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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ional hub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s are opening suppor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need for mor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beds response to increasing number of prematurity. Besides beds expansion,
functional role of NICU is important and the evaluation tool of functional analysis
of NICU is necessary. In this review, admission of preterm infant born before 32
gestational weeks was considered as a functional component and the annual
number of those babies was used as an activity marker. The activity of NICU was
higher with increased bed number, but also increased equipment, NICU personnel,
obstetric personnel were independent factors for the higher NICU activity. Levels of
NICU can be defined according to the activity, and reference bed size, equipment,
personnel can be defined according to each level. In reverse, functional analysis of
NICU can be performed with known bed size or equipment predicting activity level.
Meanwhile, the evaluation of 13 regional hub NICU revealed that they partially
contributed to the regionalization of NICU, and the activity was increased in all
regional hub NICUs. Three regional hub NICUs showed markedly increased activity
after opening, and those centers showed increased NICU personnel and obstetric
personnel compared to other centers. In terms of regional hub government sup
port, multilateral plan should be operated, besides simple bed size, considering
distribution of different functional level of regional NICUs and leaking patient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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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총 출산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출산율 증가에 따라 신생아중
환자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총 출생아 715,8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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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출생체중 2,500 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의 수가 18,532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규모의 지표인 병상 

2.6%였던 데에 비하여 2002년 총 출생아 492,111명 중 24,048명으

수 외에 복합적인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성 지표의 사용

로 3.8%로 증가하였고, 2011년 총 출생아 471,265명 중 24,647명

이 필요하다. 활동성은 신생아중환자실의 대표적인 환자인, 미숙

1)

으로 5.2%까지 증가하였다 . 출생체중 1,500 g 이하의 극소저체중

아 환자의 입원 양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의 신생아집중치료기능 

출생아는 1993년도 929명인 것에 비하여 2011년도에는 2,994명으

평가에서, 미숙아의 생존율은 신생아집중치료의 등급과 입원 수

로 수적으로는 322%로 증가하였고, 전체 총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에 비례하며, 환자양은 신생아중환자실의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1) 

비율 또한 0.13%에서 0.64%로 492%의 비율증가를 보여  향후 국

고 보고한바 있으며6), 영국의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에서 입원 환

내의 저체중출생아 및 미숙아의 상대적 절대적 증가가 분명하다. 

자 수가 많은 병원은 더 아픈 환자를 치료하며 타과의뢰나 간호 인

이러한 추이를 보았을 때 신생아집중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체중

력 등의 조건들이 더 풍부한 상위등급의 병원임을 보고하였다7). 

출생아 및 미숙아의 비율 증가 및 절대수 증가에 대한 국가적 대처

출생 체중이 아닌, 산전에 알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정보인 출생 재

계획 수립이 시급한 문제이다. 

태주수를 기준으로 활동성과 관련된 결과를 본 다면 산모를 치료

1999년, 2006년, 2010년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지

할 수 있는 주산기적인 측면이 활동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

원을 받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규모를 조사한 바 있고, 이를 통

태주수 32주 미만 출생아의 입원을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평가 

해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 필요한 병상 수를 산정하여 국가적 차

요소로 사용하여, 연간 입원 환자 수를 활동성의 지표로 사용할 

2-4)

원에서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
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 사업은 각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2012

수 있다. 
1)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입원 수: 활동성 지표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들은 장기의 미숙으로 미숙아에

년 2월까지 총 18개 병원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서 흔한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폐이형성이상, 동맥관 개존증, 

2011년까지 선정된 13개소는 정부 지원 시작 후 각 10병상이 더 확

뇌실내 출혈,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등의 질병 이환율이 급

보된 후에 지역센터라는 이름 하에 개소하여 진료 중에 있으며, 

격히 증가되어 질환의 이환율과 관련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012년에 지정된 센터들도 최근 속속들이 개소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군이다8-15). 

정부 지원 하에 병상 수 확대, 장비, 설비, 인력 등의 보강 후 운영

연간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 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신생

비를 지원받으며 각 지방에서 기능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아중환자실의 활동성 지표는 중증질환 환자 수를 반영한다. 전국

서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의 87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011년 1년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병상 수가 큰 신생아중환자실일수록 활발한 진료를 하겠지만 

환자 수와 기관지폐이형성이상 진단 환자 수는 활동성 지표와 유

단순한 병상 수나 장비의 개수 등으로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이 얼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67, P=0.000; r2=0.87, P=0.000 by 

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병상 

Pearson’s correlation). 병상 당 활동성 지표와 병상 당 중증질환 

수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신생아 집중치료센

환자 수의 관계를 보았을 때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5) (병상 

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생아중

당 호흡곤란증후군 환자 수: r2=0.57, P=0.000; 병상 당 기관지폐

환자실의 기능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정부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이형성이상 환자 수: r2=0.68, P=0.000).

센터 사업의 기능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 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신생
아중환자실의 활동성 지표는 신생아중환자관리의 질을 대표하는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 2012년 11월에 제출한 “신

극소재태주수 미숙아의 생존율을 반영한다. 2011년 1년간 전수조

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에서5) 조

사 된 87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각각 출생 주수 32주 미만으로 입

사되었던 전국의 87개 신생아중환자실의 현황을 토대로 기능 현

원한 환자들의 수와 재태주수 28주 미만의 생존율은 유의한 양의 

황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를 이용하여, 지역거점 신생아집

상관관계를 보였다5) (r2=0.355, P=0.001).

중치료센터 현황을 중간평가하며, 향후 정부지원의 방향에 대해 

2)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현황: 활동성이 없는 병원 존재

제안하고자 한다.

2012년 10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국내 신생아중환
자실은 108곳이나, 허수로 신고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을 제외하
고 2012년 10월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국내의 신생아중환자실 

본론
1.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평가

운영 병원은 89곳이며, 총 병상 수는 1,299개로 정부 지원 병상 수 
확보의 사업으로 감소추세이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최근 
약간 증가되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이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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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면, 신생아중환자 관리료를 받고 있는 입원 환자가 있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P<0.0001), 분만가능 산과 전문의 수

야 하며 32주 미만 입원이 있어 활동성을 보여야 한다. 2011년 1년

(P=0.0007), 총 5개의 변수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포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신생아중환자 관리료 청구 현

송 회귀분석을 통한 다변수 분석 시, 추정 적합식은, Log[전체 

황과 전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신생아중환자 관리료가 0-1건 또

32주 미만 입원 수]=2.9298+0.0319*(병상 수)+0.0123*(총 인공

는 32주 미만 입원 수가 0-1건인 병원은 총 11곳이었다. 또한 전수

호흡기 수)+0.0468*(근무 소아과 전문의 수)+0.0149*(간호사 

조사에서 누락된 2개의 병원도 활동성이 없다고 전화설문 상 보

수)+0.0083*(분만 가능 산과 전문의 수)로, 다른 변수들이 보정되

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중 기능을 하고 있는 

었을 때 상기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성을 올리는 지표임을 보

5)

곳은 89곳 중 13곳을 제외한 76곳으로 확인된다 . 기능하고 있지 

여준다5). 

않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신고 병원 중 11곳은 3-7병상으로 작은 

4)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등급화를 활용한 기능 평가 가능

규모의 병상이며, 나머지 병원은 각각 10병상, 20병상의 병원이었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 입원 환자 수를 이용한 활동성 분류를 

다. 전수 조사된 병상 7개 미만의 20개 신생아중환자실 중 활동성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을 등급화하였을 때, 병상 규모가 가장 큰 영

이 없는 10곳의 병원과 활동성을 보이는 10곳의 병원을 비교하였

향 요인이었고, 각 등급별 평균 병상 수를 기준으로 규모 별 등급
에 맞는 시설 . 장비 . 인력을 권장할 수 있고, 규모 별 등급에 맞는 

을 때(병상 수 5±2 vs. 6±1, P=0.308 by Mann-Whitney test), 활
동성이 없는 병원은 인큐베이터 수(6±2 vs. 11±5, P=0.009), 환
자모니터 수(5±3 vs. 11±6, P=0.033) 등 시설 . 장비가 유의하게 

활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병상 이상의 신생아중환

적었고, 근무 전공의(0.8±0.6 vs. 1.5±1.1, P=0.094)와 세부 전문

이터 수는 15개 이상, 전문의 수는 2명 권장가능하고 세부전문의 

의(0.6±0.5 vs. 1.0±0.5, P=0.087) 등 인력이 적었고, 분만가능 

수는 1명 이상 필수로 존재해야 하는 것을 기준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모와 시설 . 장비 . 인력에서 32주 미만 입원아가 연간 50

산과 전문의 당 32주 미만 조산아 분만 건수가 유의하게 적었다5) 
(0.7±1.7 vs. 7.3±5.1, P=0.003).

자실은 level 2에 맞추었을 때, 인공호흡기 수는 7개 이상, 인큐베

3)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현황: 활동성에 따른 분류

명 정도로 활동성이 예측된다. Level 2는 15병상, level 3는 25병상, 
level 3+는 35병상 기준으로 분류하여 여기에 맞는 시설 . 장비 . 인

연간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 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신

력 기준을 확인하고, 활동성을 평가한다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기

생아중환자실의 활동성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

능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 병상 수, 크기, 시설, 장비,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산과 인력을 
요인으로 하여 전수조사 된 87개 병원의 활동성 지표를 살펴보았

2.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 평가

다. 상기 요인들은 활동성이 올라갈수록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개소에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

였다. 전수조사 된 87개 병원의 활동성을 사분할하여 하위 두번

센터가 지정되어 약 1년의 개소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까지 지정

째 분할(50백분위수) 기준인 35명 미만의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을 
level 1 (하위 등급), 연간 35명 이상 55명 이하로(75백분위수) 입원

된 13개 센터가 개소하였다(편의상 A-M 센터로 구분, 2012년 3월
까지 개소). 본 종설에서는 센터 지정 전 . 후의 활동성 변화를 평

하는 병원을 level 2 (중위 등급), 연간 55명 초과의 입원환자가 있

가하기 위해 개소 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13개 

는 병원을 level 3 (상위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상위 등급의 병원 

센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5).

중에서도 상위 10 percentile (90백분위수)에 속하는 병원을 level 

1) 지역화에 기여

3+ (최상위 등급)으로 따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영국에서 1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 

년간 입원하는 극소저체중출생아의 수에 따라 high-volume 그룹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을 연간 57명 초과, medium-volume 그룹을 연간 35-57명, low-

경상남도, 제주도에 각각 1곳씩, 경기도에 2곳이 지정되어 개소되

volume 그룹을 연간 35명 미만으로 분류하여 신생아중환자실의 

었다. 각 지역별 신생아중환자실의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입

7)

기능을 분석하였던 것과 유사한 분류이다 . 

원 환자수를 활성도 지표로 하여, 각 지역에서 출생한 해당 미숙

신생아중환자실의 등급에 따라 병상 수, 장비, 인력, 타과 협

아들이 각 지역 내에서 100%흡수가 가능하다면 지역거점 센터로

진, 산과 인력 등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년간 출생한 32주 미

(Table 1). 등급에 따른 병상 수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였지만, 병

만 미숙아의 통계청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인천, 울산, 경기도, 충

상 수 외에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

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아직 지역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역 

기 위해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 중 크기, 장비, 인력을 

환자를 100%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다(Table 2). 그러나, 2009년 1

대표할 수 있는 병상 수(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한 단변수 분석 

년간 출생한 32주 미만 미숙아 자료와 비교 시 강원도, 제주 지역

P<0.0001), 인공호흡기 수(P<0.0001), 근무 전문의 수(P<0.0001), 

은 100% 지역흡수율을 달성하였고, 인천지역은 흡수율 증가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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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ICU Levels Classified by the Activity Defined as Annual Volume of Preterm Infant Born Before <32 Gestational Week
Total
(n=87)

Level 1
(n=42)

Level 2
(n=24)

Level 3
(n=21)

Level 3+
(n=9)

Infants born before GA 32 weeks (No.)

42.7±36.0
(0-194)

17.6±11.9*
(0-34)

44.8±6.2∥
(35-55)

90.4±39.1†
(57-194)

123.1±40.9‡
(76-194)

NICU beds (No.)

14.5±9.2
(3-50)

9.1±3.9*

14.9±6.4∥

25.1±10.4†

30.8±10.8

7.4±4.8

4.9±1.9

7.1±2.3∥

12.8±6.5†

17.0±7.4‡

Total invasive ventilator (No.)
HFOV (No.)

2.5±2.9

1.4±1.2

2.2±1.5

4.9±4.6

6.8±6.2

Incubator (No.)

16.1±8.4

11.5±4.8*

15.8±5.4∥

25.7±8.9†

31.9±6.1‡

Patient monitor (No.)

16.4±11.8

9.2±4.1*

17.3±6.3∥

29.8±14.8†

40.6±14.9‡

Bed side gas analysis

68 (78%)

29 (69%)

19 (79%)

20 (95%)

8 (89%)

Micro-sampling

68 (78%)

28 (67%)

21 (87%)

19 (90%)

8 (89%)

Ultrasound in NICU

57 (66%)

25 (60%)

iNO gas

38 (44%)

11 (26%)

Dialysis

54 (62%)

19 (45%)

16 (67%)

†

16 (76%)

9 (100%)

18 (86%)†

7 (78%)

16 (67%)

19 (90%)†

8 (89%)

∥

†

9 (37%)∥

Hypothermia therapy

26 (30%)

12 (29%)

2 (8%)

12 (57%)

7 (78%)

TPN for preemie

76 (87%)

35 (83%)

21 (87%)

20 (95%)

9 (100%)

Bed side sonography

73 (84%)

32 (76%)

20 (83%)

21 (100%)

9 (100%)

Bed side cardiac sonography

(except cardiac sonography)

82 (94%)

37 (88%)

24 (100%)

21 (100%)

9 (100%)

ECMO

14 (16%)

4 (10%)

2 (8%)∥

8 (38%)†

4 (44%)

†

Bed side surgery

55 (63%)

22 (42%)

14 (58%)

19 (90%)

9 (100%)

PDA surgery

68 (78%)

26 (62%)*

22 (92%)

20 (95%)†

9 (100%)

NEC surgery

61 (70%)

26 (62%)

16 (67%)

19 (90%)

9 (100%)

†

NICU residents (No.)

1.8±1.2 (0-6)

1.3±0.8*

2.0±1.1

2.8±1.5

3.1±1.5

Boardman in NICU (No.)

1.9±1.3 (1-7)

1.6±0.9

1.4±0.5∥

2.9±1.8†

4.2±1.9‡

Neonatology specialist (No.)

1.3±0.9 (0-4)

0.9±0.6*

1.4±0.7∥

2.1±1.2†

2.9±1.1‡

NICU nurses (No.)

17±12 (4-66)

11±5

15±6∥

32±17†

Nurse specialist

22 (25%)

∥

41±19‡
†

7 (17%)

2 (8%)

13 (61%)

6 (67%)

Obstetrician (No.)

5.9±4.4 (-24)

5.8±4.2

5.7±5.5

6.4±3.5

6.8±2.7

DR nurses (No.)

8.9±5.7 (1-41)

7.9±4.5

9.8±7.8

10.1±4.9

13.1±5.5‡

†

DR ICS (No.)

1.8±1.5 (-8)

1.2±0.8

1.9±1.5

2.7±2.0

3.6±2.5

DR incubators (No.)

0.8±0.9 (-4)

0.6±0.7

1.0±0.8

1.2±1.1†

1.6±1.4

GA<32 week delivery ratio (%)

5.6±5.4 (-24.6)

3.9±4.1

7.1±5.2

7.3±6.9

7.0±7.8

GA<28 week delivery ratio (%)

2.4±2.4 (-10.3)

1.6±1.7*

3.0±2.6

3.2±2.9†

3.3±3.4

44.4±51.6 (-265)

32.8±52.7

58.5±59.4

51.3±33.6

57.5±41.7

7.1±8.4 (-43.3)

3.5±3.2*

9.7±8.4

11.4±12.2†

14.4±14.4

Preterm delivery No. per Obstetrician
GA<32 week delivery No. per Obstetrician

Abbreviations: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GA, gestational age; HFOV, high frequency oscillating ventilator; iNO, inhaled nitric oxide; TPN,
total parental nutrition;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DR, delivery
room; ICS, intensive care system.
Level 3 includes level 3+.
*P value<0.05 when compared level 1 vs. 2.
†
P value<0.05 when compared level 1 vs. 3.
‡
P value<0.05 when compared level 3+ vs. 3 except (3+ NICUs).
∥
P value<0.05 when compared level 2 vs. 3.
P value by T-test.

Neonatal Med 2013 May;20(2):179-188
http://dx.doi.org/10.5385/nm.2013.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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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입원 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부산, 광주, 대전, 경상남도 지

의 단기간의 변화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지역화 역할에의 기여

역에서는 흡수율의 변화는 없었지만 늘어나는 미숙아 출생과 발

를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하나, 강원도와 제주지역, 인천, 

맞추어 절대 입원 수의 증가를 보였다(Table 2). 권역 별로 분류하
여 보았을 때 대전 . 충청도, 대구 .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 전

부산, 광주, 대전, 경상남도 지역은 지역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라남도는 아직 100%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지 못하여 지역환자 흡

2)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들의 활동성 비교
 대상이 되는 13개 센터에서 개소 전 . 후의 병상 수, 인력, 장비, 

수율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존재한다(Table 3). 2009년과 2011년

사료된다.

Table 2. The Number of Regional NICU Admission of Inborn Preterm Infants Born < 32 Gestational Week and the Absorption Rate of Regional
Infants (2009 vs. 2011)
16 regions

The year 2009
Inborn No.

The year 2011

Statistics

Absorption %

Inborn No.

Statistics

Absorption %

Seoul

1,095

582

188

1,114

571

195

Busan

302

176

172

406

242

168

Daegu

111

194

143

136

184

166

Incheon

95

203

47

145

227

64

Gangju

142

65

218

154

78

197

Daejeon

113

103

110

147

135

109

35

70

50

47

89

53

Gyeonggido

441

812

54

468

882

53

Gangwondo

88

97

91

108

99

109

Chungcheongbukdo

55

96

57

49

104

47

Chungcheongnamdo

69

111

62

98

160

61

Jollabukdo

85

106

80

88

110

80

Jollanamdo

4

107

4

4

129

3
28

Ulsan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Jejudo
Total

6

177

3

53

189

113

191

59

164

268

61

21

36

58

35

32

109

2,858

3,075

93

3,264

3,481

94

Abbrevia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bsorption % = regional inborn No. / regional statistics No. * 100%.

Table 3. The Number of Integrated Regional NICU Admission of Inborn Preterm Infants Born < 32 Gestational Week and the Absorption Rate
of Integrated Regional Infants (2009 vs. 2011)
8 Integrated regions
Seoul․Incheon․Gyeonggido

The year 2009
Inborn No.

Statistics

The year 2011
Absorption %

Inborn No.

Statistics

Absorption %

1,631

1,597

102

1,727

1,680

103

88

97

91

108

99

109

Daejeon․ Chungcheongdo

237

310

76

294

399

74

Daegu․Gyeongsangbukdo

200

320

63

237

355

67

Busan․Ulsan․Gyeongsangnamdo

450

437

103

617

599

103

85

106

80

88

110

80

146

172

85

158

207

76

21

36

58

35

32

109

2,858

3075,

93

3,264

3,481

94

Gangwondo

Jollabukdo
Gangju․Jollanamdo
Jejudo
Total

Abbrevia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bsorption % = regional inborn No. / regional statistics No.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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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협진과 상황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활동성 비교 시기는 개

던 M병원은 분만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미숙아 분만율은 C, 

소 전 1년과 개소 후 최소 6개월까지 (2009년 개소, 개소 후 3년 조

E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센터에서 증가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환

사; 2010년 개소, 개소 후 2년 조사; 2011년 개소, 개소 후 1년 조사; 

자의 수술 건 수는 E, H, I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센터들에서는 개

2012년 개소, 개소 후 최소 6개월 조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소 후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C, D, H 세 곳의 병원에서는 다른 병

환자 수, 주요 질환 건수, 수술건수, 분만한 산모 수 등을 조사하였

원으로의 환자 이송 건수가 증가되었고 이는 입원 수가 늘어나면

다.

서 수술을 요하는 중증의 환자가 늘어났지만 협진과 전담의의 부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개소 후 정부 지원의 일괄적인 
10병상 확보와 자조적인 병상 확장이 추가되어 평균 11병상(10-21

족으로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활동성 증가가 두드러진 센터의 요인(활동성 증가 병원 vs. 

병상)이 더 확보되어, 개소 후 평균 26병상(16-36병상)의 센터가 

그 외의 병원)

되어 가시적인 병상과 면적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아집

정부지원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13곳 중 활동성이 높은 

중치료센터의 장비 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소량의 혈액채취검

병원은, 개소 1년 전과 비교 시 개소 후에도 높은 병상 당 연간 32

사가 가능하지 않은 1개소, 흡입용 일산화질소 가스가 가능하지 

주 미만 입원 수를 유지한 곳으로 정의하였다. 참고사항으로 2011

않은 3개소, 저체온치료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5개소가 존재하였

년 1년간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전수 조사에서 병상 당 32주 미만 

다. 근무 전문의 수와 세부 전문의 수가 늘어났으나, 근무 전문의

입원 수의 상위 10 percentile (90백분위수)는 4.7명으로 지역거점

가 1명인 곳이 3개소에 남아있었고, 간호 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

센터 중에서 병상당 연간 32주 미만 입원 수가 5명 이상으로 계산

하면서 전공의 수가 부족한 곳에서 전문 간호사의 활용도를 높여 

된 센터들을 활동성이 증가가 두드러진 병원으로 분류하였다. 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동맥관 개존증 수술, 괴사성 장염 수술, 뇌실

기에 해당되는 병원은 A, D, M병원으로 다른 병원들과 비교 시 개

내 배액시술, 미숙아 망막증 레이져 시술이 대부분의 센터에서 가

소 후 첫 1년간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입원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능하였으나 1개소에서만 동맥관 개존증 수술이 불가능하였다. 한 

(개소 1년 전 64±17명 vs. 42±19명 → 개소 1년 후 124±6명 vs. 60

센터에서만 산과 전문의 수와 분만장 간호 인력이 보충되었고, 다

±22명, P=0.028 by Mann-Whitney test). 개소 후 첫 1년간 28주 

른 곳에서는 산과와 분만장 상황에 변화는 없었다. 
개소 전 . 후의 활동성을 비교하였을 때, 개소 후 모든 센터에서 

미만의 극소재태주수의 미숙아 입원 수도 유의하게 많았으며(개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 입원 수가 증가하였다. 호흡곤

명, P=0.07), 개소 후 첫 1년 동안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란증후군 진단 환자 수 또한 모든 센터에서 개소 후 증가된 양상을 

입원치료 받은 환자 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개소 1

보여 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년 전 129±64명 vs. 41±23명 → 개소 1년 후 189±50명 vs. 62±30

산과 인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D, E, J, L병원에서는 개소 첫 1년째 

명, P=0.028). 활동성이 높은 A, D, M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분만 수 증가를 보였고, 분만가능 산과 전문의 수가 9명으로 많았

개소 후 첫 1년 동안 타과 협조가 필요한 수술 건수가 많았으나, 통

소 1년 전 18±4명 vs. 12±9명 → 개소 1년 후 42±13명 vs. 20±9

NICUs with markedly increased
activity (A, D, M; n=3)

1 year before opening

1 year after opening

Other NICUs (n=10)

2 years after opening

3 years after opening

Fig. 1. The comparison of annual delivery rate below 32 gestational week, among regional
hub NICUs with differe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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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개소 1년 전 34±15건 vs. 17±12건 

화는 미미하였으나, 활동성이 높은 A, D, M병원은 그 외의 병원들

→ 개소 1년 후 61±11건 vs. 24±14건, P=0.161). 

과 비교 시 산과의 미숙아 분만 활동 증가가 두드러졌다(Fig. 1, 2). 

활동성의 증가가 두드러진 A, D, M병원을 그 외의 병원과 개소 

특히 산과 전문의가 유일하게 2명 늘어난 D병원의 미숙아 분만율

후 병상 수, 장비, 인력, 분만 활동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Table 4). 

이 독보적으로 증가되었다(32주 미숙아 분만율: 개소 1년 전 9.9% 

신생아중환자실 크기와 장비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인력 보강 

→ 개소 1년 후 21.2%).

부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전공의, 전문의 수와 함께 간호사 

4)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기능 평가 결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과 인력 및 시설 변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들의 개소로 국내 신생아중환자

Peak rise in annual <32 GA delivery ratio
after opening (%)

실의 지역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센터 각각의 활동성을 조
사해보았을 때, 모든 센터에서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 

12.0

입원이 개소 후 증가되고 이와 관련된 질환 군, 수술 건 수 등이 증
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활동성의 증가를 보

9.0

였던 A, D, M 세 곳의 병원에서는 그 외의 병원과 비교 시 신생아
중환자실의 크기와 장비의 차이는 없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

6.0

의, 전문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산과 인
3.0

력이 보충된 병원에서 미숙아 분만율이 증가된 양상을 보여, 인력 
부분의 보충이 활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

3. 정부 지원 사업에의 제언
NICUs with markedly
increased activity
(A, D, M; n=3)

1) 병상 수 확보 및 활동성을 올리는 지원이 필요

Other NICUs
(n=10)

2011년 1년간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 수로 계산한 국내 신생아중
환자실 필요 병상 수는 1,730병상으로 현재 병상에서 400병상 이

Fig. 2. The comparison of peak rise in annual delivery rate

상이 필요하며, 2011년 통계청 출생아로 계산한 국내 신생아중환

below 32 gestational week, among regional hub NICUs with
different activity (*P =0.007 by Mann-Whitney test).

자실의 부족 병상 수는 200-600병상으로 추정된다3-5,16). 정부 지

Table 4. The Comparison among Regional Hub NICUs with Different Activity
Factors after regional hub opening

NICUs with markedly increased activity (A, D, M; n=3)

Other NICUs (n=10)

P value

NICU beds (No.)

23±5

27±6

0.371

Beds increment (No.)

11±1

11±3

0.217

Total invasive ventilator (No.)

13±1

12±3

0.469

HFOV (No.)

5±2

5±3

0.692

Incubator (No.)

29±4

28±8

0.692

ICS (No.)

14±11

7±4

0.469

3±1

2±1

0.077

Patient monitor (No.)

39±22

29±11

0.573

Infusion pump (No.)

91±27

68±16

0.161

O2 outlet (No.)

67±32

55±17

0.573

NICU residents (No.)

3.7±0.6

2.2±1.1

0.049

Boardman in NICU (No.)

3.3±0.6

2.0±0.8

0.049

On duty residents (No.)

1.7±0.6

1.1±0.7

0.287

On duty boardman (No.)

1.3±0.6

1.5±0.7

0.811

2.3±0.6

1.4±0.5

0.077

32.7±13.9

24.8±9.8

0.371

Transfer incubator (No.)

Neonatology specialist (No.)
NICU nurses (No.)
Nurse specialist

2 (67%)

4 (40%)

Abbreviations: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HFOV, high frequency oscillating ventilator; ICS, intensive care system.
P value by Mann-Whitney test.

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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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grated Regional Distribution of Regional Hub NICUs according to the Suggested Levels of NICU
8 Integrated regions

Integrated regional hub NICU

Upper level regional hub NICU

Lower level regional hub NICU

†

Seoul․Incheon․Gyeonggido

5*

6**

7†

Gangwondo

0

1*

1

Daejeon․ Chungcheongdo

0

4***†

0

Daegu․Gyeongsangbukdo

0

0

2*

Busan․Ulsan․Gyeongsangnamdo

0

2*†

4*

Jollabukdo

0

0

1*

Gangju․Jollanamdo

0

1*

1†

Jejudo

0

0

Total

5

14

1*
17

*Regional hub NICUs assigned till 2011.
†
Regional hub NICUs assigned at 2012 (these NICUs are included assuming that 10 more beds would be obtained).

원으로 국내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

필요하다.  

나 급격히 늘어나는 고위험 미숙아의 수에는 부족하고, 현실적으
로 신생아중환자실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원들에서 
중환자실보다 여건이 열악한 일반 병실에서 신생아중환자를 치

결론

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의 현실상 병상 수나 입원 수와 같은 양적인 지표 사용을 통

같은 병상 수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편

해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종설에서 

으로 활동성을 올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신생아중환자

제시한 활동성 지표를 이용하여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평가에 

실 활동성을 평가하였을 때, 병상 수 외에도 인공호흡기와 같은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파악의 도구로 본 

장비 보충, 전공의 수, 전문의 수, 세부전문의 수, 간호 인력 등 인

종설에서 제시한 양적인 활동성 지표 외에 생존율을 통한 질적인 

력 보충이 필요하며, 산과 전문의 및 시설 보충을 통해 산과의 미

지표 사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숙아 생존율을 지표로 사용하기 

숙아 분만 여력을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부족한 요소에 대한 기

위해서는 국가 규모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준은 활동성 지표에 따른 병원 등급별 요소들을 활용하여 기준을 

입원하는 환자들이 등록되어 이송 시 추적자료 확인이 가능해야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연간 생존율을 넘어 장기적인 생존율 변화 평가를 통

2) 등급별 신생아중환자실 분포 및 권역 별 유출 환자에 따른 정
부지원의 다각화 필요
앞서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 평가 시 활동성을 기준으로 
등급화 한 결과, 등급별로 병상 수의 규모가 달라진다. Level 2의 

해 질적인 지표 사용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
능평가 지표들을 활용하여 신생아중환자실 기능 파악을 통해 지
역화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평균 병상 수는 15병상으로 15병상 이상의 규모의 신생아중환자
실을 일반지역거점병원, level 3의 평균 병상 수인 25병상 이상 규

감사의 글

모의 병원을 상급지역거점병원, level 3+를 권역거점병원으로 명
칭하고 35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으로 등급화하여 국내 신생아중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의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과제

환자실의 분포를 보면 지역화를 위한 지원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의 자료 수집에 김애란(서울아산병원), 김영돈(제주대학교병원), 

것이다 (Table 5). 상급지역거점병원이 없는 곳은 대구, 경상북도

김천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송은송(전남대학교병원), 신승한

와 전라북도, 제주 권역으로 일반지역거점병원의 등급상승이 필
요하다. 대전 . 충청도 권역에는 일반지역거점병원이 없고, 광주, 

(서울대학교병원), 심소연(길병원), 이주영(서울대학교병원), 임

전라도 권역은 일반지역거점병원에 해당되는 병원이 1개 존재한

안산병원), 최창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선생님들께서 연구원으

다. 효율적인 거점병원 지원을 위해 현재 권역 별 흡수율과 유출 

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전

환자 수를 고려하여, 통계청 대비 권역 내 신생아중환자실 흡수율

국의 87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표하며, 협

이 100%가 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조해 주신 병원은(가나다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서울

진아(충북대학교병원), 정지미(부산백병원), 최병민(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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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강

5)

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
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
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신
대학교 복음병원, 광명성애병원, 광주기독병원, 길병원, 단국대

6)

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명지병원, 미즈메디병원, 보라매병
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
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여성

7)

병원(인천), 서울여성병원(부천), 성애병원, 세종병원, 순천향대
학교 구미, 부천, 서울, 천안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동병원, 양
산부산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

8)

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병원, 노원을지병원, 을지대학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일산병원, 일신기독병원, 전남대
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일병원, 제주대학교

9)

병원, 제주한라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좋은문화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구미차병원, 분당차병원, 충

10)

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강동
성심병원, 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

11)

일병원, 현대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조원으로 자료 정리
에 도움을 준 박재영 학생(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노
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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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은선·신승한*·김한석*

미숙아 환자 수의 증가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즈음 2012년 3월까지 전국에서 총 13개소
에서 정부지원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센터가 개소되었다. 단순한 병상 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신생아중환자실이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기능 평가를 위한 도구로
2011년도의 연간 출생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입원 환자수를 활동성의 지표로 삼아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기능을 등급
화하여 분석하였다. 병상 수의 규모가 클수록 활동성이 증가되나, 병상 수 외에도 장비,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산과 인
력 등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활동성에 영향을 주었다. 활동성 지표로 등급화 된 병상 규모별로 시설 ∙ 장비 ∙ 인력의 기준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역으로 기준에 맞췄을 때 활동성을 예측하여 신생아중환자실 기능의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소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지역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13곳의 개소 전 ∙ 후
를 비교한 결과 모든 센터에서 활동성 지표가 증가되었고 지역화에 일부 기여하였다. 개소 후 두드러지게 활동성 지표
가 증가되었던 3곳의 센터는 그 외의 센터와 비교 시 크기와 장비의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의 ∙ 전문의 ∙ 간호사 ∙ 전문간
호사를 포함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과 산과 인력의 보충에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거점병원 지원에 있어서 지역간 등
급별 신생아중환자실 분포 현황 및 권역 별 유출 환자 수에 따라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