16.7 16.7 25.0 21.4 
충남 0.0 0.0 0.0 0.0
전북 40.0 50.0 25.0 29.0 
전남 0.0 0.0 7.4 5.7 
경북 0.0 25.0 24.0 19.5 
경남 100.0 8.3 28.6 25.0 
제주 0.0 0.0 50.0 46.2 

광역단위 서울 85.7 100.0 97.4 97.1 
부산 83.3 90.9 84.3 85.3 
대구 66.7 88.9 93.2 91.1 
인천 83.3 42.9 67.4 66.1 
광주 100.0 66.7 92.3 90.3 
대전 33.3 80.0 88.9 80.8 
울산 33.3 25.0 65.0 55.6 
경기 41.7 43.6 59.9 55.4 
강원 100.0 100.0 93.8 95.8 
충북 33.3 66.7 56.3 53.6 
충남 100.0 75.0 51.9 60.0 
전북 100.0 100.0 75.0 80.6 
전남 0.0 0.0 11.1 8.6 
경북 0.0 25.0 32.0 24.4 
경남 100.0 25.0 71.4 60.4 
제주 (a) 100.0 75.0 76.9 

 주: (a) 대상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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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거주지와 NICU기관 소재지의 관계

5.7

19.5

21.4

8.8

25.9

0

25

16.9

46.2

29

15.4

23.5

9.7

14.3

54.2

22.5

2.9

4.9

32.1

46.7

29.6

60

35.4

49.2

30.8

51.6

65.4

61.8

80.6

76.8

41.7

74.5

91.4

75.6

46.4

44.6

44.4

40

39.6

33.9

23.1

19.4

19.2

14.7

9.7

8.9

4.2

2.9

0% 20% 40% 60% 80% 100%

전남

경북

충북

경기

울산

충남

경남

인천

제주

전북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서울

동일 시,군,구 타 시,군,구 타 광역시,도

  나. 입원경위

체 조사 상아의 91.2%는 출생 후 곧바로 출생의료기  내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하 으나, 7.7%는 타 의료기 에서 출생 후 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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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생 후의 원은 출생체  1,500g 이상아에서 10.1%로 출생체  

1,500g 미만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표 4-18 참조).). 

〈표 4-18〉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경위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현기관출생후 곧바로 98.9 99.4 88.4 91.2 
현기관출생퇴원후 재입원 0.6  0.4 

타기관으로부터 전원 1.1 0.6 10.1   7.7 
기타 1.0  0.7 

주: 1) 신생아기 마지막 입원기관에 한함

치료과정에서의 원이나 분만 의 이송은 일부 특수한 를 제외하

고는 보다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따라서, 

출생체 아와 같이 문  치료장비와 인력 그리고 안 한 외부환경에 

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 의료기 에서 리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동 

의 안 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게 요하다.

출생의료기 에서 타 의료기 의 신생아집 치료실로 원된 조사 상

아는 체의 7.7%에 해당하는 75명으로, 출생체  1,500g미만아는 단 

2명이었는데, 모두 구 차를 이용하 으며 의사가 동승하고 이송용 인큐

베이터를 사용하 다. 출생체  1,500g이상아의 경우에는 구 차이용이 

76.7% 으며 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45.8% 고 문인력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22.2% 다. 한 이송용 인큐베이터는 약 반수에서 사용되

었다. 그밖에 이송용 ambubag은 출생체  1,000g미만아에서만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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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  간 거리는 지역구분을 토 로 볼 때, 동일한 시,군,구(기

지역)에 치한 경우가 17.8% 으며 동일한 시,도( 역지역)에 치한 

경우는 78.1% 다. 하지만, 출생체  1,000g 미만아는 1명에 불과하긴 

하나 이송과정 에 많은 험이 따를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타 역 

시,도로 원되었다(표 4-19 참조).

〈표 4-19〉 전원 시 관리상태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1) (1) (73) (75)

이송방법

구급차(1339, 병원) 100.0 100.0 76.7 77.3 
개인(보호자) 21.9 21.3 

기타 1.4 1.3 

동승인력

의사 100.0 100.0 45.8 47.3 
간호사 31.9 31.1 

전문인력없음 22.2 21.6 

인큐베이터
예 100.0 100.0 50.7 52.1 

아니오 49.3 47.9 

인공호흡기
예 3.0 2.9 

아니오 100.0 100.0 97.0 97.1 

ambubag
예 100.0 8.8 10.0 

아니오 100.0 91.2 90.0 
이송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18.3 17.8 
타지역 100.0 100.0 81.7 82.2 

이송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100.0 78.9 78.1 
타지역 100.0 21.1 21.9 

주: 1) 이송 전, 후 의료기관 소재지의 관계. 단 신생아기 마지막 입원의료기관으로서 광역은 16개 시·도, 기초는 시·군·구. 

원을 통한 입원은 역시 가운데 서울, 인천, 지역에서 매우 낮

은 수 을 보 으며, 기타 시에서는 강원, 남, 경남지역의 원을 통한 

입원의 분율이 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표 4-20 참조). 



제4장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109

거주지
입원경로

계 (N)
현 기관출생 현 기관 재입원 전원 기타

서울 95.1 1.5 2.9 0.5 100.0 (204)
부산 82.4 17.6 100.0 (68)
대구 85.7 14.3 100.0 (56)
인천 96.6 1.7 1.7 100.0 (59)
광주 90.3 9.7 100.0 (31)
대전 100.0 100.0 (26)
울산 81.5 18.5 100.0 (27)
경기 89.2 0.4 9.6 0.8 100.0 (240)
강원 95.8 4.2 100.0 (24)
충북 85.7 10.7 3.6 100.0 (28)
충남 88.6 8.6 2.9 100.0 (35)
전북 93.5 6.5 100.0 (31)
전남 94.3 5.7 100.0 (35)
경북 92.7 7.3 100.0 (41)
경남 97.9 2.1 100.0 (48)
제주 100.0 100.0 (13)
계 91.4 0.4 7.6 0.6 100.0 (966)

〈표 4-20〉 거주지별 입원경로

단위: % (명)

의료기 이 도시에 집  분포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서울 등 

역시지역에서의 낮은 원율은 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타 도지

역은 내 이용가능한 의료기 의 부족 하에서 출산 에 미리 상 의

료기  등을 이용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는 고 험신생아 리와 

련하여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응 의 경우를 포함하여 경제  부담

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된 신생아의 거주지와 출생의료기  소재지 간 계를 통해 일부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강원을 외로 하고 남, 경남지역의 

경우에 원된 신생아의 수가 거주지와 다른 역시도에서 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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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전원된 신생아의 거주지와 출생의료기관 간 관계

단위: % (명)

거주지
기초 광역

계 (N)1)

동일지역 타지역 동일지역 타지역

서울 33.3 66.7 100.0 100.0 (6)
부산 66.7 33.3 100.0 100.0 (12)
대구 62.5 37.5 100.0 100.0 (8)
인천 100.0 100.0 100.0 (1)
광주 33.3 66.7 100.0 100.0 (3)
울산 20.0 80.0 40.0 60.0 100.0 (5)
경기 52.2 47.8 87.0 13.0 100.0 (23)
강원 100.0 100.0 100.0 (1)
충북 50.0 50.0 66.7 33.3 100.0 (3)
충남 33.3 66.7 100.0 100.0 (3)
전북 100.0 100.0 100.0 (2)
전남 100.0 100.0 100.0 (2)
경북 100.0 100.0 100.0 (3)
경남 100.0 100.0 100.0 (1)
계 50.0 50.0 86.3 13.7 100.0 (73)

주: 1) 거주지 미상 2명 제외. 제주 지역 대상 없음

  다. 진단 및 치료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환아의 진단이나 치료내용을 보는 은 

그 성을 논의하기보다는 환아의 상태를 가늠하고 한 치료장비

의 수요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 기 정보로 활용하는데 있다. 즉, 신생아

집 치료실은 필수치료장비의 구비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아의 

상태에 따라 문 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치료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여건을 갖춘 의료기 에 원되어 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고 험신생아 치료에 일반 으로 용되고 있는 치료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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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및 산소 치료   □1. 예            □2. 아니오

광선 치료   □1. 예            □2. 아니오

인공호흡기 치료   □1. 예            □2. 아니오

nitric oxide 치료   □1. 예            □2. 아니오

교환 수혈   □1. 예            □2. 아니오

투석 (혈액/복막/CART)   □1. 예            □2. 아니오

수술   □1. 예 ↴         □2. 아니오

             수술의 종류 (*모두 표시)  

□1) 심장수술(BCMO 포함) □2) 소화기계수술    □3) 비뇨기계수술    

□4) 신경계수술         □5) 안과수술       □6) 정형외과수술     

□7) 기타                                 

조사 결과, 조사 상아의 약 90%가 인큐베이터  산소치료를 받았

으며 선치료는 80%에서, 인공호흡기치료는 47.7%에서, nitric_oxide

치료는 1.6%에서, 교환수 은 0.5%에서, 투석치료는 0.2%에서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치료는 출생체 이 을수록 치료를 받은 경우의 

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에 있는 등 일반 인 상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1,000g미만아에서 1,000g이상에 비해 nitric_oxide치료, 교환수 , 

투석치료 등 보다 세분화된 문치료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은 선진국의 험수 에 따른 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에 한 당

성을 높여주고 있다(표 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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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인큐베이터및산소치료 예 100.0 97.5 86.6 89.6 
아니오 2.5 13.4 10.4 

광선치료 예 84.6 94.3 76.2 80.0 
아니오 15.4 5.7 23.8 20.0 

인공호흡기치료 예 97.8 78.1 34.5 47.7 
아니오 2.2 21.9 65.5 52.3 

nitric_oxide치료 예 6.6 2.5 0.7 1.6 
아니오 93.4 97.5 99.3 98.4 

교환수혈 예 2.2 0.6 0.3 0.5 
아니오 97.8 99.4 99.7 99.5 

투석치료 예 1.1 0.1 0.2 
아니오 98.9 100.0 99.9 99.8 

수술여부 예 18.7 7.6 3.2 5.4 
아니오 81.3 92.4 96.8 94.6 

〈표 4-22〉 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내용: 출생체중별

단위: %(명)

수술은 체의 5.4%인 52명이 받았으며, 수술내용은 심장수술이 

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화기계수술이 30.8%를 차지하 다. 

출생체  1,000g 미만아에서는 심장수술이 82.4%로 가장 많았으며, 

1,500~2499g 아에서는 소화기계수술이 56.5%로 가장 많았다(표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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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모두 표시

(□01. 저출생체중아 Prematurity LBW     □02. 최저출생체중아 Prematurity VLBW   
 □03. 극저출생체중아 Prematurity ELBW)택일  
(□04. 부당경량아 SGA    □06. 부당중량아 LGA)택일  
 □11. 중추신경계이상 CNS anomaly    □12. 뇌실태출혈 IVH(≥3도)

〈표 4-23〉 수술종류: 출생체중별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17) (12) (23) (52)

심장수술 82.4 66.7 13.0 48.1 
소화기계수술 5.9 16.7 56.5 30.8 
비뇨기계수술 - - 4.3 1.9 
신경계수술 5.9 - 4.3 3.8 
안과수술 - 16.7 4.3 5.8 

정형외과수술 - - 4.3 1.9 
기타 수술1) 5.9 - 13.0 7.7 

주: 1) clme(internal  juqular V), PD(peritoneal Dialysis)catheter insertion, PDA ligation, r/o intussusleptizn
으로exploative Laparotomy, TEF repair, tracheostomy

조사 상아 체를 상으로 추정해 볼 때, 심장수술을 받은 환아는 

출생체  1,000g미만아에서 15.4% 고, 출생체  1,000~1,499g 아에서 

5% 으며 체 으로는 2.6% 다. 한 소화기계수술은 체 조사 상

아의 1.6%에서 받았다. 신생아의 심장수술과 소화기계수술은 모두 생명

의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 수술을 해서는 마취의학과, 외과 등 타 

문과목과의 연계가 필수 이다. 그리고 이는 고도 험의 신생아를 리

하는 의료기 의 인력이나 시설․장비기 에 용되고 있음을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한, 고 험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질환이나 증상들로서 다음의 

상태에 한 진단여부를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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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산소허혈성뇌병증 HIE    □14. 수두증 Hydrocephalus    □15. 경련 Seizure  
□16. 근신경계질환 NM disease     □21. 폐기형 Lung anomaly    □22. 신생아호흡곤란증 RDS  
□23. 신생아일과성빈호흡 TTN    □24. 태변흡인증후군 MAS    □25. 공기누출증후군 Air leak
□26. 폐렴 Pneumonia    □27. 무호흡 Apnea    □28. 기관지폐이형성증 BPD    
□31. 심장기형 Heart anomaly    □32. 동맥관개존증 PDA    □33. 신생아동맥고혈압지속증 PPHN  
□41. 위장관계이상 GI anomaly    □42. 황달 Jaundice     □43. 괴사성장염 NEC 
□51. 선천성감염 Congenital infection    □52. 패혈증 Sepsis    □61. 급성신부전 ARF 
□62. 탈수 Dehydration    □71. 미숙아망막증 ROP    □91. 기타 이상 Other anomalies  
□92. 증후군적 이상 Syndromic disorder    □93. 유전성대사질환 Inborn Error Metabolism

조사 결과, 체의 19.2%는 임신주수에 비해 체 이 은 부당경량아 

으며, 출생체  1,500~2,499g에서는 임신주수에 비해 체 이 큰 부당

량아도 포함되었다. 황달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난 것은 신생아호흡곤란증과 무호흡으로 각각 37%와 22.2% 다.

질환 혹은 증상은 출생체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생체  1,000g미만아에서는 신생아호흡곤란증이 9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생아의 사망원인으로서 신생아호흡곤란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 련된다(최정수 외, 2011). 

  



제4장 저출생체중아 치료 및 관리실태 ∙115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N) (91) (160) (725) (976)
부당경량아 SGA 17.6 17.5 19.7 19.2 
부당중량아 LGA 0.0 0.0 0.7 0.5 

중추신경계이상 CNS Anomaly 2.2 0.0 1.4 1.2 
뇌실내출혈 IVH≥3도 14.3 3.1 0.3 2.0 

저산소혀혈성뇌병증 HIE 4.4 1.9 1.0 1.4 
수두증 Hydrocephalus 4.4 1.9 0.6 1.1 

경련 Seizure 5.5 1.9 1.7 2.0 
근신경계질환 NM disease 0.0 0.0 0.1 0.1 

폐기형 Lung anomaly 2.2 0.0 0.1 0.3 
신생아호흡곤란증 RDS 92.3 71.3 22.5 37.0 

신생아일과성빈호흡 TTN 0.0 2.5 12.6 9.7 
태변흡인증후군 MAS 0.0 0.6 1.8 1.4 
공기누출증후군 Airleak 7.7 2.5 1.9 2.6 

폐렴 Pneumonia 2.2 3.8 3.3 3.3 
무호흡 Apnea 56.0 39.4 14.2 22.2 

기관지폐이형성증 BPD 34.1 13.8 1.1 6.3 
심장기형 Heart anomaly 11.0 7.5 5.0 5.9 

동맥관개존증 PDA 57.1 47.5 12.0 22.0 
신생아폐동맥고혈압지속증 PPHN 3.3 1.9 1.0 1.3 

위장관계이상 GI anomaly 2.2 0.0 1.8 1.5 
황달 Jaundice 54.9 58.8 58.9 58.5 

괴사성장염 NEC 8.8 4.4 0.6 1.9 
선천성감염 Congenital infection 4.4 1.3 1.0 1.3 

패혈증 Sepsis 28.6 21.3 7.2 11.5 
급성신부전 ARF 11.0 3.1 0.3 1.7 

탈수 Dehydration 0.0 0.0 0.4 0.3 
미숙아망막증 ROP 5.5 3.1 0.8 1.6 

유전성대사질환 Inborn Error Metabolism 1.1 0.6 0.4 0.5 

〈표 4-24〉 주요 질환 혹은 증상의 유병률1)

단위: % (명)

주: 1) 진단 ‘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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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질환 혹은 증상들은 신생아의 험수 에 따라 복합 으로 발

될 소지가 많은데, 실제로도 출생체  1,000g미만아, 1,000~1,499g아, 

1,500~2,499g아 간 진단된 질환 혹은 증상의 수는 출생체 이 을수

록 유의하게 많았다(F=176.824 P=0.000).  

<표 4-25>의 28개 질환 혹은 증상 가운데 출생체  1,000g 미만아

는 평균 4.3개에 하여 진단을 받았으며, 5개 이상에 하여 진단을 받

은 경우는 42.9% 다(표 4-25 참조).  

  

〈표 4-25〉 주요 질환 혹은 증상의 유병률

단위: % (명)

구분
출생체중

계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계 100.0 100.0 100.0 100.0
(N) (91) (160) (725) (976)

질환(증상)수1) 0 1.3 13.9 10.6 
1 8.8 16.3 34.9 29.4 
2 6.6 21.9 29.5 26.1 
3 20.9 23.1 14.8 16.7 
4 20.9 19.4 3.3  7.6 
5 13.2 6.9 1.7   3.6 
6 14.3 8.8 1.1  3.6 
7 11.0 1.3 0.8  1.8 
8 3.3  0.3 
9 1.3  0.2 
10 1.1  0.1 

총 질환수 395 502 1248 2145
평균 질환수±SD 4.3±2.0 3.1±1.7 1.7±1.3 2.2±1.7 

주: 1) 표()의 질환 혹은 증상 중 진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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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료예후

계 (N)
사망 퇴원귀가 계속입원

전체 3.3 58.8 37.9 100.0 (976)
입원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4.3 55.2 40.6 100.0 (611)

종합병원 1.8 62.2 36.0 100.0 (328)
병원 89.2 10.8 100.0 (37)

입원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2.3 62.6 35.1 100.0 (171)
타지역 3.5 58.0 38.5 100.0 (795)

입원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2.5 61.0 36.5 100.0 (679)
타지역 5.1 53.9 41.1 100.0 (297)

소아과전 문의여부 없음 　

1명이상 3.3 58.8 37.9 100.0 (976)
신생아학전 문의사여부 없음 1.4 79.7 18.8 100.0 (69)

1명이상 3.4 57.2 39.4 100.0 (907)
야간당직 의사여부 없음 100.0 100.0 (24)

1명이상 3.4 57.8 38.8 100.0 (952)
간호사당 병상수 1병상이하 3.0 59.7 37.3 100.0 (762)

1병상초과 4.4 53.9 41.7 100.0 (206)

  라. 신생아집중치료와 치료예후

고 험신생아를 한 신생아집 치료기 의 인력  장비, 진단, 치료

내용 등은 치료 후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서, 선진국이 정하

고 있는 험수 별 신생아 리를 한 인력이나 시설기  들은 우리에

게 많은 을 시사하고 있다.

신생아집 치료기 의 특성별 치료 후를 보면 출생의료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사망  계속입원

의 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  기 단 에서 모두 치료기

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 사망의 분율이 높았다. 한 신생아

학 세부 문의가 없는 기 과 간호등 이 낮은 기 에서 사망이 발생함

으로써, 험수 이 높은 신생아가 당 부터 부 하게 리되었음을 

간 으로 드러내었다(표 4-26 참조).

〈표 4-26〉 신생아집중치료 특성별 치료예후

단위: % (명)

주 1)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 광역은 16개 시도, 기초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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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료예후

계
사망 퇴원귀가 계속입원

계

(N)
100.0
(32)

100.0
(574)

100.0
(370)

100.0
(976)

입원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81.3 58.7 67.0 62.6 
종합병원 18.8 35.5 31.9 33.6 

병원 5.7 1.1 3.8 
입원기관

소재(기초)1)
동일지역 12.5 18.8 16.4 17.7 
타지역 87.5 81.2 83.6 82.3 

입원기관

소재(광역)1)
동일지역 53.1 72.1 67.0 69.6 
타지역 46.9 27.9 33.0 30.4 

진단2) 부당경량아 21.9 23.5 12.2 19.2 
부당중량아 0.5 0.5 0.5 
중추신경계이상 1.4 1.1 1.2 
뇌실내출혈 21.9 3.8 2.2 
저산소혀혈성뇌병증 3.1 0.7 2.4 1.4 
수두증 6.3 0.3 1.9 1.1 
경련 12.5 0.7 3.2 2.0 
근신경계질환 0.3 0.1 
폐기형 3.1 0.2 0.3 0.3 
신생아호흡곤란증 87.5 17.9 62.7 37.2 
신생아일과성빈호흡 14.3 3.5 9.7 
태변흡인증후군 3.1 1.9 0.5 1.4 
공기누출증후군 15.6 1.9 2.4 2.6 
폐렴 3.1 3.5 3.0 3.3 

체 신생아 사망의 18.8%는 종합병원 입원아에서 발생하 으며, 

46.9%는 거주지와 다른 역시·도 의료기  입원아에서 발생하 다. 

사망아에서 많이 나타난 질환 혹은 증상은 신생아호흡곤란증, 패 증, 

성신부 , 심장기형, 폐기형, 장 계이상, 선천성감염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신생아호흡곤란증은 최근에 올수록 신생아사망원인으로도 비 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로는 인공호흡기치료와 nitric_oxide 치료

율이 사망아에서 비교  높았다(표 4-27, 표 4-28 참조). 

〈표 4-27〉 치료예후별 신생아집중치료 특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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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신생아사망(생후1주이내)

순위1) 사망 원인(ICD-10)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072)(1,609)(1,112) (861) (732) (689) (651)
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17.9 20.4 22.7 20.3 23.8 29.3 35.3 
2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에 관련된 장애 (P05-P08) 16.6 18.1 15.1 15.6 14.8 11.9 9.8 
3 나머지 출생전후기 병태 (P29, P35, P37, P39, P70-P96) 18.2 12.4 8.4 7.2 9.8 7.8 7.8 
4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P24-P28) 10.2 9.1 10.8 11.4 10.4 10.9 7.1 
5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4.1 3.3 5.1 4.5 5.6 -　6.5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이상소견 (R00-R94, R96-R99) 2.8 5.3 8.4 14.6 10.2 5.5 6.3 
7 기타 선천 기형 (Q10-Q18, Q30-Q89) 5.0 5.8 9.0 6.4 6.3 7.4 5.5 
8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P36) 8.5 4.4 5.4 5.1 3.6 3.3 5.4 
9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P20-P21) 7.6 7.1 3.8 4.5 4.4 8.3 4.5 

구분
치료예후

계
사망 퇴원귀가 계속입원

무호흡 25.0 10.5 40.3 22.2 
기관지폐이형성증 0.7 15.7 6.4 
심장기형 9.4 4.7 7.6 5.9 
동맥관개존증 28.1 8.5 43.0 22.2 
신생아폐동맥고혈압지속증 9.4 0.7 1.6 1.3 
위장관계이상 3.1 1.2 1.9 1.5 
황달 25.0 58.4 61.6 58.5 
괴사성장염 9.4 0.3 4.1 2.0 
선천성감염 3.1 0.7 2.2 1.3 
패혈증 31.3 6.3 18.1 11.6 
급성신부전 18.8 3.2 1.8 
탈수 3.1 0.3 0.3 0.4 
미숙아망막증 0.5 3.5 1.6 
유전성대사질환 0.5 0.5 0.5 

치료2) 인규베이터및산소치료 100.0 85.8 94.6 89.6 
광선치료 59.4 73.7 91.3 80.0 
인공호흡기치료 96.9 27.9 73.5 47.7 
치료_nitric_oxide 22.6 0.4 1.6 1.6 
교환수혈 0.2 1.1 0.5 
투석 3.2 0.3 0.2 

주 1)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단, 광역은 16개 시도, 기초는 시,군,구
   2) ‘예’의 경우만 제시

〈표 4-28〉 신생아사망의 10대 사망원인, 1996~2008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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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신생아사망(생후1주이내)

순위1) 사망 원인(ICD-10)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10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Q25-Q28) -　 - - 2.9 - 2.5 2.8 
기타

2) 심장의 선천 기형 (Q20-Q24) 3.5 6.3 - - 3.7 4.6 -
10위 이외 질환 5.6 7.6 6.0 7.4 7.5 8.4 9.1 

신생아사망(생후4주이내)

순위1) 사망 원인(ICD-10) 1996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56) (2,332) (1,637) (1,246) (1,113) (1,036) (914)

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14.6 17.2 18.1 17.6 19.4 27.2 31.5 
2 나머지 출생전후기 병태 (P29, P35, P37, P39, P70-P96) 19.1 14.2 11.9 8.4 10.5 9.7 9.1 
3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P36) 12.6 8.1 8.6 9.1 8.8 4.8 8.4 
4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에 관련된 장애 (P05-P08) 13.3 14.0 12.5 12.8 11.8 8.6 8.3 
5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P24-P28) 9.3 8.7 9.2 10.0 11.0 10.0 6.5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4.4 3.9 5.6 5.6 6.7 4.2 6.3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이상소견 (R00-R94, R96-R99) 2.9 4.6 8.0 12.8 8.4 5.0 5.6 
8 기타 선천 기형 (Q10-Q18, Q30-Q89) 4.5 5.5 7.9 5.1 5.8 7.1 5.3 
9 심장의 선천 기형 (Q20-Q24) 5.3 7.7 7.0 5.0 5.4 5.5 4.7 
10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P20-P21) 6.0 5.7 3.2 3.7 3.3 6.8 3.2 

10위 이외 질환 8.0 10.6 8.0 9.9 8.8 11.0 11.2 
  주: 1) 2008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함

     2) 2008년도 10대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최정수 외, 2011:32-3)

앞서 고찰한 미국, 일본, 국에서의 고 험신생아 리는 특히, 출생

체  1,000g 미만의 극 출생체 아에 하여는 갑작스러운 상태악화에 

비하여 집 치료능력을 갖춘 문의사가 항상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사 비 신생아수가 1:1을 유지하도록 기 을 정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체  1,000g미만아의 15.4%가 

간호사 1인당 1개 이상의 병상을 리하는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치료

를 받은 가운데, 신생아사망은 간호사가 1개이상의 병상을 리하는 신

생아집 치료실에서 많았다(그림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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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당 병상수 기준별 치료예후

1병상이하 1병상초과 1병상이하 1병상초과 1병상이하 1병상초과

1000g미만 1000~1499g 1500~2499g

퇴원 1.3 0.0 15.2 8.8 77.7 68.4 

입원중 77.9 57.1 82.4 82.4 21.6 31.6 

사망 20.8 42.9 2.4 8.8 0.7 0.0 

0%

20%

40%

60%

80%

100%

이에 신생아집 치료기 의 간호사당 병상수와 신생아집 치료기 의 

소재지 특성에 따른 최 출생체 아와 출생체 아의 사망 험비를 살

펴본 결과, 최 출생체 아는 간호사 당 병상수가 1병상을 과하는 경

우에 1병상이하의 경우보다 사망 험비가 1.5배 높았다. 그러나 출생

체 아에서는 신생아집 치료기 의 소재지가 거주지 외 역시,도의 경

우에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 신생아집 치료기 이 집  

분포하고 있는 도시 거주아의 사망 험비가 낮음을 시사하 다(표 

4-29 참조).

  

〈표 4-29〉 신생아사망1) 발생위험요인의 오즈비(Odds Ratio)2), 1999~2008 

구 분

최저출생체중아(1,500g미만) 저출생체중아(2,500g미만)

OR
95.0% C.I.

OR
95.0% C.I.

Lower Upper Lower Upper

간호사당 병상수 (1.0 이하 기준)

1.0 초과 2.508* 1.013 6.210 1.671 0.751 3.718 
NICU기관 (동일 광역시도 기준)

소재지3) 타 광역시도 1.512 0.653 3.498 2.231* 1.087 4.576 
주: 1)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

   2)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단, 적합모형에 한함(Enter Method, Hosmer Lemeshow test p>0.05). 통계유의도 *: p<0.05
   3)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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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54년에 의과 학의 신생아학 강의가 처음 시작되었

고, 1950-60년 에 신생아실이 독립 으로 개설되었다. 1970년 에 보

육기가 도입되면서 미숙아실(조산실)이 개설되어 미숙아를 독립 으로 

리하기 시작하 고, 1980년 에 신생아집 치료실이 개설되어 인공호

흡기  특수 보육기들을 사용하면서 고 험 신생아를 리하기 시작하

다. 1990년 에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서 인공 폐 표면활성제 투

여, 고빈도 인공호흡기 사용 등 특수 치료법이 도입되었다. 2000년 에 

들어와서 각종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부분 이지만 지역화 제도도 

도입되었다. 2002년에는 한국 최 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생아과가 소

아청소년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으로 운 되기 시작하 다.

학회 활동으로는 1986년에 한주산의학회가 창립되고, 1986년부터 

국 규모의 신생아집담회가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 한신생아학회, 

2000년에 신생아 환자간호학회가 창립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신생아학 세부 문의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   입원료 부분에서는 1975년에 처음으로 

보육기 수가 산정, 1983년에 신생아 집 치료실 입원료 책정, 1988년에 

신생아 집 치료실 입원 리료 산정, 1994년에 신생아집 치료실 시설 

기 , 입원기  수립  신생아 집 치료비 별도 산정, 2006년에 신생아

집 치료실 입원기  변경, 2007년 10월에 신생아집 치료실 등 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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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인상, 2009년 1월부터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  변경  입원료 

체감제 폐지(2009년 1월) 등이 있었다. 

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 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신생아집충치료 병상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최근에는 미국, 일본, 

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생 후기와 연계한 고 험신생아 

치료체계를 우리나라에도 구축하는 방안에 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문의 제도 하에서 의원까지도 

부분 문과목을 표방하여 개설하는 추세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와 신생아를 한 소아청소년과가 동시에 운 되는 시설은 소수의 병원

을 제외하고는 체로 종합병원  이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의료인의 도시 선호와 더불어 최근에는 분만을 기피하는 산부인과까지 

증가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임산부나 신생아가 진료기 을 찾아 

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고 있다.

이에 출생체 아와 같은 고 험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집

치료실의 설치와 가용 장비  인력 황에 하여 지역별로 살펴보

았다. 특히, 여기서는 신생아집 치료자원의 공 과 지역별 출생체 아 

발생을 연계하여 으로써 자원배분의 성을 진단하고 한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과도 연 시켜 보았다. 그밖에도 지난 조사결과와 비

교함으로써 자원의 공   배분에 있어서의 변동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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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및 병상

건강보험 요양기 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  신생아집 치

료실은 국 108개 의료기 에서 운  에 있다. 하지만 이들 기 에

한 조사 결과, 11개 의료기 은 신생아집 치료실을 재 운 하지 않

고 있음으로써 실제 신생아집 치료기 은 총 97개 기 이었다. 신고 기

수와 실제 운 하고 있는 기 수의 차이는 상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

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나타났으며 병원의 경우 당  16개 기 이었으

나 실제로는 8개 기 이었고 의원은 실제로는 단 한곳도 신생아집 치

료실을 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 치료실이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상은 앞서 입원아의 치료내용이나 수술에서 보듯이, 여러 문분야의 

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시설의 공 이나 배

분의 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상 종합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병원이나 의원만큼 기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지역별 배분에 한계가 있으며 더우기 의료기  간 역할분담이 없는 상

태에서는 필요할 때 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역단  진료 달체계를 구축하는 추세

로, 여기에는 문치료의 요구도에 따른 의료기 의 구분과 역할분담이 

제되고 있다.

신생아집 치료실을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 의 유형별 지역 간 분포

를 보면, 상 종합병원은 서울, 부산, 구, 경기 등 4개 역시·도에 

체의 71.4%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합병원도 이들 지역에 체의 61.6%

가 소재하고 있다. 이는 이들 4개 지역의 출생아 수가 총 출생아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출생체 아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 임을 감안

할 때 이들 지역에 과다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16개 



128∙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역시·도 가운데 9개지역에서 신생아집 치료기 의 분포가 출생체

아의 분포보다 낮은 수 을 나타냈다(표 5-1 참조).  

〈표 5-1〉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유형별 지역 간 분포 

단위: %(개소, 명)

지역
의료기관 유형 저출생체중아

(2,500g미만)
총 출생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소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2) (47) (8) (97) (24,647) (471,265)
서울 40.5 25.5 29.9 19.5 19.4 
부산 9.5 8.5 12.5 9.3 6.2 5.9 
대구 9.5 2.1 5.2 4.7 4.4 
인천 4.8 2.1 12.5 4.1 6.0 5.5 
광주 4.8 2.1 12.5 4.1 2.9 3.0 
대전 2.4 4.3 3.1 3.0 3.1 
울산 2.1 12.5 2.1 2.4 2.4 
경기 11.9 25.5 12.5 18.6 25.6 25.9 
강원 2.4 4.3 3.1 2.7 2.6 
충북 2.4 2.1 2.1 3.2 3.1 
충남 4.8 2.1 4.1 4.3 
전북 4.8 2.1 3.1 3.4 3.4 
전남 25.0 2.1 3.7 3.5 
경북 8.5 4.1 5.0 5.1 
경남 2.4 6.4 12.5 5.2 6.7 6.9 
제주 4.3 2.1 1.1 1.2 

주: 1) 2011년 출생아 기준. 단 체중미상(301명) 제외 

    : 신생아집중치료기관 분포가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 분포보다 적은 지역

신생아집 치료기 은 지역 간 편 상태도 요하지만 이에 앞서 총

수 측면에서 한 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도 신생아집 치료기 수는 총합 출생 후기진료센터와 지역 출생 후기

진료센터를 합할 경우 시설당 출생아수가 3,400여명으로, 우리나라의 시

설당 출생아수 4,800여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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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출생 수

총합 

출생전후기

진료센터

지역 

출생전후기진

료센터
Hokkaido Hokkaido 5,517,000 41,074 3 25
Tohoku Aomori 1,388,000 10,187 1 4

Iwate 1,347,000 10,223 1 3
Miyagi 2,329,000 19,863 1 10
Akita 1,105,000 7,421 1 2

Yamagata 1,182,000 9,164 0 0
Fukushima 2,043,000 16,908 1 5

Kanto Ibaraki 2,923,000 24,592 2 4
Tochigi 1,981,000 17,240 2 7
Gumma 1,975,000 17,044 1 5
Saitama 7,019,000 60,520 1 5
Chiba 6,039,000 52,306 2 4
Tokyo 12,552,000 106,015 9 14

Kanagawa 8,784,000 79,179 4 12
Chubu Niigata 2,380,000 18,388 2 4

Toyama 1,088,000 8,709 1 4
Ishikawa 1,158,000 10,199 1 0

Fukui 801,000 7,139 1 7
Yamanashi 857,000 6,908 1 4

Nagano 2,135,000 18,129 1 7
Gifu 2,053,000 17,506 1 4

Shizuoka 3,712,000 32,701 3 9
Aichi 7,203,000 71,029 2 10

Kansai Mie 1,828,000 15,633 1 4
Shiga 1,375,000 13,487 1 2
Kyoto 2,587,000 21,842 1 18
Osaka 8,639,000 77,400 5 13
Hyogo 5,504,000 48,833 1 9
Nara 1,395,000 10,981 1 0

Wakayama 1,007,000 7,866 1 1
Chugoku Tottori 591,000 4,878 1 1

Shimane 720,000 5,685 1 2
Okayama 1,930,000 17,044 2 4
Hiroshima 2,836,000 25,560 2 7
Yamaguchi 1,452,000 11,560 1 5

Shikoku Tokushima 790,000 5,893 1 0
Kagawa 996,000 8,600 2 0

〈표 5-2〉 일본의 지역별 출생아 수 대비 신생아집중치료기관수, 2008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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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출생 수

총합 

출생전후기

진료센터

지역 

출생전후기진

료센터
Ehime 1,436,000 11,561 1 3
Kochi 771,000 5,788 1 0

Kyushu Fukuoka 5,013,000 46,695 5 4
Saga 852,000 7,819 0 0

Nagasaki 1,434,000 12,173 1 3
Kumamoto 1,813,000 16,462 1 2

Oita 1,192,000 10,306 1 2
Miyazaki 1,133,000 10,292 1 7

Kagoshima 1,713,000 15,445 1 4
Okinawa Okinawa 1,369,000 16,736 2 2

계 125,947,000 1,091,156 77 242
자료: 배종우(2010).

한편, 신생아집 치료실 병상은 당  108개 의료기 의 1,433병상에

서 97개 의료기 의 1,484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

원에서 실제보다 은 수의 병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변경사항에 한 신고 락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일

부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신생아실과 신생아집 치료실을 분리하

지 않고 운 하고 있는 과도 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신

고병상의 경우, 일정한 기 이 없이 의료기 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를 들면, 인큐베이터 수를 기 으로 신

고하는 경우, 가용병상수를 기 으로 하여 실제로는 인큐베이터가 더 많

은 경우, 인큐베이터와 바구니 수를 합한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생아집 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 수와 

이들의 총 병상수는 2005년 비 2010년에 격히 감소하 다가 2012

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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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2005 v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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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신손문 외, 2005.   2. 장윤실 외, 2010.

신생아집 치료실 병상수는 최소 2병상에서 최  50병상으로 기 당 

평균 15병상이었으며, 기 당 평균병상수는 상 종합병원이 50병상으로 

가장 많았다(표 5-3 참조).

〈표 5-3〉 의료기관 유형별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수

단위: 개소, 개

구 분 기관수
병상수

총 평균 최소 최대

   상급종합병원 42  820 20 4 50
   종합병원 47  571 12 2 30
   병원  8   93 12 3 30

계 97 1484 15 2 50

이와 련하여 일본은 신생아집 치료에 수반되는 문인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략 으로 시설당 6병상 내지 9병상(바람직하게는 12병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신생아집 치

료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지 된 문인력의 미

흡 상과도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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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총 병상수 기관당 평균 병상수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서울 334 132 466 20 11 16 
부산 60 47 8 115 15 12 8 13 
대구 49 8 57 12 8 11 
인천 48 4 7 59 24 4 7 15 
광주 38 10 30 78 19 10 30 20 
대전 34 35 69 34 18 23 
울산 15 5 20 15 5 10 
경기 97 145 3 245 19 12 3 14 
강원 25 22 47 25 11 16 
충북 25 21 46 25 21 23 
충남 45 45 23 23 
전북 40 7 47 20 7 16 
전남 35 35 18 18 
경북 51 51 13 13 
경남 25 51 5 81 25 17 5 16 

〔그림 5-2〕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기관의 병상규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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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병상이상 25 9 5 3 4 3 1 15 3 2 2 3 1 3 3 2

0%

20%

40%

60%

80%

100%

신생아집 치료 병상수는 신생아집 치료기 과 유사하게 몇몇 지역에 

편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부산, 경기 등 3개 역시·

도에 체의 55.7%에 해당하는 826병상이 분포하고 있다(표 5-4 참조).

〈표 5-4〉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

단위: 개



제5장 신생아집중치료자원의 공급 및 지역별 배분 현황 ∙133

지역
총 병상수 기관당 평균 병상수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제주 23 23 12 12 
계 820 571 93 1,484 20 12 12 15 

 

이를 출생체 아 발생의 지역별 분포와 비해 볼 때, 서울, 부산, 

주, , 강원, 제주 등 6개 역시·도에서 신생아집 치료병상이  

출생체 아 발생보다 다소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그림 5-3 참조).

〈표 5-5〉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 병상 분포

단위: %(개, 명)

지역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신고병상)

저출생체중아 총 출생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소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20) (571) (93) (1,484) (24,647) (471,265)
서울 40.7 23.1 0.0 31.4 19.5 19.4 
부산 7.3 8.2 8.6 7.7 6.2 5.9 
대구 6.0 1.4 0.0 3.8 4.7 4.4 
인천 5.9 0.7 7.5 4.0 6.0 5.5 
광주 4.6 1.8 32.3 5.3 2.9 3.0 
대전 4.1 6.1 0.0 4.6 3.0 3.1 
울산 0.0 2.6 5.4 1.3 2.4 2.4 
경기 11.8 25.4 3.2 16.5 25.6 25.9 
강원 3.0 3.9 0.0 3.2 2.7 2.6 
충북 3.0 3.7 0.0 3.1 3.2 3.1 
충남 5.5 0.0 0.0 3.0 4.1 4.3 
전북 4.9 1.2 0.0 3.2 3.4 3.4 
전남 0.0 0.0 37.6 2.4 3.7 3.5 
경북 0.0 8.9 0.0 3.4 5.0 5.1 
경남 3.0 8.9 5.4 5.5 6.7 6.9 
제주 0.0 4.0 0.0 1.5 1.1 1.2 

주: 1) 2011년 출생아 기준. 단 체중미상(30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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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NICU병상과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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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손문 등(2005)이 신생아집 치료병상의 수요를 출생아 1,000명당 

약 4병상으로 추정하 음을 감안할 때 재와 같은 지역별 신생아집

치료병상 수는 서울, 부산, 주, , 강원, 제주 등 6개 역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족한 수 에 있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 병상 당 출생아 수1)

주: 1) 2011년 출생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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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타 역시,도의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는 출생아 비 병상수가 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별 정병상수의 확보의 요성을 시사하 다

(그림 5-5 참조).

 

〔그림 5-5〕 지역별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거주지와 신생아집중치료기관 

소재지와의 관계

서울 강원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전북 제주 인천 경남 충남 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전남

타시,도 6 1 5 3 10 5 6 3 20 19 14 12 107 13 31 32

동일 시,도 198 23 51 28 58 21 25 10 39 29 21 15 133 15 10 3

0%

20%

40%

60%

80%

100%

2. 신생아집중치료 장비

신생아집 치료실의 주요 치료장비로는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가 있

다. 인공호흡기는 총 758 로서 기 당 평균 8 이고, 인큐베이터는 총 

1,579 로서 기 당 평균 16 가 설치되어 있다(표 5-6 참조).

〈표 5-6〉 의료기관 유형별 신생아집중치료 장비수

단위: 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총 평균 총 평균 총 평균 총 평균

인공호흡기 459 11 289  6 10 1  758  8 
인큐베이터 897 21 642 14 40 5 157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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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는 국 으로 3   1 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신생아집 치료기 의 지역  편재 상 속에서 지역별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분포 비 인공호흡기 분포는 지역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표 5-7, 그림 5-6 참조).  

〈표 5-7〉 지역별 인공호흡기 설치 현황
단위: 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서울 189 41.2 70 24.2 259 34.2 
부산 46 10.0 33 11.4 79 10.4 
대구 33 7.2 6 2.1 39 5.1 
인천 20 4.4 2 0.7 3 30.0 25 3.3 
광주 19 4.1 6 2.1 25 3.3 
대전 16 3.5 17 5.9 33 4.4 
울산 0.0 9 3.1 9 1.2 
경기 57 12.4 80 27.7 2 20.0 139 18.3 
강원 9 2.0 10 3.5 19 2.5 
충북 14 3.1 3 1.0 17 2.2 
충남 20 4.4 0.0 20 2.6 
전북 16 3.5 4 1.4 20 2.6 
전남 0.0 0.0 3 30.0 3 0.4 
경북 0.0 12 4.2 12 1.6 
경남 20 4.4 22 7.6 2 20.0 44 5.8 
제주 0.0 15 5.2 15 2.0 
계 459 100.0 289 100.0 10 100.0 758 100.0 

〔그림 5-6〕 인공호흡기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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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의 경우에도 인공호흡기와 유사하게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분포 비 인큐베이터 분포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8, 그림 5-7 참조).

〈표 5-8〉 지역별 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장비수 분포

서울 338 37.7 145 22.6 483 30.6 
부산 101 11.3 57 8.9 5 12.5 163 10.3 
대구 52 5.8 10 1.6 62 3.9 
인천 56 6.2 4 0.6 9 22.5 69 4.4 
광주 38 4.2 10 1.6 2 5.0 50 3.2 
대전 35 3.9 38 5.9 73 4.6 
울산 0.0 15 2.3 7 17.5 22 1.4 
경기 101 11.3 187 29.1 7 17.5 295 18.7 
강원 34 3.8 21 3.3 55 3.5 
충북 29 3.2 10 1.6 39 2.5 
충남 50 5.6 0.0 50 3.2 
전북 36 4.0 15 2.3 51 3.2 
전남 0.0 0.0 7 17.5 7 0.4 
경북 0.0 50 7.8 50 3.2 
경남 27 3.0 51 7.9 3 7.5 81 5.1 
제주 0.0 29 4.5 29 1.8 
계 897 100.0 642 100.0 40 100.0 1579 100.0 

〔그림 5-7〕 인큐베이터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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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1) 계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서울 263 55.3 111 19.4 32 6.5 706 23.6 1,112 24.5
부산 27 5.7 68 11.9 46 9.4 195 6.5 336 7.4
대구 33 6.9 17 3.0 51 10.4 168 5.6 269 5.9
인천 19 4.0 19 3.3 10 2.0 169 5.6 217 4.8
광주 16 3.4 26 4.6 68 13.9 80 2.7 190 4.2
대전 10 2.1 19 3.3 16 3.3 105 3.5 150 3.3
울산 11 1.9 20 4.1 62 2.1 93 2.1
경기 50 10.5 129 22.6 76 15.5 842 28.1 1 6.3 1,097 24.2
강원 10 2.1 19 3.3 6 1.2 68 2.3 2 12.5 103 2.3
충북 8 1.7 15 2.6 20 4.1 68 2.3 111 2.5
충남 14 2.9 10 1.8 11 2.2 91 3.0 3 18.8 126 2.8
전북 14 2.9 10 1.8 14 2.9 114 3.8 4 25.0 152 3.4
전남 4 0.8 18 3.2 43 8.8 48 1.6 3 18.8 113 2.5

3. NICU 인력

2011말 기  국 으로 소아청소년과 문의사수는 4,546명으로 이

들 가운데 164명은 신생아학 세부 문의이다(표 5-9 참조).

〈표 5-9〉 전문의료인력 수, 2012

단위: 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1) 476 571 490 2,993 16 4,546 
신생아 전문의2) 67 59 14 19 5 164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2) 대한신생아학회, 내부자료

소아청소년과 문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체의 

53.5%가 분포하고 있으며, 상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체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  분포하고 있다(표 5-10 참조).

〈표 5-10〉 지역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수, 2012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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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1) 계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의사수 분포

경북 37 6.5 20 4.1 106 3.5 2 12.5 163 3.6
경남 8 1.7 48 8.4 55 11.2 138 4.6 1 6.3 249 5.5
제주 14 2.5 2 0.4 33 1.1 49 1.1
계 476 100.0 571 100.0 490 100.0 2,993 100.0 16 100.0 4,530 100.0

  주: 1) 보건의료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지역별 소아청소년과 문의의 분포 비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 분포를 보면, 체로 도시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의의 

분포가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남으

로써, 신생아집 치료기 을 포함하여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편재되

고 있음을 시사하 다(그림 5-8 참조). 

〔그림 5-8〕 소아청소년과전문의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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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는 문인력은 소아청소년과 문의

사, 공의사, 간호사를 합하여 총 1,976명으로 기 당 평균 20명이다. 

인력유형별 기 당 평균인력수는 소아청소과 문의사 2명, 공의사 2

명, 간호사 6명이며, 의료기  유형별 문인력수는 간호사수에서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표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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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서울 55 53.4 21 27.6 0.0 76 37.1 
부산 6 5.8 13 17.1 3 11.5 22 10.7 
대구 9 8.7 2 2.6 0.0 11 5.4 
인천 4 3.9 1 1.3 2 7.7 7 3.4 
광주 4 3.9 2 2.6 2 7.7 8 3.9 
대전 1 1.0 3 3.9 0.0 4 2.0 
울산 0.0 1 1.3 3 11.5 4 2.0 
경기 11 10.7 14 18.4 2 7.7 27 13.2 
강원 1 1.0 3 3.9 0.0 4 2.0 
충북 2 1.9 1 1.3 0.0 3 1.5 
충남 4 3.9 0.0 0.0 4 2.0 
전북 3 2.9 1 1.3 0.0 4 2.0 
전남 0.0 0.0 12 46.2 12 5.9 
경북 0.0 7 9.2 0.0 7 3.4 
경남 3 2.9 4 5.3 2 7.7 9 4.4 
제주 0.0 3 3.9 0.0 3 1.5 
계 103 100.0 76 100.0 26 100.0 205 100.0 

〈표 5-11〉 의료기관 유형별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수
단위: 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총 평균 총 평균 총 평균 총 평균

소아과전문의사 103 2 76 2 26 3 205 2 
  (신생아전문) (66) (2) (42) (1) - - (108) (1) 
전공의사 118 3 76 2 - - 194 2 
간호사 959 23 548 12 70 9 1,577 16 

계 1,180 28 700 15 96 12 1,976 20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문의는 총 205명으로 

체 소아청소년과 문의의 5.6%에 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반수

가 상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3.7%가 분포하고 있다. 한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지역별 분포와 비해 볼 때 신생아집 치료실 장비와 유사하게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12, 그림 5-9 참조).  

〈표 5-12〉 NICU 근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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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서울 32 48.5 10 23.8 42 38.9 
부산 6 9.1 6 14.3 12 11.1 
대구 5 7.6 2 4.8 7 6.5 
인천 3 4.5 0 0.0 3 2.8 
광주 2 3.0 1 2.4 3 2.8 
대전 1 1.5 3 7.1 4 3.7 
울산 0.0 1 2.4 1 0.9 
경기 8 12.1 10 23.8 18 16.7 
강원 1 1.5 3 7.1 4 3.7 
충북 1 1.5 1 2.4 2 1.9 
충남 3 4.5 0.0 3 2.8 

〔그림 5-9〕 NICU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NICU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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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소아청소년과전문의 NICU저출생체중아

한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문의 가운데 

신생아학 세부 문의는 총 108명으로 체 신생아학 세부 문의의 

65.9%가 신생아집 치료실에 소속되어 있다. 한 이들  61.1%는 상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병

원  신생아집 치료실에는 신생아학 세부 문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13, 그림 5-10 참조).

〈표 5-13〉 NICU 근무 신생아학 전문의사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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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전북 3 4.5 1 2.4 4 3.7 
전남 0.0 0.0 0 0.0 
경북 0.0 0 0.0 0 0.0 
경남 1 1.5 2 4.8 3 2.8 
제주 0.0 2 4.8 2 1.9 
계 66 100.0 42 100.0 108 100.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서울 55 46.6 23 30.3 78 40.2 
부산 9 7.6 8 10.5 17 8.8 
대구 10 8.5 2 2.6 12 6.2 

〔그림 5-10〕 NICU 신생아학전문의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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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총 194명의 공의

사가 있으며, 체의 60.8%가 상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다(표 5-14 

참조).

〈표 5-14〉 NICU 근무 전공의사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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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천 5 4.2 1 1.3 6 3.1 

광주 6 5.1 2 2.6 8 4.1 
대전 4 3.4 5 6.6 9 4.6 
울산 0.0 2 2.6 2 1.0 
경기 12 10.2 17 22.4 29 14.9 
강원 1 0.8 4 5.3 5 2.6 
충북 3 2.5 1 1.3 4 2.1 
충남 8 6.8 0.0 8 4.1 
전북 3 2.5 2 2.6 5 2.6 
전남 0.0 0.0 0 0.0 
경북 0.0 3 3.9 3 1.5 
경남 2 1.7 4 5.3 6 3.1 
제주 0.0 2 2.6 2 1.0 
계 118 100.0 76 100.0 194 100.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서울 439 45.8 114 20.8 0.0 553 35.1 
부산 77 8.0 63 11.5 6 8.6 146 9.3 
대구 73 7.6 10 1.8 0.0 83 5.3 
인천 59 6.2 5 0.9 9 12.9 73 4.6 
광주 36 3.8 14 2.6 7 10.0 57 3.6 
대전 33 3.4 28 5.1 0.0 61 3.9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1,577명으로 체의 

60.8%가 상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별 간호사의 분포와 신생

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분포를 비해 볼 때, 의사인력에 비

해 도시지역 편 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5-15, 그림 5-11 

참조).

〈표 5-15〉 NICU 근무 간호사수

단위: 명, %



144∙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인력수 분포

울산 0.0 17 3.1 12 17.1 29 1.8 
경기 108 11.3 156 28.5 11 15.7 275 17.4 
강원 19 2.0 20 3.6 0.0 39 2.5 
충북 17 1.8 8 1.5 0.0 25 1.6 
충남 48 5.0 0.0 0.0 48 3.0 
전북 35 3.6 7 1.3 0.0 42 2.7 
전남 0.0 0.0 19 27.1 19 1.2 
경북 0.0 32 5.8 0.0 32 2.0 
경남 15 1.6 50 9.1 6 8.6 71 4.5 
제주 0.0 24 4.4 0.0 24 1.5 
계 959 100.0 548 100.0 70 100.0 1577 100.0 

〔그림 5-11〕 NICU 근무 간호사와 NICU 입원 저출생체중아의 지역별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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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U근무간호사 NICU저출생체중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 으로 모든 신생아집 치료실에 소아청소

년과 문의사가 있으나 신생아학 세부 문의는 체의 77.3%에만 배치

되어 있다. 한 야간당직의사가 없는 기 이 체의 8.2%이며, 약 

30%에서는 간호사당 병상수가 1병상을 과하고 있다(표 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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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NICU 기관유형별 전문인력유무 및 수준

단위: %(개소)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계 100.0 100.0 100.0 100.0
(N) (42) (47) (8) (97)

소아과전문의유무 없음 - - - -
1명이상 100.0  100.0 100.0 100.0 

신생아전문의유무 없음 2.4 27.7 100.0 22.7 
1명이상 97.6 72.3 - 77.3 

야간당직의사유무 없음 - 10.6 37.5 8.2 
1명이상 100.0 89.4 62.5 91.8 

간호사1인당 병상수 1병상이하 76.2 66.0 62.5 70.1 
1병상초과 23.8 34.0 37.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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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출생 후 28일(4주) 동안의 신생아기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인 

개체로 이되고 이에 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생  가장 취약한 시

기이다. 특히, 모체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출생한 경우에는 자가 

순환이나 자가 호흡을 통한 독자 생존에 실패하여 사망할 험도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험군을 선별하여 집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조기사망을 방하고 장애율을 낮추는 일이 신생

아 리의 우선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출생체 은 표 인 험요인

으로서 임신주수와 함께 가장 리 용되는 선별기 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선진국들은 출생 후기를 통합한 험수 별 진료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등 고 험신생아 리에 효과 으로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구나 큰 부담없

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특히, 유아의 경우 본인부담

을 경감해주는 동시에 소득가구에 하여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

료비를 정부 산으로 보조하여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자원의 공 과 임산부․신

생아 문의료의 분리운 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고 험수

에 맞추어 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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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응 을 요하는 고 험신생아에게 출산과 연계하여 신속한 치료를 제

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사망률이 출생 후기 진료체계를 운 하고 있는 국가들

에 비해 높은 수 에 있다.

본 연구는 출산연령의 상승, 불임치료의 확산과 같은 출산 련행태의 

변화 속에서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하여 이들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것

으로, 첫째, 출생체 아의 발생  사망 추이를 통해 그 요성에 

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고 둘째, 험수 별 신생아진료체계의 운 을 통

해 고 험신생아를 효과 으로 리하고 있는 미국, 일본, 국의 련 

기 이나 지침으로부터 시사 을 찾았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련 황

으로서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의 치료실태와 함께 신

생아집 치료자원의 공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출생

체 아 등 고 험신생아의 사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응  

응과 험수 에 따른 한 치료제공을 해하는 환경․제도  여건에 

주목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자원의 지역간 배분, 의료기  간 역할분담, 

고 험 임산부와 신생아 리에 있어서의 연계팰요성에 을 맞추었다. 

통계청 인구동태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아사망조사자료를 토 로 출

생체 아의 발생  신생아사망 추이를 살펴본 결과, 출생체 아(체  

2,500g미만)는 2000년에 출생아 100명당 3.8명에서 2010년에 출생아 

100명당 5명으로 10년간 발생률이 약 1.3배 증가하 다. 한 출생체

아 가운데 사망 험이 보다 높은 최 출생체 아(체  1,500g미만)의 

발생률은 같은 기간  3배로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률은 정상체 아보다 10배이상 높은 가운데, 출생체

아는 체 신생아사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아는 출생당시부터의 신속하고 한 치료  리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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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것으로, 여기에는 신생아집 치료서비스 질과 근성 뿐만 아

니라 출산서비스와의 연계성도 요할 것으로 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도시 지역 편재 속에서 지역간 출생체 아 사망률이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역 간 차이는 최 출생체 아에서 출생체 아보

다 컸다. 한, 체  1,000g미만의 극 출생체 아에서는 인구동태보고

보다 의료기 의 사망아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악되기도 하 는데, 이는 

이들이 출생 후 체 을 측정하기도 에 사망함으로써 출생아수에서는 

체 미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여겨지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당 부터 출생이나 사망에서 락될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산부와 신생아에 한 의료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제공되는 있는 실이 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신생아사망

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처럼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아의 출생은 부분 응 상황으로

서 출산과정에서부터의 신속한 리를 필요로 하며, 히 조치되었을 

경우 성인보다 회복이 빠르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 지고 있는 가운

데, 선진국들은 일 이 임산부와 신생아 리를 통합한 출생 후기진료체

계를 구축하여 운 해오고 있다. 한 신생아집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

험신생아의 험수 에 맞추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자원을 

공 하고 배분함으로써 반 인 의료체계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미

국은 1970년 부터 고 험 임산부와 고 험 신생아 간 한 련성, 

그리고 이들에 한 응 조치의 필요성을 토 로 지역단  출생 후기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해 신생아의 험수

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기  간 역할 분담과 인력  장비 기 , 

서비스제공지침 등을 구체 으로 마련하여 용하고 있다. 일본은 1979

년부터 정부가 출생 후기 진료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

원하여 출생 후기 진료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지역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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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으로 추진하여 국 도도부 에 인구단 에 따른 총합 출생 후기

진료센터와 지역출생 후기진료센터를 운  에 있다. 총합  지역 출

생 후기진료센터는 각각의 시설  인력기 , 서비스제공내용에 한 

구체 인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한 센터 간 연계체계를 확보하여 출

생 후기 의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국은 신생아의 증도와 간

호 인력에 따라 신생아집 치료서비스의 제공수 을 3단계로(1차, 2차 3

차 수 ) 나 어 운 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단계마다 용 상과 간호인

력 기 을 명확히 마련하여 용하고 있다. 

이상 선진국들의 고 험신생아 리 동향은 국가 간에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반 으로 고 험신생아의 특성과 의료자원의 효율  활용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서는 동일하다. 이에 하여, 우리나라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의 치료실태를 통해 우리가 그간 간과

했거나 혹은 미흡했던 부분들로 인해 생되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 은 선진국

들의 신생아집 치료 상기 과 유사하지만 상자를 험수 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  간에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진국에서 험수 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

는 출생체  1,500g미만(최 출생체 )에 보다 을 맞추었다. 우선, 

출생의료기 의 유형을 보면, 출생체 이 을수록 문인력, 시설, 장비 

면에서 비교  잘 갖추어져 있는 상 종합병원의 분율이 높게 나타남으

로써 의료기  유형에 따른 달체계가 자체 으로 용되고 있음을 시

사하 다. 하지만 출생의료기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계를 볼 때, 거

주지 시‧도( 역)에 치한 의료기 에서 출생한 경우는 70.7%로, 출생

체 이 을수록 타 시‧도( 역) 소재 의료기 에서의 출생 분율이 높았

다. 체의 7.1%가 분만 에 타 기 으로 이송된 가운데, 출생체  

1,000g미만의 극 출생체 아에서는 약 10%가 분만 에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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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료기 의 소재지나 분만  이송여부는 치료 후와도 련이 있을 

것으로 실제로, 신생아기 동안 사망하거나 계속 입원 인 경우는 타 시

‧도( 역) 소재 의료기  출생과 분만  이송에서 더욱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부분 거주지역과 련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출생체

 2,500g미만아( 출생체 아)의 사망 험비는 9개 도 거주아가 7개 

역시 거주아에 비해 약 2.5배 높았으며, 출생체  1,500g미만아(최

출생체 아)의 경우에는 2.9배 높은 수 을 나타냈다(P<0.05). 한편, 출

생의료기 과 마찬가지로, 신생아집 치료기 의 유형으로는 출생체 이 

을수록 상 종합병원의 분율이 높았다. 신생아집 치료기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계를 볼 때, 거주지 시‧도( 역)에 치한 의료기 에 입

원한 경우는 69.6%로 출생체 이 을수록 타 시‧도( 역) 소재 의료기

 이용의 분율이 높았다. 출생직 후 동일기 내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

원한 경우는 체의 91.2% 으며, 7.7%는 타 의료기 에서 출생 후 

원되었다. 출생 후의 원은 출생체  1,500g 이상아에서 10.1%로 출

생체  1,500g 미만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이송과정 의 험에

도 불구하고 타 시‧도( 역)로의 원이 21.9%를 차지하 다. 신생아집

치료기 의 특성별 치료 후는 출생의료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사망  계속입원의 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료기 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경우에 사

망의 분율이 높았다. 한 출생체  1,000g미만아의 15.4%가 간호사 1

인당 1개이상의 병상을 리하는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

며, 이들은 간호사 당 병상수가 은 곳보다 사망의 분율이 높았다. 이

에 따라 사망 험비는 1,500g미만아의 경우 간호사당 병상수가 1병상이

상인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아가 1병상이하인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아

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출생체 아를 높고 볼 경우

에는 신생아집 치료기 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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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 도시 거주아의 사망 험이 

낮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p<0.05).

이처럼 도시 거주아의 사망 험이 보다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도시 편재를 들 수 

있다. 즉, 7개 역시의 출생아와 출생체 아 분율이 각각 체의 

43.7%와 44.7%인 과 비교할 때, 신생아집 치료실이 설치된 의료기

은 7개 역시에 체의 57.8%가 분포하며 상 종합병원은 체의 

71.5%가 분포하고 있다. 한, 신생아집 치료병상은 7개 역시에 체

의 58.1%가 분포하며 상 종합병원은 체의 68.6%가 분포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도시 집 은 특히, 공 량의 총체  부족 하에서 더욱 효

과가 클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생아집 치료기 수는 일본에 비해 출

생아수 비 70% 수 에 있으며, 병상수는 출생아 1,000명당 3.1병상으

로 정수로서 제안되고 있는 4병상의 약 79% 수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아 당 신생아집 치료병상수가 은 지역에서 타 역시,도 

소재 신생아집 치료실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이나 

병상의 도시 편 은 문인력과 장비의 지역별 공 에도 향을 미침으

로써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2. 정책제언

앞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

아에 한 리는 국가의 주요 보건정책에 해당한다. 선진국들의 신생아

집 치료체계를 요약하면 첫째, 고 험 산모와의 치료체계  원체계 

연계, 즉 출생 후기치료로서의 포  근, 둘째, 법제정과 문가 그

룹을 활용한 고 험신생아 집 치료체계의 등 화  지역화 진행, 셋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고 험신생아 집 치료체계화를 한 지속 인 정부의 재정  지원  

평가, 넷째, 지역 간의 확실한 원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  의료 자원 

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의 실진단을 토 로 볼 때, 출생체 아 등 고 험신생

아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 우리나라가 시 히 추진해야 할 과제

는 다음과 같다.

  가. 신생아집중치료자원의 확충

신생아집 치료자원의 총체  부족은 특히, 출생체 아 등 고 험신

생아의 신생아집 치료에 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근본 인 문제

로서 부각된다. 

신생아집 치료자원의 확충범 와 련하여 일본의 인구당 시설기 을 

용하여 보면 우선, 신생아집 치료기 의 경우 일본의 총합진료센타를 

우리나라의 상 종합병원 신생아집 치료실과 비하여 볼 때, 기 당 

인구수가 200만명을 과하는 역시․도는 경기, 경남, 경북 3개 도지

역이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 인구가 270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상 종합병원 신생아집 치료실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분만  이송율

이 16개 시․도  가장 높았으며,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

의 신생아기 사망이나 계속입원의 분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따라

서 이들 지역에 하여는 인  시․도와의 근성을 고려 후, 우선 으

로 추가 인 시설을 공 할 필요가 있다(표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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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16개 광역시도별 신생아집중치료기관당 인구수

지역 인구수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계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기관수

기관당 

인구수

서울 10,249,679 17 602,922 12 854,140  29 353,437 
부산 3,550,963 4 887,741 5 710,193  9 394,551 
대구 2,507,271 4 626,818 1 2,507,271  5 501,454 
인천 2,801,274 2 1,400,637 2 1,400,637  4 700,319 
광주 1,463,464 2 731,732 2 731,732  4 365,866 
대전 1,515,603 1 1,515,603 2 757,802  3 505,201 
울산 1,135,494 0 n.a 2 567,747  2 567,747 
경기 11,937,415 5 2,387,483 13 918,263  18 663,190 
강원 1,536,448 1 1,536,448 2 768,224  3 512,149 
충북 1,562,903 1 1,562,903 1 1,562,903  2 781,452 
충남 2,101,284 2 1,050,642 0 n.a　 2 1,050,642 
전북 1,874,031 2 937,016 1 1,874,031  3 624,677 
전남 1,914,339 0 n.a 2 957,170  2 957,170 
경북 2,699,195 0 n.a　 4 674,799  4 674,799 
경남 3,308,765 1 3,308,765 4 827,191  5 661,753 
제주 576,156 0 n.a 2 288,078  2 288,078 
전국 50,734,284 42 1,207,959 55 922,442  97 523,034 

  주: 1) 2011년 주민등록인구 기준(통계청)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인구수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2011   2. 본 조사

한편, 신생아집 치료병상수는 출생아 1000명당 4병상을 기 으로 볼 

때, 서울, 부산, 주, , 강원, 제주 등 6개 역시·도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수 에 있다. 이 가운데 7개 역시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과 제

주의 경우,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 출생체 아의 분만  이송율이 

고 출생이나 치료를 한 타 시․도로의 이동이 비교  으며 신생아

사망수 이 낮은  등은 신생아집 치료병상수의 정 확보에 따른 효

과가 아닌 가 추정  하고 있다. 한, 신생아집 치료기 의 병상수 기

으로서 문인력이나 장비의 확보와 련하여 최소 6병상이상이 제안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과 제주의 신생아집 치료기 이 모두 조건을 충

족하고 있는 도 치료 후를 높이는데 역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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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생아집 치료자원의 확충은 시설당 할 인구

수, 병상당 출생아수, 그리고 기 당 최소병상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

지는게 바람직하다.   

  나. 신생아집중치료체계의 단계화 및 지역화

신생아가 출생 후 독자 생존이 가능한 독립 인 개체로의 이에 

응하기까지 필수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와 그 수 별 구분 

 정의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공통 인 사항에 해서는 유사하게 기 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일반 으로 정상 신생아, 간단계의 특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고난이 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등, 그 수 을 3단계 는 4단

계로 나 어 정의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신생아집 치료는 신생아집 치료 상이 정해져 있

지만 그 험도에 따른 수 별 구분과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해서는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Chang and The Committee on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s of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2010) 신생아

집 치료실 운  병원 수  병상 수 감소가  신생아집 치료실 경  

자와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지속 인 신생아집 치료실 

병상확충과 이에 따른 시설, 설비, 인력 확충을 한 체계 인 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아집 치료의 험수 별 등 화와 

기 을 시 히 마련하고 지역-권역- 심 센터로 국가 인 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도 신생아집 치료 상의 기 과 이

들의 험수 별 필수 의료서비스에 한 국내 기 에 한 논의와 체

제 정비가 시 하다. 이러한 구체 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효과 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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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신생아 치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장기 으로 고 험신생아 

생존율 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수천명의 건강한 

신생아 생존을 확보함으로써 출산이라는 국가  과제에도 응해 나가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임산부와 신생아관리의 연계성 강화

신생아집 치료가 필요한 고 험신생아는 항상 분만과 련되어 부

분 사 고 없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고 험 산모에 한 치료체계

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한 부분이 응 상황으로 발생하며, 태아-신생

아 이의 과정에서 공통 으로 호흡, 순환의 부 을 나타내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분 를 다투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하는 신속성을 요하고, 있다. 만약 그 지 

못할 경우 신생아 사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생존하더라도 평생 후

유증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반 로, 신속히 조처되었

을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 비해 회복이 매우 빠르고 치료성 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 험임산부의 안 한 출산과 고 험신생아의 건강

한 출생  성장을 해서는 여러 문의료과목이 함께 통합 으로 

응하는 출생 후기진료체계의 마련이 필수 이다. 그러나 행법상 신생

아집 치료실에 한 지원규정만 있고,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통합한 출

생 후기진료에서 요구되는 고 험임산부와 태아를 한 집 치료실에 

하여는 심조차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권역 는 지역 간 고 험산모

나 신생아집 치료의 인 라와 리수 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간 신생아사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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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 출생 후기 리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임

신부, 분만 리는 산부인과에서, 출생 후 정상 신생아나 신생아집 치

료 상아 리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다. 즉 출생 후기 리가 체

계 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각 독립 으로 운 되고 있다

(그림 6-1 참조). 

〔그림 6-1〕 한국과 일본의 주산기 관리 시스템의 비교

자료: 배종우, 

이와 같은 시도는 극히 은 수이긴 하나 일부 상 의료기 에서 이

미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단 에서 이를 확  용할 수 있도록 시

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 저출생체중아 발생 및 신생아사망에 관한 통계 개선

출생체 아의 생존율의 증가가 출생체  1,000g 미만으로 확 된 



160∙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지 오래지만, 본 보고서에서 잠시 언 되었듯이, 체 별 출생아수나 사

망아수에 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앞서 제안된 여러 과제들의 추진은 출생체 아의 발생  신생아사

망에 한 통계의 개선에도 크게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근거 

있는 정책 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신생아사망 특히 출생체 아의 신생아사망은 상당부분 출산 후 조

기에 한 치료환경을 제공해  수 있는 지 여하에 달려 있다. 출

생체 아 가운데 출생체 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본 연구가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 아에 국한하여 추진된 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충분

치 못했을 것으로 결과 으로 개선을 한 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출산 시부터 고

험신생아를 추 하는 연구가 곧 수행되기를 극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사망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조사 상이 1개월간

의 출생아에 국한된 은 치료특성에 따른 치료 후를 분석하는데 한계

가 따랐으며, 이 한 향후에는 좀 더 찰기간을 늘려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빈도가 은 사안에 한 연구인 계로, 집단의 성격

으로 문제를 규명하기 보다는 사례분석을 통한 근이 보다 구체 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측면도 고려되었으

면 한다. 

마지막으로 고 험 임신이나 신생아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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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경이나 행태  요인들에 해 보다 폭넓게 정보를 수집한다면 

좀 더 구체 인 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이 반 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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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으로 미숙아, 출생체 아와 같은 고 험신생아에 한 

집 치료는 신생아사망률은 물론 장애발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고령출산,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으로 인한 임신의 증가 속에서 

고 험신생아의 발생률이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사망률의 감소추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사회계층간 격차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고 험신생아의 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 으로 악함으로

써 효율 인 고 험신생아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정책수립의 기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부디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12년 6월 출생아 (6월 1일 00:01 ~ 6월 30일 23:59 출생)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아(타 의료기 으로부터 원 포함)
출생체  2500g 미만아

① 생후 28일째

② 생후 28일 이내 타 의료기 으로 원 시

③ 생후 28일 이내 사망 시 

④ 생후 28일 이내 퇴원귀가 시 

부록∙171



* 인력은 각 병원의 신생아집 치료실에 근무하는 인력에 한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야간 당직 의사수는 신생아집 치료실 밤당직을 실제 몇 명이 하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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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現 의료기  이외 출생의 경우 

※ '現 기  출생 후 곧바로 입원' 이외의 경우

부록∙175



1

수술의 종류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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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종료시 에 한 사항입니다.

부록∙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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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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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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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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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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