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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단일기관 신생아실의 위장관 질환의 분석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아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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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Neonatal Gastrointestinal Disease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for 3
Years Neonatal GI Diseases in a NICU for 3 Years
Kyoung Ah Kwon, M.D., Mi Hae Bae, M.D., Kyung Hee Park, M.D., Shin Yun Byun, M.D., Yong Hoon Cho, M.D.*, Hae Young Kim, M.D.*
and Si Chan S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Department of Surgery*,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 To report our experience of gastrointestinal operations performed in neonates including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to
evaluate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underwent neonatal gastrointestinal surgery or had
necrotizing enterocolitis (NEC) or inguinal hernia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10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Results: The main disease was anorectal malformation and male patients were dominant. Twenty four patients (19.2%) had one
or more associated anomalies including hydronephrosis and congenital heart disease. Eighteen patients (43.9%) of anorectal malformation had other anomalies. Seventy six percent of NEC cases were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Concerning mean days of full
enteral feeding after operation, NEC patients needed 30.8 days, which was the longest period. Overall mortality of operation (except
NEC and inguinal hernia operation) was 1.6%. The mortality of NEC with surgical treatment was 18.8%. The direct bilirubin in the
operation group was significant higher than in the non-operation group in NEC patients.
Conclusion: The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neonatal gastrointestinal surgery were excellent. The direct bilirubin in the operation
group was significant higher than in the non-operation group in NEC.
Key Words: Neonatal surgery, Gastrointestinal disease, Necrotizing enterocolitis

고 감염과 스트레스에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

서론

다2,3). 특히 신생아의 위장관계 질환은 다양하며 그 중 선천성 기
주산기 사망률은 소아의 건강과 의학의 수준을 평가하는 통
1)

형은 대부분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미숙아의

계학적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 주산기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저체중 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s,

것 중 하나가 출생 후 30일 이내의 신생아 생존율인데, 신생아는

LBWI)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괴사성 장염4)과 서혜부 탈장이 항

생리적으로 작은 체중, 넓은 체표면적, 여러 장기의 미성숙, 그리

상 염두에 두어야할 질환이 되었다. 이들 질환들은 성인과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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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리,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처치가 달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

2. 방법

거나,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면 술 후 합병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고 월별, 년별 전체 신생아

5,6)

증과 사망률이 높다 . 최근 극소 저체중 출생아 생존율이 크게
7)

증가함 에 따라 이들에서 소화기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
8,9)

실 입원 환아수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 선천성 기형의 종

의 이환율도 증가하고 있다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과중한

류와 빈도, 질환에 따른 성별의 차이, 동반된 기형의 유무와 동

교육비 등으로 인해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영유아 및 소아에

반 기형의 종류, 환아의 재태 주수와 출생체중, 술 후 완전 장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출생하는 모든 아기를 더 잘 살리기 위한

영양까지의 기간, 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포함한 술 후 경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신생아학과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에서 주로 생기는 괴

소아외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생아 집

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 환아들의 재태 주수, 출생체중, 수술시

중 치료 시설이 전문화되면서 신생아기 소화기 질환의 수술이

교정 주수를 조사하고, 괴사성 장염에서 수술적 치료를 한 환아

과거에 비해 용이해지고 수술에 따른 사망이나 합병증이 크게

군과 보존적 치료를 한 환아군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수술을

3)

줄어 주산기 생존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받은 환아 중 생존한 환아군과 사망한 환아군을 비교하였다. 혈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경험한 신생아 시기에 수술이 시행

청학적 검사는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혈청 Aspartate Amino

된 위장관계 질환과 저체중 출생아에서 흔한 소화기 질환의 임

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총 빌리

상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루빈, 직접 빌리루빈과 C 반응 단백을 조사하였는데, 수술군에
서는 수술 직전의 검사 결과를, 보존적 치료군에서는 임상적, 복

대상 및 방법

부 방사선 소견이 가장 나쁜 시기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1. 대상

3. 통계처리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2을 이용하여 두 집단간 연속 변수

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한 환아 중 위장관계 질환으로

비모수검정은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와

진단되고 신생아 시기에 외과적 치료를 받았던 환아 125명과 미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P<0.05인 경우

숙아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괴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관찰값은 평균±표준

된 환아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괴사성 장염으로 진단된 환아

편차로 표시하였다.

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와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신생아실에 입원하는 기준으로 만삭아는 입원 당시

결과

나이가 생후 30일 이내일 때로 하였고, 미숙아는 입원 당시의 교
정 주수가 44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4 kg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생아실에 입원하여 위장관계 질환

두 가지 이상의 외과 질병을 동반하고 있던 경우 수술의 목적

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아는 총 156명이었다. 연도별 환자

이 되었던 주된 질병을 1례로 취급하여 분류하였다. 괴사성 장

수를 보면 2008년에 28명(17.9%), 2009년에 58명(37.2%), 2010

염은 Modified Bell's staging criteria II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수

년에는 70명(44.9%)으로 증가하였다(Table 1). 신생아실 총 입

술적 치료를 결정한 환아는 장 천공이 된 경우와 임상적으로 대

원환아수에서 수술 받은 환아들의 비율을 보면 월별 수술율이

사성 산증, 환기 부전, 핍뇨,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수의 변화와

가장 높았던 달은 2009년 2월(35.0%)이었고(Fig. 1), 연도별 수

함께 복부 방사선 상에 문맥 내 공기(portal vein gas)나 고정된

술율은 2008년 4%, 2009년 14.8%, 2010년 15.5%로 점차 증가

장의 고리(fixed bowel loop)가 3일 이상 관찰되는 경우였다. 수

하였다.

술이 필요하였으나 보호자 거부로 수술을 받지 못한 환아는 보
존적 치료를 받은 환아군으로 분류하였다. 구토, 설사로 인한 탈

1. 신생아 시기 수술한 위장관계 질환

수를 주소로 입원한 후 단순 수액요법 만으로 회복된 경우와 순
환기나 신경 외과적 질환들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1) 질환 종류, 빈도 및 성별 분포
신생아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였던 위장관계 질환에서 저

Table 1. Distribution of Surgical Gastrointestinal Diseases according
to Year
Year

Disease

Total (%)

2008

2009

2010

Anorectal malformation

9

15

17

41 (26.3)

Hirschprung's disease

5

10

14

29 (18.6)

Necortizing enterocolitis

1

10

5

16 (10.3)

Atresia

6

8

7

22 (14.1)

Esophageal atresia

3

4

8

15 (9.6)

Inguinal hernia

1

4

10

15 (9.6)

Pyloric stenosis

3

3

2

8 (5.1)

Volvulus

-

1

3

4 (2.6)

Meconium peritonitis

-

1

1

2 (1.3)

Gastroschisis

-

-

2

2 (1.3)

Omphalocele

-

1

-

1 (0.6)

Gastroesophageal reflux

-

-

1

1 (0.6)

Total (%)

28 (17.9) 58 (37.2) 70 (44.9) 156 (100)

2008

40

Table 2. Sex Distribution of Gastrointestinal Disease in Neonates

35

F

Anorectal malformation

31

10

41 (32.8)

Hirschprung's disease

21

8

29 (23.2)

Atresia

14

8

22 (17.6)

Esophageal atresia

6

9

15 (12.0)

Pyloric stenosis

7

1

8 (6.4)

Volvulus

2

2

4 (3.2)

Meconium peritonitis

2

-

2 (1.6)

Gastroschisis

1

1

2 (1.6)

Omphalocele

-

1

1 (0.8)

Gastroesophageal reflux

Anrorectal malformation

18/41 ASD (3), VSD (2), ambiguous geni
talia (1), Hydronephrosis (9), VUR
(2), Renal agenesis (1), Urachal
cyst (1), Single umbilical artery (1),
Hirschprung's diseas (1), Meckel
diverticulum (1), Cleft palate (1),
Craniosynostosis (1), Polydactyly(1),
Pfeiffer syndrome (1), Simitar syn
drome (1), Currarino triad (1)

Associated anomalies

Esophageal atresia

3/15 TOF (1), Duodenal atresia (1), Ano
rectal malformaton (1), Meningocele
(1), Hydronephrosis (1), Trisomy 13
(1)

Atresia

2/23 Down syndrome (1), ASD (1)

Volvulus

1/4

5
0

로 분석하였고 이를 제외한 환아는 총 125명이었다. 항문직장기

1 (0.8)
125 (100)

No. of
patients

15

체중 출생아에서 빈도가 높은 괴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은 따

40 (32.0)

Disease
(No. of patients)

20

Fig. 1. Monthly gastrointestinal operation rate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85 (68.0)

Table 3. Associated Anomalies according to Diseases

25

Aug Sep Oct Nov Dec

1

Total (%)

3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Total (%)

M

2010

10

Sex

Disease

2009

Rate of patiens with 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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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SD (1), Hydronephrosis (1)

24/125
(19.2)

Abbreviations: ASD, atrial septal defect;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VUR, vesicoureteral reflux; TOF, tetralogy of Fallot.

형이 41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 거대 결장증이 29명
(23.2%), 장폐쇄가 22명(17.6%), 식도 폐쇄가 15명(12.0%), 유문

항문직장기형 환아 41명 중 저위형이 30명(73.2%)으로 가장 많

협착이 8명(6.4%), 장회전이상이 4명(3.2%), 태변성 복막염과 복

았고, 중간형이 7명(17.1%), 고위형이 4명(9.8%)이었다. 장폐쇄 유

벽 결손증이 각각 2명(1.6%), 제대 기저부 탈장과 약물 투여에도

형을 살펴보면 22명 중 회장 폐쇄가 11명(50.0%)으로 가장 많았

구토와 수유 곤란 지속되어 수술한 위식도역류가 각각 1명

고, 십이지장 폐쇄가 6명(27.3%), 공장 폐쇄가 5명(22.7%)이었다.

(0.8%) 순으로 많았다(Table 2).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5명(68.0%)과 40명(32.0%)으로 남성이 우세하였으며, 장

2) 동반 기형

회전 이상, 복벽 개열증과 제대 기저부 탈장을 제외한 모든 질환

125명 중 24명(19.2%)에서 타기형이 동반되었다. 비뇨생식기

에서 남성이 많았고 유문협착에서 7:1로 남성이 월등히 우세하

기형이 14명, 심혈관 기형이 6명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였다(Table 2).

항문직장기형에서 가장 많이 동반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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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태 주수와 출생 체중

4) 수술 후 완전 장관 영양까지의 평균 기간
+6

+5

125명의 평균 재태 주수와 출생체중은 37 ±3 주, 2,927±

125명 중 사망 환아 2명, 타병원으로 전원한 환아 1명을 제외

591 g이었다. 질환별 평균 재태 주수와 출생체중은 항문직장기

한 122명의 수술 후 완전 장관 영양까지의 기간은 평균 11.0±

+6

+6

+5

+1

형이 37 ±4 주, 3,005±432 g, 선천 거대 결장증이 41 ±2 주,
+2

+1

3,613±540 g, 유문협착이 38 ±1 주, 3,128±330 g, 식도 폐쇄
+1

+6

+6

+6

7.4일 이었으며, 복벽 개열증이 평균 30일로 가장 길었다. 이에
비해 유문협착과 제대 기저부 탈장은 3일 이하로 짧은 기간을

는 37 ±1 주, 2,420±499 g, 장폐쇄는 36 ±3 주, 2,789±728

보였다(Fig. 3). 완전 장관 영양까지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환아

g이었다(Table 4).

는 공장폐쇄로 진단되어 첫 수술 후 장협착으로 재수술을 시행

체중별 빈도를 봤을 때 2,500 g 이상 103명(82.4%), 2,500 g
미만 1,500 g 이상 20명(16.0%), 1,500 g 미만 1,000 g 이상 1명

받고 단장 증후군이 발생하였던 환아로 273일 후에 완전 장관
영양이 가능하였다.

(0.8%), 1,000 g 미만 1명(0.8%)이었다. 위식도역류 1명(100%),
복벽 결손증 2명 중 1명(50%), 식도 폐쇄 15명 중 6명(40%)과 장

5. 술 후 경과

폐쇄 22명 중 8명(36.4%)이 저체중 출생아였다(Fig. 2).

술 후 합병증은 담즙정체와 패혈증이 각각 12명(9.6%), 유착
9명(7.2%), 그 외 문합부위 누출, 창상 감염, 단장 증후군 등이 있
었다.

Table 4. Mean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according to
Diseases
Gestational age
(week+day)

Birth weight
(g)

Anorectal malformation

37+6±4+6

3,005±432

Hirschprung's disease

41+5±2+1

3,613±540

Atresia

36+6±3+6

2,789±728

+1

Esophageal atresia

+6

37 ±1

2,420±499

Pyloric stenosis

38+2±1+1

3,128±330

Volvulus

+2

39

3,400

Meconium peritonitis

38+3

3,505

+8

Gastroschisis

35

2,110

Omphalocele

38

3,180

Gastroesophageal reflux

31+4

1,690

Case

Total

37+6±3+5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927±591

는데, 그 중 1명은 재태 주수 26주, 880 g으로 출생하여 회장폐
쇄로 진단되어 생후 7일째 수술하였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사망하였고, 다른 1명은 타병원에서 41주3일, 4,230 g으로 출생
하여 생후 2일째 전원되어 태변복막염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던
환아로 수술 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Table 5).
2. 저체중 출생아에서 빈도가 높은 괴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
1) 괴사성 장염
총 25명이 괴사성 장염으로 진단되었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15명과 10명(1.5:1)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평균 재태 주수와 출

ELBW
VLBW
LBW
>2,500 g

Fig. 2. Distribution of diseases according to birth weight. Abbre
vations: ARM, anorectal malformations; HD, Hirschsprung's disease;
EA, esophageal atresia;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Days

Disease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 125명 중 2명(1.6%)이 사망하였

35
30
25
20
15
10
5
0

Fig. 3. Mean duration from surgical treatment to full enteral feeding
according to surgical diseases (days). Abbrevations: EA, esophageal
atresia; ARM, anorectal malformations; HD, Hirschsprung's disease;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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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중은 29+3±4+4주, 1,287±610 g이었다. 재태 주수와 출생체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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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수술군에

중에서 가장 낮은 환아가 26 , 620 g, 가장 높은 환아는 37 ,

서 남성이 더 많았고, 직접 빌리루빈이 의미있게 더 높았다. 재태

2,880 g 이었다. 출생체중에서 8명이 1,000 g 미만이었고, 11명

주수, 출생체중을 비롯한 다른 혈청학적 검사는 유의한 차이가

이 1,000 g 이상 1,500 g 미만, 4명이 1,500 g 이상 2,500 g 미만,

없었다(Table 6).

2명이 2,500 g 이상이었다. 19명(76.0%)이 극소 저체중 출생아였

(2) 수술군에서 생존군과 사망군의 비교

다. 수술을 받은 환아 중 사망한 환아를 제외한 생존군에서 수

16명 중 생존한 환아는 13명, 사망한 환아는 3명이었다. 사망

술 후 완전 장관 영양까지의 기간은 평균 30.8±13.4일이었다.

원인은 각각 기관지 폐 이형성증,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였다.

(1) 수술군과 보존적 치료군의 비교

기관지 폐 이형성증으로 사망한 환아는 괴사성 장염이 사망의

수술군은 16명, 보존적 치료군은 9명이었으며 수술군에서 생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재태 주수, 출생체중, 수술 시 교정 주

존 13명, 사망 3명으로 사망률은 18.8%였고, 보존적 치료군에서

수, 수술 시 체중과 혈청학적 검사 소견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생존 5명, 사망 4명으로 사망률 44.4%로 보존적 치료군에서 사

가 없었다(Table 7).

망률이 더 높았으나 임상적 상태가 안 좋아 수술을 할 수 없었
2) 서혜부 탈장
Table 5.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Surgical Gasrtrointestinal
Diseases (n=125)

총 15명이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 받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No. of cases (%)

12명과 3명(4:1)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평균 재태 주수와 출생체

Death

2 (1.6)

중은 32+6±5+1, 1,828±1,078 g 이었다. 재태 주수와 출생체중에

- DIC

1

서 가장 낮은 환아가 26+0, 960 g, 가장 높은 환아는 40+6, 3,380

1

g 이었다. 출생체중에서 3명이 1,000 g 미만이었고, 4명이 1,000

Complication

- ARF
Cholestasis

12 (9.6)

Sepsis

12 (9.6)

g이상 1,500 g 미만, 3명이 1,500 g 이상 2,500 g 미만, 5명이
2,500 g 이상이었다. 평균 수술시 교정 주수는 41+1±2+3이었다.

Adhesion

9 (7.2)

Anastomosis leakage

3 (2.4)

동반 기형으로는 1명에서 요막관 잔존과 거대설이 있었다. 모

Wound problem

3 (2.4)

든 환자가 수술 당일 또는 수술 후 1일째에 완전 장관 영양이 가

Short bowel syndrome

2 (1.6)

능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은 없었다.

Intraventricular hemorrhage

2 (1.6)

Abbreviations: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RF, acute
renal failure.
Table 6. Comparison of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between Operation Group and Supportive Group of NEC
Patients
with OP (%)
(n=16)
Gestational age (week+day)
Birth weight (g)
Male, n
Mortality, n
3

Patients
without OP (%)
(n=9)

Pvalue

Table 7. Comparison of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between Survivors and Deceased Groups of NEC with Operation

Gestational age (week+day)
Birth weight (g)

30+3±5+5

28+7±3+6

0.60

Male, n

1376±796

1235±557

0.81

11 (68.8)

4 (44.4)

0.02

Postconceptional age at OP
(week+day)

3 (18.8)

4 (44.4)

0.17

Weight at OP (g)
3

Pvalue

Alive (%)
(n=13)

Dead (%)
(n=3)

28+9±3+5

27+5±4+4

0.53

1272±559

1083±641

0.53

9 (69.2)

2 (66.7)

0.93

33+1±3+5

33+0±3+4

0.94

1529±562

1490±786

0.33

WBC (/10 μL)

16.5±22.4

10.6±8.6

0.68

WBC (/10 μL)

12.2±8.9

4.1±1.1

0.15

Hb (g/dl)

13.5±2.4

12.6±2.2

0.52

Hb (g/dl)

12.5±2.3

13.2±2.1

0.53

202.1±112.0

171.0±117.9

0.60

PLT (/103 μL)

PLT (/103 μL)

204.2±135.8 102.3±61.8 0.83

AST (IU/L)

34.2±11.5

73.4±110.0

0.93

AST (IU/L)

44.3±33.6

83.0±76.4 0.54

ALT (IU/L)

6.3±3.4

27.0±54.4

0.17

ALT (IU/L)

37.2±66.0

25.0±20.5 0.94

TB (mg/dL)

6.5±4.9

5.7±3.7

0.88

TB (mg/dL)

5.0±4.1

8.1±6.4

0.65

DB (mg/dL)

1.8±2.5

0.6±0.2

0.03

DB (mg/dL)

2.6±3.4

5.7±4.5

0.54

CRP (mg/dL)

0.94±1.7

3.8±5.8

CRP (mg/dL)

4.3±5.9

4.6±3.5

0.45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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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은 17.1%의 동반기형을 보고하였다. 기형의 종류는 비뇨 생

고찰

식기 기형(58.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혈관 기형
선천성 기형의 빈도는 신생아의 약 3% 정도이며10), 신생아기

(25.0%)이 많았다. 질환 별 동반 기형의 빈도는 Son 등3)의 보고

에 약 1,000명의 신생아 중 1.5-2명에서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

에 따르면 제대 기저부 탈장(80.0%), 식도 폐쇄(42.9%), 항문직

는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신생

장기형(37.5%) 순이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항문직장기형이

아 수술은 다른 연령과 달리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경우가 많을 뿐

41명 중 18명에서 기형이 동반되어 43.9%로 가장 많았고, 다음

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성

으로 식도 폐쇄(20.0%)에서 흔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에서 선천

공적인 수술이후에도 합병증이나 동반된 기형에 대한 술 후 처

소화기 질환이 있을 경우 다른 동반 기형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치의 성과에 따라 사망률이 높았으나, 현재에는 신생아학 영역

이루어져야 하겠다. 출생체중을 보면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들의

의 전문화에 힘입어 조기 진단과 술 전 처치 개선 및 이에 따른

경우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23.8-28%였는데13-15), 본 연구에

소아 외과의 적절한 수술 방법의 개발과 소아 마취의 발달, 수술

서는 괴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을 제외한 환자군에서 저체중

후 수액 요법과 항생제 요법, 특히 총 정맥 영양의 보편화에 힘입

출생아 비율은 17.6%였고, 괴사성 장염과 서혜부 탈장의 경우

어 수술 성적이 향상되었다6). 본 연구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환

76.0%, 46.7%가 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다른 질환 보다 비율이

아수와 수술환자 비율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

높았다. 이것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 생존율이 크게 증가한 것과

2008년 11월 어린이병원이 개원하여 본원의 인지도가 상승하

연관이 있다. 수술한 환아에서 수술 후 완전 장관 영양이 가능

고 분야별 소아 전문의에 의한 진료로 타병원에서의 전원 증가

해지기까지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괴사성 장염과 복벽 개열증

등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신생아기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다양

이 각각 30.8일과 30일로 길었다. 항문직장기형(10일)이나 선천

한데 Son 등3)의 다기관 조사에서는 항문직장기형, 장폐쇄증, 유

성 거대결장(7일), 유문협착과 제대 기저부 탈장(3일), 서혜부 탈

문협착과 선천 거대결장이 많다고 보고하였고, Cho 등11)의 단

장(1일)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완전 장관 영양이 가능하였고,

일 기관 조사에서도 항문직장기형이 가장 흔하고, 장폐쇄증, 선

이는 Son 등3)의 연구에서 질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에 대한

천 거대결장, 괴사성 장염, 유문협착 순으로 흔하다고 보고하였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다. 본 연구에서 항문직장기형, 선천 거대결장, 괴사성 장염, 장

본 연구에서 술 후 합병증은 15명(12.0%)에서 발생하였는데

폐쇄증, 식도폐쇄, 서혜부 탈장, 유문협착, 장 회전이상, 태변 복

Yoo 등13)의 17.6% 보다 낮았고, Son 등3)의 8.9% 보다는 많았으

막염, 복벽 결손증 등이 수술이 필요했던 소화기 질환으로 조사

며, 패혈증과 담즙정체증이 각 12건(9.6%)으로 가장 많았다. 감

되었는데, 다른 보고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염으로 인한 합병증은 신생아의 면역 기전 결함, 식작용의 미비,

보인다. 괴사성 장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보고들에 비해 상

외부 방어 장벽의 결함 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

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Henry 등12)의 보고와 같이, 과거에 비

때문이다3). 담즙정체증은 총 정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총

해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출생이 증가하고 신생아 중환자

정맥영양 기간이 길었던 것과 상관성이 있다9). 최근 국내 보고에

관리가 전문화되어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서 Son 등3)은 5.9%, Cho 등11)은 2.8%의 술 후 사망률을 보고하

수 있으며 또한 본원의 지리적 특성상 소아 외과 수술을 할 수

였는데, 본 연구는 괴사성장염과 서혜부 탈장을 제외한 질환들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 괴사성 장염의 비율이 높은게 아닌가

에서 1.6%의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사망 원인을 보면 회장 폐쇄

한다. 실제 괴사성 장염으로 수술한 환아 중 13명(81.3%)이 외

수술 후 생긴 파종성혈관내응고, 태변 복막염 수술 후 생긴 급성

부에서 전원되어 온 경우이다.

신부전이 원인이었다. 괴사성 장염으로 수술 받은 후 사망한 환

선천성 질환은 동반 기형이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

아 3명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악화,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

고 있다. 널리 알려진 VATER, VACTERL(Vertebral anomalies,

로 사망하였다. 이는 진단과 수술 방법 뿐만 아니라 이후의 보존

Anal atresia, Cardicac defects, TracheoEsophageal fistula,

적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수술 받은 괴사성 장염

Renal abnormalities and Limb abnormalities) 등과 같이 여러

의 18.8%가 사망하였으므로 극소 저체중 출생아 치료의 괄목

가지 장기의 기형이 소화기 선천성 기형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

할 만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괴사성 장염의 이환률과 사망률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1), 본 연구에서도 125명 중 24명

높다고 할 수 있다9). 신생아 집중치료에 있어 괴사성 장염은 가

13)

(19.2%)에서 다른 기형이 동반되었다. Yoo 등 은 14.2%, Son

장 빈번하게 응급수술을 요하는 질환 중의 하나이며 괴사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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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사망률은 20-50%까지 보고되고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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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루빈이 의미있게 더 높았다.

. 수술적 치료 여부에 따른 비교를 했을 때 사망률은 유

결론: 수술적 치료를 받은 위장관 질환의 생존율은 높고 수술

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술군에서 술 전 직접 빌리루빈이 보존적

적 치료의 성과도 우수하였다. 괴사성 장염 환아 중 수술군에서

치료군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직접 빌리루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있다

수유의 진행이 잘 되지 않고 금식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겠
다. 하지만 대상 환아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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