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hough, recently in Korea, it has been apparent that declining total birth rate in 

face of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rapid increasing birth rate for high-risk infants 

such as preterm infants, mortality rate of premature infants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ignificant morbidities including cerebral palsy 

or development delay is high among survived patients. Thus, the substantial socio-

economic burden caused by high risk infants became a substantial problem to us.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and to decrease major morbidities of high risk infants, 

Korean Neonatal Network (KNN) was established by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with the support fro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begins 

an official operation with a declaration for launching on April 15th, 2013. With base 

project of national prospective registry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KNN would 

be an infrastructure for active and productive multi-center research for quality 

improvement of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and development of Korean-

style guideline or strategy for NICU management. In this review, we describe the 

background, purpose, progress, expected outcomes and future plans of the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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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가� �2�0�1�3년� �4월� �1�5일� 출범식� 거행과� 

함께� 공식적인� 가동이� 시작되었다�.� �1�9�9�3년� 대한신생아학회� 창립� 이후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원� 치료받는� 출생체중� �1�,�5�0�0� �g� 미만

의�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I�)의� 전향적인� 웹� 기반� 등록� 시스템

을� 근간으로� 하는� 신생아�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신생아� 사

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의� 대부분이� 미숙아�,� 그� 중� �V�L�B�W�I에서� 발생하므로� 이들의� 특성� 및� 관

련� 위험인자� 규명을� 통해� 근거� 중심의� 질병관리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므로� 질병관

리본부의� “국내� 극소저체중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이라는� 학술� 

연구� 용역� 사업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써� �K�N�N에� 참여하는� 전국의� 각� 병원

뿐만� 아니라� �V�e�r�m�o�n�t� �O�x�f�o�r�d� �N�e�t�w�o�r�k�,� 캐나다의� �C�a�n�a�d�i�a�n� �N�e�o�n�a�t�a�l� �N�e�t�w�o�r�k� �(�C�N�N�)�,� 일본의� 

�N�e�o�n�a�t�a�l� �R�e�s�e�a�r�c�h� �N�e�t�w�o�r�k� �o�f� �J�a�p�a�n� �(�N�R�N�J�)� 등�,� 국제적� 신생아� 네트워크의� �V�L�B�W�I� 지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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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의� 치료� 및� 관리� 기술을� 표준화하고� 선진화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학문적�,� 임상적� 발전의� 토대와� 함께� 국가� 보건통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N�I�C�U� 질� 향상� 사업� 및� 한국형� 신생아� 진료� 

및� 치료� 지침� 개발을� 위한� 활발한� 다� 기관� 연구의� 인프라�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미숙아를� 주로� 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률� 감소

와� 주요합병증의� 예방관리�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되

어� 궁극적으로� 이들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 합병증� 감소를� 통한�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데� 그�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본� 글을� 통하여� �K�N�N� 설립의� 배경과� 목적�,� 설립과

정�,� 구조�,� �K�N�N� 참여의� 이점과� 의무�,� 실행� 내용� 및� 계획을� 소개하

고�,� 아울러� 향후� 기대�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자� 한다�.� 

KNN 설립 배경과 목적

1. 국내외 배경

�1�)� 미숙아의� 증가� 

우리나라�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1�)� 국내� 총� 출생아� 수가� �1�9�9�3

년� �7�1�5�,�8�2�6명에서� �2�0�1�1년� 총� 출생아� �4�7�1�,�2�6�5명으로� �1�8년간� 약� �3�4�%

나� 감소하는� 등� 현재� 심각한� 저� 출산� 상태로� 국가적으로� 매우� 심

각한� 문제이다�.� � 이에� 비해� 출생체중� �2�,�5�0�0� �g� 이하의� 저체중출생

아의� 수는� �1�9�9�3년에� �1�8�,�5�3�2명으로� 총� 출생아의� �2�.�6�%였던� 데에� 비

하여� �2�0�1�1년에는� �2�4�,�6�4�7명으로� 총� 출생아� 중� �5�.�2�%로� 그�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훨씬� 미숙한� �V�L�B�W�I는� �1�9�9�3년도� �9�2�9

명이었던데� 비해� �2�0�1�1년도� �2�,�9�3�5명으로� 수적으로는� �2�1�6�%가� 증가

하였고�,� 전체� 총�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서� �0�.�6�2�%로� 

�4�7�7�%의�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체중출생아� 및� 

미숙아의� 증가는� 전체적인� 저� 출산에� 따른� 산모의� 노령화� 및� 불임

의� 증가�2�)�,� 또� 이에� 따른� 인공� 임신술의� 증가로� 인한� 조산�,� 다태아

의� 증가가�3�)� 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부터� 

저� 출산과�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0�6년도에� 이미� 저체중출

생아� 빈도가� �1�0�%에� 달했고�,� 미국에서는� 총� 출생아� 당� 미숙아� 비율

이� �2�0�0�0년도� 이미� �1�1�.�6�%에� 달하는� 등� 국외� 선진국에서의� 미숙아의� 

증가� 상황을� 볼� 때�4�)� 향후�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 또한� 더욱� 증가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 

�2�)� 미숙아� 치료� 성적의� 편차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술의� 발달로� 고위험� 신

생아� 특히� �V�L�B�W�I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이

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대비하여� 낮고�5�)� 각� 병원의� �N�I�C�U� 별로� 

�V�L�B�W�I� 생존율이� 각각� 다르고�6�)� 또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빈도도� 병원� 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7�)�.� 따라

서� 이들의�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편차가� 있는� 병원별� 

치료� 수준과� 성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의� 질� 

향상�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각� 국가별�,� 또는� 다국

가� 신생아�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들간의� 신생아� 치료성적과� 합병

증� 발생의� 차이를� 서로간에� 벤치마킹� 함으로써� 전체적인� 신생아

집중� 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을� 도모하는� �Q�I� 활

동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 새로운� 미숙아�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 

미숙아� 치료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미숙아

의� 출생� 체중이� 점점� 감소함으로써� 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

성� 폐� 질환�,� 뇌실� 내� 출혈�,� 혹은�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등� 여러� 합

병증과� 함께�,� 생존하여� 퇴원한� 뒤에도� 재입원과� 호흡기� 질환의� 증

가�,� 지능박약�,� 뇌성마비�,� 발달� 지연� 등의�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도�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

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은� 미숙아에서� 사망

률과� 합병증을� 줄여서� 예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고위험� 환자인� �V�L�B�W�I의� 빈도가� 총� 출

생� 신생아의� �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들� 환

자들에� 대한� 집중치료� 기술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예후를� 개

선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대상� 환자� 수를� 확

보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국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신생아� 연구� 네

트워크를� 형성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해외� 연구� 네트

워크에� 가입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비용의� 가입비를� 지불하여

야� 하고�,� 설사�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료� 여건� 등이� 국가별

로� 서로� 다른� 면이� 많아서� 국내� 의료�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의� 새로운� 

신생아� 집중� 치료술을� 개발하여� 신생아� 의료의� 질� 향상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신생아� 네트워크를� 통한� 

등록�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4�)� 국내� 전향적� 고위험� 신생아� 네트워크의� 필요성� 

국내에서도� 고위험� 신생아의� 임상� 양상� 및� 개별� 질환에� 대하여� 

개별� 병원에서의� 단일� 기관� 연구나�,� 몇� 개의� 병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소규모의� 다기관� 연구들로써� 결과보고가� 계속� 되어왔다�.� � 

그러나� 이렇게� 보고된� 결과들은� 단순히� 그� 연구에� 참여한� 일부� 병

원들� 및� 그� 지역� 병원들만의� 사정을� 반영할� 뿐�,� 우리나라� 전체� 신

생아들의� 인구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기는� 어려웠

다�.� 따라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내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

한� 적절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전국� 규모

의� 다기관� 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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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고위험� 신생아의� 빈도� 및� 이들에서� 발생하

는� 주요� 질환들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1�9�9�0년대� 후반

부터� 신생아학회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게� 되었는데�8�-�1�2�)� �2�0�0�0년

대� 후반부터� 실시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효율적� 고위험� 신생아진

료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전국� 조사�1�3�)�,�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전국� 조사�1�4�)�,� 기관지� 폐� 이형성증� 

전국� 조사�7�)�,�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실태� 및�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생존율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1�5�)�,� 웹� 기반의� 전자식� 증례� 보고서

�(�e�l�e�c�t�r�i�c�a�l� �c�a�s�e� �r�e�p�o�r�t� �f�o�r�m�,� �e�-�C�R�F�)를� 최초로� 사용하여� 진행된� �3�2

주� 이하의� 미숙아의� 퇴원� 후� 재입원에� 대한� 전국� �4�4개� 병원� 조사�1�6�)�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긴� 하였

으나� 한� 해에� 국한되어� 단발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후향적� 코호트

로써의� 한계점을� 가졌기에� 전향적이면서� 지속적인� 전국적� 고위

험� 신생아� 네트워크� 사업�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2. 해외 고위험 신생아 네트워크 현황

국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신생아� 네트워

크가� 결성되어� 다� 기관� 연구�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료관리와� 

분석�,� 나아가� 이들� 환자� 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

여� 병원간�,� 지역간�,� 국가간� 차이를� 뛰어� 넘는� 결과를� 도출하여� 많

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1�7�)�.� 그� 대표적인� 예로� 북미

의� �E�u�n�i�c�e� �K�e�n�n�e�d�y� �S�h�r�i�v�e�r�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신생아� 네트워크는� 미국� 보건성� 산

하기관으로�,� 원내� 출생으로� 출생� 주수� �2�9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4�0�1�-�1�,�0�0�0� �g의� 미숙아들의� 역학자료와� �2�7주� 미만� 미숙아의� 추적� 

관찰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데

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예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

에� 다� 기관� 연구로써� �1�9�9�0년� 이후� 총� �2�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C�a�n�a�d�i�a�n� �N�e�o�n�a�t�a�l� �N�e�t�w�o�r�k는� �2�7개의� �3차� 

�N�I�C�U의� 자료를� 바탕으로� �3�3주� 미만� 미숙아� 또는� �V�L�B�W�I의� 자료

를� 취합해서� 국가적� 통계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개

별� 병원에�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u�s�t�r�a�l�i�a�n� 

�a�n�d� �N�e�w� �Z�e�a�l�a�n�d� �N�e�o�n�a�t�a�l� �N�e�t�w�o�r�k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3차� 

�N�I�C�U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약� �7�,�5�0�0명의� 신생아

가� 등록되고� 있으며�,� �3�2주� 미만� 미숙아� 혹은� �V�L�B�W�I�,� 또는� �4시간� 

이상의� 보조적� 호흡요법�,� 주요� 수술� 및� 치료적� 저체온� 요법을� 시

행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 기반� 국가� 표준치

료�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는� �N�e�o�n�a�t�a�l� �R�e�s�e�a�r�c�h� �N�e�t�w�o�r�k� 

�o�f� �J�a�p�a�n� �(�N�R�N�J�)가� 조직되어� �V�L�B�W�I의� � 인터넷� 기반� 등록� 시스템

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논문� 발표�,� �Q�I� 활동�,� 

국외� 신생아� 네트워크와의� 성적� 비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은� 각각의� 개별적인� 나라에� 국한�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

로� �V�e�r�m�o�n�t� �O�x�f�o�r�d� �N�e�t�w�o�r�k는� 전� 세계적으로� �9�0�0여개의� �N�I�C�U가� 

참여하는데� 북미� 외에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서

도� 참여하고� 있으며�,� 임상자료� 수집을� 통한� 질� 향상� 활동�,� 홈페이

지�,� 연례� 집담회�,� 논문� 발표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영

국에서도� 전국적인� 신생아� 네트워크인� �N�a�t�i�o�n�a�l� �N�e�o�n�a�t�a�l� �A�u�d�i�t� 

�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 �E�u�r�o�N�e�o�N�e�t은� 유럽� �1�6개국의� �6�0개의� 

�N�I�C�U가� 펀드를� 조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하고� 있다�.� � � 

3. 신생아 네트워크의 이점과 목적

이와� 같은� 신생아� 네트워크란� 합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으는� 등록�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병원� �N�I�C�U의� 집단으로�1�8�)�,� 함께� 

자료를� 수집�,� 분석�,� 피드백� 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치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핵심� 기능이다�.� 그룹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의� 

자료를� 모으게� 되면�,� 단일� 기관으로� 모으는� 경우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빠르게�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그룹으로� 모집된� 전체� 데이터� 중� 각� 개별� �N�I�C�U의� 진료� 형태와� 

환자들의� 임상적� 예후를� 전체� 코호트에� 비교하여� 볼� 수� 있고�,� 이

를� 각� �N�I�C�U에� 피드백�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한� 최신의� 정보

로� 자체� 평가가� 가능하다�1�9�)�.

또한� 신생아� 네트워크는� 전국� 분포의� 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신

생아� 전문의들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협동적인� 연구를� 

시행할� 수� 있어�,� 근거� 중심� 의학의�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하고� 동

시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연구의� 주요� 인프라� 역할이� 가능하다�.� 네

트워크를� 이용한� 다� 기관� 연구를� 시행한다면�,� 기존의� 소규모� 연구

로� 인한� 불명확하고� 치우친� 경향의� 결과가� 아닌� 대규모의�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개별� 병원에� 중복

하여� 투자되는� 연구비와� 인력의� 소모를�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KNN 출범 과정 

1. KNN 설립 준비과정

�1�9�9�3년� 대한신생아학회� 설립� 이후로� 국내에서도� 일찍이� 고위

험� 신생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생아학회� 차원으로� 

각� 병원의� �N�I�C�U� 환자의� 퇴원� 요약지를� 통일하여� 이들의� 데이터

를� 모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2�0�1�1년

에� 이르러� �1�1월에� 대한신생아학회� 내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

업단� �T�F�T� �(�t�a�s�k� �f�o�r�c�e� �t�e�a�m�)가� 발족되었고� 이후� �2�0�1�2년� �5월에� 질병

관리본부의� 오송� 방문�(김기수�,� 박원순�)�,� �6월에� 질병관리본부와� 과

제� 신설을� 위한� 회동� 협의�(배종우�,� 김기수�,� 박원순�,� 김창렬�,� 전병

률�,� 조명찬�,� 박현영�)� 끝에� �2�0�1�2월� �7월� �2�4일부터� �8월� �2�7일에� 걸쳐� 

신생아� 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기획� 과제� 준비� 모임이� 진행되었다�.� � 

�2�0�1�2년� �8월� �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학술연구� 용역사업인�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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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다�.� � 이후� 오송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끝에�,� �K�N�N

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e�-�C�R�F를� 질병관리본부에� 구축된� 

웹� 기반� 임상연구관리� 시스템인� �i�C�R�e�a�T� �(�i�n�t�e�r�n�e�t� �b�a�s�e�d� �c�l�i�n�i�c�a�l� 

�r�e�s�e�a�r�c�h� �a�n�d� �t�r�i�a�l�)기반으로�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고�,� 질병관리

본부와� 연계하여� �K�N�N� 참가자에� 대한� �i�C�R�e�a�T� 시스템� 교육이� 시

작되었다�.� 곧� 이어� �i�C�R�e�a�T� 운영업체인� 메빅슨�(�M�e�b�i�x�o�n�)측과� 협

의를� 통해� �K�N�N� 홈페이지� 제작과� 홈페이지� 내에서� �e�-�C�R�F� 데이터

와� 연동되는� 실시간�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3월

에는� 정식� �K�N�N� 로고가� 결정되었고�,� 대한� 신생아학회� 홈페이지에� 

�K�N�N� 미니� 홈피�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실행위원회�(상근�,� 비상근�)

와� 확대된� 자문위원회가� 최종� 결정되었다�(�F�i�g�.� �1�)�.� 상근� 실행위원

회에서는� �K�N�N� �e�-�C�R�F� 항목결정과� 항목에� 대한� 설명서�(�m�a�n�u�a�l� �o�f� 

�o�p�e�r�a�t�i�o�n�)� 작성�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단기� 항목� 소위�(최병민�,� 김

이경�,� 최창원�,� 이병섭�,� 이장훈�,� 안소윤�)�,� 장기� 추적� 항목� 소위�(김애

란�,� 김이경�,� 황종희�,� 이순민�)�,� 홈페이지� 및� 디스플레이� 소위�(박은

애�,� 장윤실�,� 이병섭�)� 및�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 발간� 소위�(장윤실�,� 심

재원�,� 최창원�,� 이병섭�,� 이장훈�,� 안소윤�)�,� 출판윤리� 소위�(김소영�,� 심

재원�,� 이순민�,� 안소윤�)�,� 교육� 소위�(박은애�,� 김이경�,� 심재원�,� 이병섭�,� 

이장훈�,� 이순민�)� 등� 활발한� 소위� 활동들이� 진행� 중이다�.� �2�0�1�2년� �4월� 

�1�5일에는� �K�N�N의� 공식� 출범식이� 대한신생아학회� 주관�,� 질병관리본

부� 후원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거행되어�(�F�i�g�.� �2�,� �3�)� �K�N�N의� 본격적

인� 실행이� 공식화� 되었다�.� �2�0�1�3년� �4월� �2�5일에는� 대한� 신생아학회� 춘

계학술대회� 장소인� 부여에서� 제� �1회� �K�N�N� 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어� 

대한신생아학회� 회원들에게� �K�N�N의� 경과와� 소개�,� �K�N�N� 가입의� 이

점과� 의무�,� 단기� 및� 장기� �e�-�C�R�F� 항목� 설명�,� �i�C�R�e�a�T� 시스템� 사용방

아� 주요합병증� 예방관리지표� 생산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프로토

콜� 개발”� 공모� 과제를� 발주� 받아� �2�0�1�2월� �9월� �2�4일부터� 가칭� “신생

아� 연구� 네트워크�(�n�e�o�n�a�t�a�l� �r�e�s�e�a�r�c�h� �n�e�t�w�o�r�k�,� �N�R�N�)”� �T�F�T가� 발족

하여� 박원순�(위원장�)�,� 김애란�(장기� 추적� 조사� 항목� 개발�)�,� 박문성

�(경제성� 평가�)�,� 신종범�(네트워크� 참여� 기준� 확립�)�,� 최병민�(단기� 조

사� 항목� 개발�)�,� 박은애�(교육� 및� 홍보�)�,� 김소영�(출판� 및� 윤리�)�,� 장윤

실�(간사�,� 데이터� 관리� 계획�)� 및� 심재원�,� 김이경�,� 이병섭�,� 이장훈�,� 

이순민�,� 안소윤�(실무위원�,� 국외� 신생아네트워크� 조사� 비교� 및� 실

무� 작업�)이� 위원들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자문위원단�(배종우�,� 남

궁란�,� 김병일�,� 김기수�,� 김창렬�,� 박민수�,� 김한석�)� 구성과� 함께� �2�0�1�2

년�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함께� 공식� 시작�(�k�i�c�k�-�o�f�f�)� 모

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1�0월� �3�1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해

외� 선진국의� 신생아� 네트워크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4명의� �T�F�T� 

위원들�(최병민�,� 장윤실�,� 이장훈�,� 안소윤�)이� 일본� �N�R�N을� 방문하였

다�.� 첫날�,� 일본의� �N�R�N� 데이터베이스� 설립� 과정� 및�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 시스템� 견학을� 위해� �O�s�a�k�a� �M�e�d�i�c�a�l� �C�e�n�t�e�r를� 방문하여� 

�D�r�.� �M�a�s�a�n�o�r�i� �F�u�j�i�m�u�r�a�,� �D�r�.� �H�i�r�o�y�u�k�i� �K�i�t�a�j�i�m�a�,� �D�r�.� �S�h�i�n�y�a� �H�i�r�a�n�o

와� 회의를� 하였고�,� 둘째� 날�,� 일본의� 신생아� 저체온� 요법의� 전국� 등

록� 사업�(�N�a�t�i�o�n�a�l� �R�e�g�i�s�t�r�y� �f�o�r� �N�e�o�n�a�t�a�l� �B�r�a�i�n� �H�y�p�o�t�h�e�r�m�i�a�)� 견학

을� 위해� �S�a�i�t�a�m�a� �M�e�d�i�c�a�l� �C�e�n�t�e�r를� 방문하여� �H�i�s�a�n�o�r�i� �S�o�b�a�j�i�m�a� 교

수와� 회의를� 가졌다�.� 셋째� 날에는� �T�o�k�y�o� �W�o�m�e�n’�s� �M�e�d�i�c�a�l� �C�e�n�t�e�r

를� 방문하여� �S�a�t�o�s�h�i� �K�u�s�u�d�a� 교수의� 도움으로� 일본� �N�R�N의� 웹� 기

반� �e�-�C�R�F� 시스템과� 전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문과� 견

학을� 하고� 귀국하였다�.� � 이후� �2�0�1�2년� �1�1월� �1�6일� 대한신생아학회� 추

계학술대회� 장소인� 제주도에서� 신생아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

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5차례에� 걸친� 오프라인� 회의와� 수� 

차례� 소모임을� 통해� �2�0�1�2년� �1�2월� �1�4일에� 기획과제인� “신생아� 주요

합병증� 예방관리지표� 생산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프로토콜� 개발”

의� 최종� 보고서�1�7�)를� 제출하였다�.� 

2. KNN 설립 과정 

�N�R�N� �T�F�T에서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매주� �1회의� 전화를� 통

한� 다자간� 텔레� 컨퍼런스�(�t�e�l�e�c�o�n�f�e�r�e�n�c�e�)로� 정기적인� 온라인� 회의

를� 시작하였고� �K�N�N� 회의로� 이어져� �2�0�1�3년� �5월� 말� 현재� 총� �2�0회가� 

넘게� 진행되었다�.� �2�0�1�2년� �1�2월� �2�9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을� 대상

으로� 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생아� 네트워크에� 대한� 신생아

학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후� 역학자문�(조주희�)� 및� 타� 

임상네트워크인� 전국� 치매� 네크워크�(�P�I� 나덕렬�)로부터� 외부� 자문

을� 구하였으며�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송혜영�)를� 선발하고�,� �2�0�1�3

년� �1월에� 정식� 명칭� 공모를� 통해�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로� 명칭을� 최종� 결정하였다�.� �2�0�1�3년� �2월� 

�1�9일�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로� “국내� 극소저체중아� 관

리지표� 생산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에� 공모하여� 최종� 
Fig. 1. Operational structure of Korean Neonatal Network (KNN) 
(at current time of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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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e�-�C�R�F� 데이터� 입력� 방법�,� 출판� 윤리에� 대한� 소개� 등� 실제� 운영

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교육하였다�.� 이� 교육� 세미나� 이후� 각� 병원� 

�N�I�C�U의� �K�N�N� 가입�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여� �2�0�1�3년� �5월말� 현재� 전국� 

총� �5�9개의� 병원� �N�I�C�U에서� �K�N�N� 가입에� 동의하였다�.� � � 

KNN의 구성 

�2�0�1�3년� �5월� 말� 현재�,� 구성된� �K�N�N� 조직� 구성은� �F�i�g�.� �1과� 같이� 

�T�F�T� 위원을� 중심으로� 한� 상근� 실행� 위원회와� 조사통계위원을� 중

심으로� 한� 비상근�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실행위원회에� 자문

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실행� 위원회는� 다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출판윤리� 소위�,� 프로토

콜� 소위�,� 데이터관리� 소위�,� 교육� 소위�,� 등으로� 운영된다�.� 실행위원

회는� 위원장�,� 간사�,� 소위� 위원으로� 구성되고�,� �K�N�N� 실행� 조직과� 운

영�,� �K�N�N� 연구의� 기본설계� 및� 수행방안� 결정�,� 연구계획의� 주요� 변

동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결�,� 소위의� 의결사항� 검토� 및� 최종� 승인�,� 

기타� 타� 소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결� 등

을� 담당한다�.� 자문위원회는�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회� 위원들

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으며�,� 이외에도� 발주기관추천인� �1인� 이

상�,� 역학자�,� 통계학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초대� 외부� 자문위원

으로� 추가� 구성되며�,� 연구의�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최고�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행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이다�.� 이

외에도� 참여� 병원의� 주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로� 구성

된� �P�I�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는데�,� �P�I� 위원회는� �K�N�N� 가입� 병원� 

�N�I�C�U의� �P�I들로� 구성되어� 실행위원회와� 협의� 하에� �K�N�N� 등록의� 실

제와� 데이터� 입력� 진행� 및� 연구� 과제� 수행� 및� 논문� 발표� 등을� 진행

한다�.� � 

KNN 참여 병원

국내� 등록된� 병원� 중� �V�L�B�W�I를� 치료하는� 모든� �N�I�C�U는� 모두� 

�K�N�N� 가입을� 할� 수� 있다�.� �2�0�1�3년� �5월� 말� 현재까지� 현재� �K�N�N� 가입� 

동의서를� 제출한� 병원은� 총� �5�9개로�(가천의대� 길병원�,� 강남세브란

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양대병

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계명

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려대의과대

학부속� 구로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노원을지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

대학병원�,� 동아대병원�,� 보라매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학교� 어

린이병원�,� 부산백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분당서울대

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학교병

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성빈센트

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연

세대� 원주기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

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예

수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림대학

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병원�)� 이중� �4�-�7개� 

병원은� �2�0�1�4년부터� 참여�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실제� 운영되고� 

Fig. 2. A Photograph of declaration for official launching of 
Korean Neonatal Network (KNN) held on April 15th, 2013 with 
Jae Hoon Song (Head of Samsung Medical Center), Won Soon 
Park (Running PI of KNN), Myung Chan Joe (Director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titute), Chong-Woo Ba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and Beyong Il Kim (Vic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Fig. 3. A Photograph of participants in official launching 
ceremony of Korean Neonatal Network (KNN) held on April 
15th, 2013. A Photograph of participants with Chong Ku Yun 
(Honory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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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총� �9�4개의� �N�I�C�U� 중� �6�3�.�4�%에� 해당되는� 것으로� 순조롭게� 참여� 

등록이� 진행되는� 경우� 매년� 국내� 총� �V�L�B�W�I� 중� 약� �8�0�-�9�0�%� 이상이� 

등록�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N�N에는� 매년� 새로이� 참여를� 원

하는� 경우� 신규� 등록이� 연초에� 가능하므로� �K�N�N� 참여� 병원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NN의 등록 항목

1. 등록 대상

�K�N�N� 등록� 대상은� �K�N�N에� 참여한� �N�I�C�U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미만� 신생아로� 그�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생후� �2�8

일� 이내에� 타� 병원에서� 전원� 되어� 입원한� 경우로� 한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생후� �2�8일�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 된� 경

우는� 제외한다�.� � 또한� 각� 병원은� �K�N�N� 등록� 연구에� 대해� 각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등록 항목

자료� 수집은� 환자� 퇴원� 시�(�v�i�s�i�t� �1�)인� 단기� 등록과�,� 교정� �1�8�-�2�0개

월�(�v�i�s�i�t� �2�)과� 만� �3세�(�v�i�s�i�t� �3�)� 외래� 방문시점인� 장기� 추적� 등록으로� 

나뉜다�.� 단기� 등록� 항목은� 해외� 주요� 신생아� 네트워크들에서� 공

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8�0여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실정

에� 맞게� 특화된� 항목들을� 추가하여� 총� �1�4�0여개가� 단기� �e�-�C�R�F� 용

으로� 개발되었다�.� 장기� 추적� 항목은� 단기에� 등록된� 환자들의� 교정� 

�1�8�-�2�0개월과� 만� �3세� 외래� 추적시의� 환자의� 신체� 검진�,� 신경� 발달�,� 

질환� 및� 치료� 여부�,� 사회적� 환경� 및� 호흡기� 상태에� 관련된� �3�0여개

의� 항목들이� 개발되었다�.� � 

상기� 항목들은� 질병관리본부의� �i�C�R�e�a�T�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

터넷� 웹� 기반� �e�-�C�R�F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므

로�(�F�i�g�.� �4�)� �K�N�N에� 참여한� 전국의� 병원에서�,� 언제든지� 상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동시에� 각각의� 원� 데이터는� 병원� 및� 환자� 

개인� 식별정보가� 모두� 삭제된� 채� 질병관리본부의� 서버에� 안전하

게� 보관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서버� 내에서� 구동되는� �K�N�N� 홈

페이지의� 회원용�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i�C�R�e�a�T� 데이터가� 연동되어� 각� 입력� 항목마다� 최적화된� 그래프

로� 구현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가장� 최신의� �V�L�B�W�I� 치료� 경향

과� 예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평균과� 각� 개별� 

병원� 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대부분의� 입력항목들에서� 

연도별�,� 재태� 연령별�,� 출생� 체중별� 범주� 지정이� 가능하여� 연도별

로� 변화되는� 전국� 및� 개별� 병원의� 자료의� 누적� 경향� 파악까지� 가능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각� 병원별� 자료는� 해당� 병원� 

접속� 시에만� 공개� 되고� 타� 병원� 및� 타인에의� 노출은� 철저하게� 차

단�,� 관리� 될� 예정이다�(�T�a�b�l�e� �1�)�.� 

KNN 참여 혜택

1. 참여한 각 NICU에 대한 피드백

�K�N�N에�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참여� �N�I�C�U의� 현황을� 전국� 데이터

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이는� �K�N�N� 홈페이

에서� 실시간� 디스플레이� 형태로� 간단히�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매년� 발간되는� 연간� 리포트의� 형태로써� 각� 입력� 항목에� 대한� 전

국� 데이터와� 각� 병원� �N�I�C�U의� 데이터와의� 비교�,� 또한� 전국� �K�N�N� 가

입� �N�I�C�U� 중� 항목별� 자신의� �N�I�C�U의� 위치�,� 전국� 및� 개별� 병원� 성적� 

및� 치료� 경향의� 변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철저

한� 비공개의� 형태로� 각� 병원에만� 개별� 제공될� 예정이므로� 국내에

서� 가장� 객관적이고도� 개별화된� �N�I�C�U� 치료의� 피드백이라는� 큰� 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병원의� �N�I�C�U� 치료의� 질적� 향상을� 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존율에� 관계되는� 변수들의� 사망에� 대한� 위험도� 보정을� 

통해서� 각� 인자들이� 사망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객관적� 수치

로� 알려줄� 예정이므로� 네트워크� 전체에� 비교하여� 각� 기관의� �N�I�C�U

의� 사망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인자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질� 

Fig. 4. A captured display of initial page of the electrical case 
report form (e-CRF) of Korean Neonatal Network (KNN) registry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operated in iCRe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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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s for KNN Registry* 

Category Variables

Short-term 

Identification code Hospital code, Patient code, Patient initial, Subject initial

Birth date, Sex, Date of entry agreement, Age at entry

Maternal Age, Parity, Gravida, Amniotic fluid amount

Educational status for parents, Country of origin for parents, Marital status

Delivery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Antenatal steroid, Delivery mode 

Basic information Birth date, Birth place, Admission date, 

Gestational age, Apgar score, 

Initial resuscitation at delivery room (oxygen/positive pressure ventilation/intubation/cardiac massage/

epinephrine), 

Birth weight/height/head circumference, 

At admission temperature/pH/base excess

Respiratory Air leak, Pulmonary hemorrhag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Surfactant (use/purpose/place/time/frequency) Steroid(use/method/type of drug), 

At age of 28th day (use for oxygen/ventilator)

At 36th week of corrected age (date/oxygen use/ventilator) Duration of invasive/noninvasive ventilator/oxygen  

Cardiovasuclar Patent ductus arteriosus (PDA) (medication/type/timing) 

PDA ligation (date), Pulmonary hemorrhage, Hypotension 

Central nervous system Neonatal seizur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ost-hemorrhagic hydrocephalus, 

Cystic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Infectious Congenital infection, Bacterial/nonbacterial infection, Meningitis, Prophylactic antifungal agent use 

Gastrointestinal TPN duration, Necrotizing enterocolitis (≥stage 2/operation) Idiopathic intestinal perforation (operation)

Hearing Hearing screening test

Retinopathy of prematurity Retinopathy of prematurity (stage/operation/anti-VEGF treatment)  

Anomaly Serious congenital anomalies

Others Full feeding day, Transfusion of red blood cells 

Discharge Date, Hospitalization duration, Type of discharge,

Assistant equipment or treatment, 

Transfer (name of hospital/purpose) 

Death (cause), 

At discharge (height/weight/head circumference)

Long-term follow-up at 18-20 months of corrected age and 3 years of age

Personal information Visit date, Age, Death(date/cause/place/type), Care-giver

Body gauge Specific comment, Height/Weight/Head circumference

Development Eye disease, Blindness, Hearing loss, Hearing aid, 

Cerebral palsy, Motor development, 

Bayley developmental test, K-ASQ

Treatment Oxygen, Ventilator treatment, Tracheostomy, 

Provisional enteral feeding, 

Ventriculo-peritoneal shunt, 

Anti-convulsant medication, 

Rehabilitation therapy, Language therapy 

Others Post-discharge re-admission, Brain CT/MRI, 



176 Yun Sil Chang, et al.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eonatal Network (KNN)

향상의� 동기� 부여라는� 이점을� 주게� 될� 것이다�.� 

2. 전국 KNN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자격 부여

소속� 병원에서� 입력한� 개별� 병원의� 원� 데이터는� 해당� 병원� �P�I가� 

요구하는� 경우� 자유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K�N�N에� 최

소� �1�0명�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의� 연구자는� 일정한� 형식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K�N�N� 출판� 윤리� 소위� 및� 실행위원회에서� 

심사� 통과� 되면�,� 병원과� 환자의� 정보가� 삭제된� �K�N�N� 전국� 데이터

를� 제공받아� 전국적인� 데이터� 베이스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의욕�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전국단위의� 활발한� 임상� 연

구가� 언제든� 가능해진다�.

KNN 참여 의무 

1. 데이터 질 유지 의무

무엇보다도� 자료� 입력은� 참여� 병원� 책임� �P�I나� �N�I�C�U� 스텝에� 의

한� 직접� 입력이� 원칙이며� 각� 병원� �P�I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다

만� 수년간� �N�I�C�U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

는� 연구간호사를� 활용하는� 경우엔� �P�I의� 책임하에� 데이터� 입력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단� 자료� 입력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의� �i�C�R�e�a�T� 시스템에� 대한� 공식�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서를� 받아야� 

�K�N�N의� �e�-�C�R�F� 입력이� 가능하며�,� 증례� 입력� 시에는� 소정의� 입력

비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인력�(예�,� 전공의�,� 전임의�)은� 자료� 입력� 및� 해당� 교육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전향적� �I�R�B를� 통과하여� 입력될� 환자� 정보� 이용� 

및� 향후� 자료� 연계를� 위한� 동의서를� 획득할� 의무가� 있다�.� 

2. 데이터 심사(audit)에 참여할 의무

어렵게� 수집된� 귀중한� 데이터가� 분석을� 위한� 실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데이터의� 관리�(�d�a�t�a� 

�m�a�n�a�g�e�m�e�n�t�,� �D�M�)� 및� 감시�(�a�u�d�i�t�)가� 필수적이며� 이는� 질병관리본

부� 용역� 과제의�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감시는� 지속적인� 

데이터� 원격� 감시와� 직접� 방문� 감시로� 나뉘게� 되는데� 지속적인� 원

격� 감시는� 일차로� 데이터� 입력� 시에� 잘못�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쿼리�(�a�u�t�o�-�q�u�e�r�y�)와�,� 이후� 이차

적으로� 데이터�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발생시키는� 쿼리

�(�m�a�n�u�a�l� �q�u�e�r�y�)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병원의� �P�I는� 발생한� 쿼

리에� 대하여� 자료� 입력자가� 적절한� 답변을� 주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분기별로� 참여� 병원� 책임� 연구자� 

모임인� �P�I�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쿼리

의� 숫자와� 내용�,� 해결� 여부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여� 데이터의� 

수집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더욱�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직접� 방문� 감시를� 

시행하게� 되는데� �K�N�N� 참여� 병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방문

단은� �K�N�N� 내부� 실행위원과�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주기적

으로� 방문단이� 각각의� 참여� 병원을� 방문하여�,� 그� 기관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5�-�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병원의� �P�I� 입회� 하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등록� 정의에� 합당한� 환자들이� 정확히� 등

록되었는� 지와� 실제� �e�-�C�R�F에� 입력된� 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

지를� 비교�,� 대조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 입력� 결

정을� 내릴� 수� 있으며� 각� �P�I는� 이�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3. 자료 획득 시 연구 수행의 의무

연구계획서� 신청을� 통해� �K�N�N의� 전국� 데이터를� 획득한� 경우� 연

구의� 진행사항을� 일정기간� 내에�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작성

이나� 발표� 시에� 반드시� ‘�a�c�k�n�o�w�l�e�d�g�e�m�e�n�t’에� �K�N�N의� 데이터가� 사

용되었음을� 명시하고� 사사하여야� 한다�.� 또한� �K�N�N의� 데이터가� 논

문�,� 발표�,� 홍보� 등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표� �2주� 전까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는� �K�N�N을� 후원하는� 질병관리본부

의� 내규에� 따른다�.� � 

또한� 연구� 역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자료� 요청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한� 연구자� 당� 책임연구자와� 제�1저자를� 합하여� 최대� �3개의� 연구

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 진행� 중� 탈락된� 연구의� 

개수가� 포함된다�.� 동시란� 논문의� 출판이� 허락� �(�a�c�c�e�p�t�)된� 시기까지

를� 의미한다�.� 

향후 기대 성과, 발전 방향 및 결어

�K�N�N의� 설립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1�0년� 이상� 시간이� 걸려� 구축

Table 1. Variables for KNN Registry* (Continued)

Category Variables

Additional variables  (follow-up at 3 years of age)

Social status Child abuse, Nursery school

Others Recurrent wheezing

* At current time of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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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웹� 기반� 전국� 단위� �V�L�B�W�I의� 추적� 등록� 사업이� 국내에서는� 비

교적� 단기간에�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설립� 첫

해인� �2�0�1�3년에는� 등록� 기반을� 구축하고� �2�0�1�4년부터는� 전국� 출생� 

�V�L�B�W�I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2�,�0�0�0명� 이상의� 새로운� �V�L�B�W�I� 

등록이�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교정� �1�8�-�2�0개월� 

및� 생후� �3년의� 장기� 추적� 등록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V�L�B�W�I� 생존율과� 미숙아만성폐질환�,� 뇌실내출혈�,� 패혈증� �,� 괴사

성장염� 및� 미숙아망막증� 등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벤치마

킹�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p�o�t�e�n�t�i�a�l�l�y� �b�e�t�t�e�r� �p�r�a�c�t�i�c�e�s”개발을� 통한� 

신생아집중치료의� 질� 향상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법의� 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서는� 다기관� 코호트� 연구� 혹은�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수적

이므로�,� 등록� 시스템의� 완성� 이후에는� 이러한� 웹� 기반� 전국단위� 

다기관� 연구� 인프라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서로� 보완적인� 전국

단위� 웹� 기반� 신생아� 연구네트워크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향후�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생

아집중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치료법의� 효과를� 판정하여� 실

제� 임상� 치료에� 도입하는� 선� 순환� 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형� 신

생아집중치료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합병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본� �K�N�N� 과제의� 성과물은�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 보

건� 당국에서� 고위험� 신생아� 보건정책� 구상의� 핵심� 기반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고위험� 신생아연

구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방안�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 설계� 자료로� 

활용되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장기적으로는� 본� �K�N�N의� 설립에� 따른� 향후� 운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가� 보건통계� 자료의� 확보와�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률� 

감소와� 주요합병증의� 예방관리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

고�,� 궁극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 합병증� 감소

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유효� 경제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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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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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미숙아 등의 고 위험 신생아 출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선

진국 대비 낮은 치료 생존율을 보이고 생존환자들의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등의 합병증의 발생빈도 또한 높아서 사회경

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 고 위험 신생아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주요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후원과 대한신생아학회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난 2013년 4월 

15일에 출범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본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고 위험 신생아인 극

소저출생체중아 등록 사업을 시작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질 향상 사업 및 한국형 신생아 진료 및 치료 지침 개발을 

위한 활발한 다 기관 연구의 인프라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의 배경과 목

적, 구조, 기대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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