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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aternal and Neonatal Transport by the 1339 Emergency Medical Infor-
mation Center in Bu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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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relation to perinatal healthcare, medical institutions and resources are limitative and also are in a state of flux due to the 
therapeutic specialty. We analyzed requests for interhospital transfers received by Busan 1339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EMIC) to grasp the state of perinatal healthcare delivery syste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ata inputted into the computing system of Busan 1339 EMIC,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09. In connection with 378 pregnant women and 136 newborns who were required to transfer, retrospective 
analyses were made of the success rate of transfer (SR), the number of contacted hospitals, the time required for transfer and the rea-
son of transfer and refusal.
Results: In the case of pregnant women, the SR were 65.5%. They came in contact with 2.7 hospitals, and it took 24.4 minutes. As for 
the reason of transfer, preterm labor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case of newborns, the SR were 71.3%. They came in 
contact with 2.4 hospitals, and it took 15.6 minutes. The most common reason of transfer were respiratory symptoms. In the reason of 
refusal with pregnant women and newborn, the lack of medical staff, medical equipments and wards accounted for great.
Conclusion: Many pregnant women and newborns have been transferred to hospitals by EMIC, but the SR has not been higher yet.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evaluate the propriety of perinatal treatment system, as well as to set up effective perinatal healthcare 
delivery system.

Key Words: Transportation of patients, Emergency Medical Service Communication Systems,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Central-
ized hospital services

서론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응급 진료는 치료의 특수성 때문에 치

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 및 자원이 한정적이며, 상황에 따라 유

동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다른 협진 분야의 사정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 주산기 의료 체계의 핵심은 산과와 신생아과의 유기

적인 통합 치료와 이들 치료의 지역화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통합적인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지역 

간 의료 체계의 인프라와 관리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상급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인 의원이나 전문 병원 등 1, 2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

에서 개별적으로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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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부담이 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1, 2). 따라서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이들 특수 환자군의 응급 진료에 대처하

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공 의료 서비스인 1339 응급 의료 정

보 센터를 통해 주산기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는 담당 의료 기관의 여유 병상 수, 의료 장비 등에 대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전원 의뢰 시 적절한 의료 기관

으로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3). 하지만, 현재

까지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 현황에 대한 조사는 드문 실정

이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에 대해 조사하고,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후

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의뢰된 환자의 유형은 산모와 신생아로 

분류하였다. 산모는 분만과 관련된 문제로 산부인과 전원 의뢰

가 온 경우로 총 388명이었다. 전원 의뢰 산모 중 나이와 전원을 

의뢰한 상세 이유가 없는 산모 7명,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

이 없는 산모 3명을 제외하여 378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는 생후 30일 이내로 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하여 전원

이 의뢰된 경우로 총 138명이었다. 신생아 전원 의뢰 중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전원 의뢰 요청이 아닌 2명을 제외하고 1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원이 의뢰된 산모 378명과 신생아 136명을 

대상으로 전원이 의뢰된 날짜와 시간, 환자의 유형, 전원 의뢰 

이유, 전원 여부 결정까지의 시간, 전원 성공률, 전원이 거절된 

이유 등을 조사 하였다. 산모는 산모의 나이, 태아의 재태주수, 

예상 출생 체중을 조사하였고 신생아는 나이와 체중을 조사하

였다. 전원 성공은 전원이 의뢰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전원할 병

원이 정해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원 실패는 여러 의료 기관을 

접촉하여도 최종적으로 전원을 수락한 병원이 없는 경우로 정

의하였다.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 시간은 전원 의뢰가 접수된 

시간에서 부터 전원 수락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 대해 최종 전원 성공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전원

을 의뢰한 요일(평일 vs. 주말과 휴일)과 시간대(주간 07-18시 

vs. 야간 18-07시)에 따라 전원 성공률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전원을 의뢰하는 이유, 전원 여부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 수

를 조사하였다.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고, 

이를 전원을 의뢰한 요일(평일 vs. 주말과 휴일)과 시간대(주간 

07-18시 vs. 야간 18-07시)에 따라 소요 시간의 차이를 조사하

였다. 전원이 거절된 경우는 거절 이유를 중복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병원 임상 시험 연구 센터의 심의를 통과

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정규 분포일 때 평균±표준편차, 비정규분포일 

때 Median (inter quartile range) 로 표기하였으며, SPSS for 

window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양측 검정을 하였으며,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범주

형 변수의 빈도와 분율의 비교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독립집단인 두 군 사이의 평균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1. 산모의 전원

1) 산모의 일반적인 특성

전원이 의뢰된 산모는 378명으로, 평균 나이는 30.7±4.4세였

고, 평균 재태주수는 31±3주, 예상 태아 체중은 1,620.8±569.5 

g이었다(Table 1).

2) 산모 전원 의뢰 이유

산모 전원을 의뢰한 병원측의 주요 전원 이유(중복)는 의료진 

Table 1. Select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o. (%)

Maternal N=378
Age (yrs) 30.7±4.4
Gestational age (weeks) 31±3
Estimated fetal weight (g)   1,620±596.5

Neonatal N=136
Gestational age (weeks) 38±2.7
Age (days)

<1 95 (70.0)
2-28 32 (23.5)
>28 6 (4.4)
Unknown 3 (2.2)

Gender
Male 60 (44.1)
Female 42 (30.9)
Unknown 34 (25.0)

Weight (g) 3,040.9±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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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51건, 수술 필요 44건, 입원실 부족 36건, 보육기 필요 218

건, 인공호흡기 필요 344건이었다. 전체 산모 전원에서 37주 미

만의 미숙아 산모는 345건(91.3%)으로 산모 전원 의뢰 이유 중 

미숙아 분만 위험과 관련된 의뢰로 가장 많았다. 미숙아 분만과 

관련돤 전원의 구체적인 이유는 조기 진통 213건, 조기 양막 파

수 86건, 미숙아 자체 25건, 산모 관련 이유 11건, 태아 곤란증 

10건이었다.

3) 전원 성공률 및 소요 시간 

전원이 의뢰된 산모 378명 중 254명이 전원에 성공하여 전원 

성공률은 65.6%였다. 전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접촉한 의료 기

관은 평균 2.7개였다. 전원 의뢰가 성공하지 못한 산모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은 얻을 수 없었으나, 전원을 의뢰했던 병원에 잔

류하거나 해당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원 여부가 결정되기까

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4.4분(11.3-29.8분)이었다. 전원 성공률

과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주간(07-18시)과 야간(18-

07시), 평일과 주말 및 휴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원 시간대

에 따른 전원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나(주간 vs. 야간, 

70.3% vs. 62.9%)(P=0.13), 야간 시간대에 전원 성공률이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일과 비교하여 주말 및 휴일은 전원 성공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졌다(72.1% vs. 58.0%)(P=0.01).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 시간은 야간 시간대(주간 vs. 야간, 

23분 vs. 26.4분)와 주말 및 휴일(평일 vs. 주말 및 휴일, 23.2분 

vs. 26.8분)에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4) 전원 거절 이유

산모 전원이 거절된 경우 이유를 중복으로 조사하였다. 의료

진 부족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 의료 장비 부족 145

건, 병상 부족 108건, 분만장 사유 98건, 특수 치료 불가 56건, 

수술 불가 35건이었다. 상세 사유가 없었던 경우도 651건에 달

했으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11건이었다(Table 3).

2. 신생아의 전원

1)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징

전원이 의뢰된 신생아는 136명으로, 이 중 95명(70.0%)이 출

생 당일 전원이 의뢰되어 가장 많았다. 평균 재태주수는 38±

2.7주, 체중은 3,040.9±629.2 g이었다(Table 1).

2) 전원 의뢰 이유

신생아 전원을 의뢰한 병원측의 주요 의뢰 이유는 의료진 부

족 38건, 의료 장비 부족 24건, 입원실 부족 36건, 관련과 부족 

23건, 수술 불가 4건, 기타 11건이었다. 전원이 의뢰된 신생아측

의 주요 의뢰 이유는 호흡기 증상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패혈

Table 2. Success Rate of Transfer and Time to Transfer Success

Day time Night time P value

Maternal
Transfer rate (%) 70.3 62.9 0.13
Time to transfer (min) 23.0 (10.5-29.0) 26.4 (10.0-29.0) 0.19
Neonatal
Transfer rate (%) 74.4 65.2 0.26
Time to transfer (min) 15.8 (7.0-21.0) 15.4 (9.0-21.0) 0.84

Working day Holiday P value

Maternal
Transfer rate (%) 72.1 58.0 0.01
Time to transfer (min) 23.2 (10.1-29.0) 26.8 (11.0-30.5) 0.18
Neonatal
Transfer rate (%) 76.1 61.4 0.08
Time to transfer (min) 16.0 (8.0-21.0) 14.9 (7.0-21.0) 0.58

Table 3. Reason for the Rejection of Transfer

Maternal transfer Total contacted (%)
N=1,357

Lack of physician 189 (13.9)
Lack of medical equipments 145 (10.7)
Lack of ward 108 (7.9)
Obstetric room problems 98 (7.2)
Disease severity 56 (4.1)
Unable to surgical treatment 35 (2.6)
Unable to connect with staffing physician 11 (0.8)
No detailed reasons for refusal 651 (48.0)
Waiting to connect with staffing physician 35 (2.6)
Others* 29 (2.1)

Neonatal transfer Total contacted (%)
N=311

Lack of ward 84 (27)

Lack of medical equipments 27 (8.7)
Lack of physician 15 (4.8)
Unable to surgical treatment 8 (2.5)
Disease severity 5 (1.6)
Unable to connect with staffing physician 18 (5.8)
No detailed reasons for refusal 99 (31.8)
Waiting to connect with staffing physician 25 (8.0)
Others* 31 (10.0)

*Unable to transport, indicated to available outpatient care etc.



140 MJ Kim, et al. • Analysis of Maternal and Neonatal Transport by Busan 1339 EMIC

증 의심 22건, 위장관 증 21건, 심혈관 관련 13건, 미숙아 12건, 

황달 10건, 기타 3건이었다.

3) 전원 성공률 및 소요시간

전원 의뢰된 신생아는 136명 중 97명이 전원에 성공하여 전

원 성공률은 71.3%였다. 전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은 평균 2.4개였다. 산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원 의뢰가 

성공하지 못한 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은 얻을 수 없었다. 

전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6분(7.9-21.3

분)이었다. 전원 성공률과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주

간(07-18시)과 야간(18-07시), 평일과 주말 및 휴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원 시간대(주간 vs. 야간, 74.4% vs. 65.2%)와 요

일(평일 vs. 주말 및 휴일, 76.1% vs. 61.4%)에 따른 전원 성공률

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 전원 성

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원 여부 결정까지 소요시간

은 전원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Table 2).

4) 전원 거절 이유

신생아 전원이 거절된 경우 이유를 중복으로 조사하였다. 병

상 부족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 의료 장비 부족 27건, 

의료진 부족 15건, 수술 불가 8건, 환자 중증도 5건이었다. 상세 

사유가 없었던 경우도 99건에 달했으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18건이었다(Table 3).

 

고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1998년 

61.4만 명에서 2008년 46.6만 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1.5 

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수와 미숙아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

다4).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험 산모와 신

생아의 총계는 90,637명이었고, 이들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0.3%였다. 이는 1995년 9.9%, 2000년 11.7%, 2005

년 16.9%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

만, 통합적인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4-6). 현재 우리나라의 주산기 환자 진료는 조직적이지 못하

고, 병상, 진료 시설, 전문 인력 등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안과, 소아

영상의학과 등의 협력과 협진이 필요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

이므로, 여러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력, 통합적인 치료 및 추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고위험 산모 센터와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의 구축을 통한 여러 노력이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6).

이런 노력의 하나로 공공 의료 서비스인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는 담당 의료 기관의 여유 병상 수, 응급 장비, 응

급 의료진, 전원이 의뢰된 환자의 상태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취합해 제공하고 있다3). 이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 전원하여, 주산기 환자 이

송에 따른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상급 의료 기관으로 환

자가 편중되고 과밀화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다7-11). 본 연구

에서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 성공률은 각각 65.6%와 71.3%

였다. 이는 동일 지역 성인 환자의 전원 의뢰 성공률 78.0%1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또한, 전원이 결정되기까지 산모는 평

균 2.7개의 의료 기관과 접촉하여 환자 이송에 대한 정보를 제

공했다. 신생아는 2.4개의 의료 기관과 접촉하였다. 환자 전원이 

결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도 산모는 평균 24.4분(11.3-29.8분), 

신생아는 15.6분(7.9-21.3분)이었다. 동일 지역에서 성인 환자 전

원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 평균 7.3±4.5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12). 이는 여러 병원과 접촉하여 진료 가

능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ori 등13)에 의하면 병

원 간 전원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신

생아는 전원 시간이 90분 이상이면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한

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 전원이 완료된 시간(ground time)

이 아닌 전원 여부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로 이송이 완료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

만, 전원이 결정되더라도 전원을 위한 환자 준비 및 환자를 이송

하는 동안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전원 여부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줄여 환자 이송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원을 의뢰한 요일 및 시간대에 따른 결과를 비교

하였다. 산모는 주말과 휴일 전원 성공률이 58.0%로 평일 72.1 

%에 비해 유의하게 전원 성공률이 떨어졌다(P=0.01). 또한 야간 

시간대, 주말과 휴일에 전원 결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을 보였다. 신생아는 전원을 의뢰한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전원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산모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야간 시간대, 주말과 휴일에 전원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야간 시간대, 주말과 휴일에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가 더욱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가중되고 있는 의

료 인력의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중환자 진료에서 의

료 인력 특히 중환자실 당직 의사 수가 중환자실 사망률 감소와 

재원 기간 단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14). 중환자 의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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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주산기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산모의 전원에 대한 연구에서 미숙아 분만은 가장 흔한 원인

이라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자간전

증, 부당 경량아, 질출혈이 주요 원인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15-17). 산전에 산모를 전원하는 경우 출생 후 신생아를 이송

하는 경우에 비해 신생아의 평균 주수, 몸무게가 더 작더라도 전

체 사망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뇌출혈, 괴사성 장염, 동맥

관 개존증 등 합병증 발생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33주 

이하 미숙아를 위한 주산기 전원 연락체계를 형성한 이후 사망

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8). 이는 산전 산모 전원의 중요성

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17, 19, 20).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산모는 

신생아보다 전원 성공률이 더욱 낮았고, 의료진 부족, 의료 장비 

부족,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09년 국내 조사에서 전국 103개 종합 병원 중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하는 곳은 33개에 불과하고, 이 중 25곳은 야간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의료 인력

의 부족을 포함한 출산 인프라의 붕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

한다6).

신생아 전원은 호흡기 증상, 패혈증 의심 등이 주요 원인이었

고, 70.0%가 출생 첫날 전원이 의뢰되어,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였다17, 21). 전원이 거절된 주요 사유는 병상 부족, 의료 장비 부

족, 의료진 부족이었다. 2006년 국내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서 필요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 병상 수는 신생아 1,000명당 3.3

병상이고, 예비 병상을 고려하면 4.1-4.5병상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3). 2009년 당시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25,110명으로 필요

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 병상 수는 103-113병상이다. 하지만, 지

난 수년간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경

우가 발생하여 2009년 당시 실제 가용 병상 수는 80여 병상으

로 필요 병상 수보다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런 신생아 집중 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많은 신생아 환자들이 적절한 시점에 최선

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생아 집중 

치료 인프라 부족과 출산 인프라 붕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

책과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 간 전원의 적절성과 응급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

고자 할 때 사망률, 합병증 발생, 재원 기간 등의 분석이 필요하

다8) 그러나 본 연구는 전원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에 대한 자

료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

가 전원되고 있으나 전원 성공률은 높지 않았고, 전원 결정까지 

여러 곳의 의료 기관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는 신생아 집중 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출산 인프라의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 환자에 대한 주산기 진료 체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주산기 의료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통합적이고, 지역화된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구

축이 필요하겠다.

요약

목적: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응급 진료는 치료의 특수성 때문

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 및 자원이 한정적이며, 상황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 상태를 조사

하고,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

였다. 전원이 의뢰된 산모 378명과 신생아 136명을 대상으로 전

원 성공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 수 및 소요 시간, 전

원 이유, 전원 거절 이유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산모는 전원 성공률이 65.5%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

한 의료 기관은 2.7개, 소요 시간은 평균 24.4분(11.3-29.8분)이

었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미숙아 분만이 가장 많았고, 전원

이 거절된 이유는 의료진 부족, 의료 장비 부족, 병상 부족 순이

었다. 신생아는 전원 성공률이 71.3%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

한 의료 기관은 2.4개, 소요 시간은 평균 15.6분(7.9-21.3분)이었

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았고, 전원이 

거절된 이유는 병상 부족, 의료 장비 부족, 의료진 부족 순이었

다.

결론: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원

되나 전원 성공률은 높지 않았다. 산모와 신생아 환자에 대한 

주산기 진료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앞으로 통합적이고 지

역화된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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