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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은 주요 병태 생리인 폐 표면활성제(pulmonary surfactant, 

PS)의 생성 분비 부족에 의해 생기는 진행성 호흡부전으로, 미

숙아에 가장 흔한 병이고 미숙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병이

다. 1980년 Fujiwara 등1)이 소의 폐에서 분리한 PS에 인지질을 

추가한 성분 조정의 인공 PS제제를 개발하여, 10명의 미숙아 

RDS에 경기도 투여하여 임상적 소견 및 예후의 개선을 처음 발

표하였다. 그 후 1990년대부터 RDS에 대한 여러 인공 PS제제들

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RDS에 대한 

인공 PS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었

다. 이 치료법의 개발로 미숙아, 저체중출생아, 극소저체중출생

아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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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pulmonary surfactant (PS) replacement therapy in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was started in 1991 since when 
Surfacten® was imported from Japan. At the present time, Surfacten®, Newfactan®, Curosurf®, and Infasurf® are available in 
Korea. The governmental health insurance covers the expense for multiple dose treatment since 2002 and the early prophylactic 
treatment (BW: <1,250 g or GP: <30 wks) since 2011. We undertook a multi-institutional collective study to evaluate the outcomes 
of PS over past 20 years in Korea (Period-I; 1990/91, P-II; 1996, P-III; 2002, and P-IV; 2007, P-V; 2010). There were 60 RDS neo-
nates with PS treatment in P-I (16 hospitals), 1,179 in P-II (64), 1,595 in P-III (62), 1,921 in P-IV (57), and 3,160 in P-V (72). Decreased 
mortality rate,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neonates who died within 28 days of birth, was seen between periods, P-V vs P-I, II, III, 
and IV (mortality rate: 10.1% vs. 40.0%, 30.0%, 18.7%, and 14.3%). We conclude that PS therapy contributed to improve remark-
able outcome in RDS neonates over the last 20 years in Korea. However,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optimize PS therapy for 
better outcome. Multiple PS doses for relapse and poor response, early prophylactic use, and better supportive care for pre-term 
infants are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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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한국에서 인공 PS제제의 사용 역사를 보면, 1991년 일본에서 

개발된 SurfactenⓇ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Tokyo, Japan)이 수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1991년부

터 1997년 까지 ExosurfⓇ (Wellcome Foundation Ltd, London, 

England)가 사용되었고, 2003년부터 CurosurfⓇ (Chiesi Far

maceutici, Parma, Italy)가, 1996년부터 국산제제인 New

factanⓇ (Yuhan Pharm Corporation, Seoul, Korea)이, 2007년 

년부터 InfasurfⓇ (Samaritan Pharmaceuticals, USA) 제제가 사

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Exosurf는 생산중단으로 현재 사용되

고 있지 않다.

IMS (Intercontinental Medical Statistics) Korea에서 획득한 

한국에서 연간 PS제제의 사용량과 금액은 Table 1과 같다. 

2008, 2009, 2010년에 연간 각각 한국에서 사용량은 6,166, 

7,537, 8,364 바이알로 각각 증가 추세이다. 이 사용량에 대한 금

액은 각각 41.5, 49.9, 53.4억이었다2). 

한국에서 RDS의 인공 PS 치료의 보고는 1990년 Namgung 

등3)이 8례의 RDS에서, 1991년 Park 등4)이 6례의 RDS에서 사용

경험을 처음 보고하였고, 최근 20년간 전국 규모의 RDS에서 인

공 PS 치료 성적의 보고는 Table 2에서와 같이 4 차례 보고가 있

었다. 각각을 보면 PS 치료를 한 RDS 수가 Bae 등5)의 보고인 

1990, 1991년의 전국 16개 병원에서 60명, Bae 등6)의 보고인 

1996년 64개 병원에서 1,179명, Bae 등7)의 보고인 2002년 62개 

병원에서 1,596명, Bae 등8)의 보고인 2007년 57개 병원에서 

1,921명에 대한 치료결과 보고들이다(Table 2). 이들에서 각각

의 사망률은 1990, 1991년에서 40.0%, 1996년에서 30.0%, 2002

년에서 18.7%, 2007년도에서 14.3%로 개선되고 있었다. 

본 조사는 상기 4개 보고 들의 연속 작업으로서, 2010년도 전

국 72개 병원에서 3,160명의 PS 치료를 실시한 RDS 환아들의 사

망률 조사로서 신생아 사망률(생후 28일 이내 사망률, 100 분

율)은 10.1%이었다(Table 2). 즉 최근 20년간 한국에서 PS치료

를 실시한 RDS의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백분율)이 

1990, 1991년 40.0%에서 2010년 10.1%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RDS에서 인공 PS치료법은 한국에서 잘 정착 

되었고, 미숙아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판단된다. 2010년 사망률 10.0%를 1990/91년 사망률 40%와 

비교할 때 연간 한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과거에는 사망하였

을 환아가 현재는 생존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숙

아 사망률, 나아가 신생아사망률(생후 28일 이내 사망 수/1,000

명 출생 수), 영아사망률(생후 1년 이내 사망 수/1,000명 출생 수)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사료 된다. 실제로 한국의 1993, 

1996, 1999, 2002, 2005, 2009년도 신생아사망률은 6.6, 4.1, 3.8, 

3.3, 2.8, 1.7로, 영아사망률은 9.9, 7.7, 6.2, 5.3, 4.7, 3.2 로 개선되

었는데9), 이 개선에 상기 RDS에서 PS치료자의 사망률 감소가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유추된다.   

Halliday10)의 2008년 보고에 의하면 RDS에서 PS 치료 도입으

로 지난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사망률의 약 50%의 감소

를 가져 왔고, 미국에서 이 치료법의 도입에 의해 미국 영아사망

에서 6%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신생아 치료 영역에서 획기적

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실로 신생아 영아 예후 개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치료법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도입 당시인 1991년부터 임상 증상, 흉부방

사선 소견, 인공호흡기 및 산소 필요도에 기준을 두어, 의료보험 

급여로 사용(초기에는 단일 투여만 인정) 하기 시작하였고, 2002

년부터는 재투여(다회 투여)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고, 그 동

안 조기투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다가11), 2011년부

터는 출생체중이 1,250 g 미만이거나 임신기간이 30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 직후 2시간 이내의 조기투여 예방적 투여)도 가

Table 1. Use of Pulmonary Surfactant Preparations in Korea

Year No. of used vials Medical cost (Korean Won, x1,000,000)

2008 6,166 4,125

2009 7,537 4,993

2010 8,364 5,354

source: IMS (Intercontinental Medical Statistics) Korea, Aug., 2011

Table 2. Pulmonary Surfactant Treatment for Neonatal RDS and its Mortality rates in Korea 

Year No. of hospital RDS with PS-Tx (A) No. of death (B) Mortality rate (%) (B/A)

1990/91 16     60  24 40.0 

1996 64 1,179 354 30.0 

2002 62 1,596 298 18.7

2007 57 1,921 275 14.3

2010 72 3,160 318 10.1

Abbreviation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S-Tx, pulmonary surfactant treatment.
Mortality rates were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neonates with PS-Tx in RDS who died within 28 days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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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어, RDS 예후의 개선에 더욱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출생체중이 1,250 g 미만이거나 임신기간이 30주 미만인 

경우에서 2010년도에 전국에서 RDS의 진단 후에 PS치료군과 

2011년도에 전국에서 조기투여군과의 임상 경과 및 예후의 비

교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조기요법의 우수성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2010년도의 전국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2010년도의 

사망률인 10.1%에서 더욱 개선을 위해서, RDS에서 최적화된 PS 

치료와 기타 일반적인 미숙아 치료 의술의 향상이 필요할 것이

다. 결론적으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생아 RDS에서 PS 

사용은 한국에서 보편화 된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이에 따라 

신생아사망의 감소에 큰 공헌을 하였다. 향후 더욱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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