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 Respiratory morbidity is the most common problem among neonates ad

mit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ke a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TTN),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and pneumonia through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and 

test results.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in 86 infants with TTN, RDS, or 

pneumonia. These were infants who had respiratory distress, were born after ≥34 weeks 

of gestation, and transferr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etween June 1, 2011 and June 30, 2016.

Results: The numbers (percentage) of infants with TTN, RDS, and pneumonia were 51 

(59.3%), 20 (23.3%), and 15 (17.4%), respectively. Latepreterm and earlyterm newborns 

accounted for 65.1% of the infants. Tachypnea was observed in 74.4% of the neonates. 

The median age at admission was 4 hours (0 to 116) after birth. The infants with RDS 

had significantly lower birth weights, pH levels, base excess and oxygen saturation levels 

at admission, longer duration of total ventilator therapy, and hospital stay than those in 

the other two groups. The infants with pneumonia showed significantly high initial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levels and significant chest radiographic findings.

Conclusion: Early differential diagnosis for TTN, RDS, and pneumonia is challenging 

because they show similar respiratory symptoms at an early stage. Clinical features and 

test result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etiology of respiratory distress and early anti

bio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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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생아의 호흡곤란은 신생아의 7%에서
1)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며,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하

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2,3)

. 신생아 호흡곤란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신

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태변 흡인 증후군 등이 흔한 편이며 그 외에 감염, 이행 지연, 폐동맥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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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기흉 등이 있으며 비호흡기계 원인으로는 빈혈, 적혈구 증가증, 

선천성 심질환, 산모의 약물 복용, 신경학적 혹은 대사 이상, 상기도 

폐쇄 등이 있을 수 있다
4)
. 본 연구에서 저자는 호흡곤란으로 전원 된 

환자 중에서 태변 착색이 없었던 즉, 태변 흡인 증후군이 아닌 환자

들이 전원 되었을 때,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

후군, 선천성 폐렴이 비슷한 호흡 증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임상 양

상 및 검사 결과 등을 비교하여 조금 더 빠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처

치를 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분만 전과 분만 중 태변 배출이 

없는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분만 병원 신

생아실에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전원 되어 입

원한 재태 기간 34주 이상인 신생아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변 

착색이나 태변 및 양수 흡입이 있는 환자는 태변 및 양수 흡입 증후

군으로 일차적 분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

고 주요 선천성 기형도 배제하였다. 그리고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폐

병변을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전원 이후 경련이 관찰된 4명의 환자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호흡곤란의 주 원인으로 폐질환을 보인 86명 환

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본

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6-12-005).

2. 방법

호흡 증상으로는 호흡수가 1분당 60회 이상의 빠른호흡, 호흡근 

당김 증상, 끙끙거림, 청색증, 그리고 호흡이 20초 이상 정지하거나 

서맥 및 청색증이 동반된 호흡 정지와 같은 무호흡 증상이 관찰된 경

우로 하였다. 환자들에 대해 재태 기간, 출생 체중, 성별, 아프가 점

수, 분만 방법, 산모의 나이, 입원할 때 출생 후 나이(시간), 입원 기

간, 입원할 때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혈당, 고감도 C-반응단

백질(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혈색소, 백혈구, 혈

소판, 혈액배양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인공호흡기 치료 여부, 수유 

시기 및 입원 후 첫 3일간의 소변량 등을 조사하였다. 인공호흡기 치

료는 침습적인 기계적 환기 요법과 비침습적인 지속적 양압 환기 요

법을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I)은 흉부 방사

선 사진에서 과팽창된 상태이거나 양측 폐문부의 햇살 모양 및 폐엽

간의 균열 부종이 관찰되거나 빠른호흡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로 판단될 때에 진단하였다
3,5)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II)

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공기 기관지 조영 혹은 망상과립의 유리 혼

탁이 하나 이상 관찰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때에 정의하였다
3,5)

. 폐렴(III)은 호흡곤란이 신생아 패혈증의 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혈액, 뇌척수액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흉부 방사

선 검사에서 반점형 혼탁 및 폐 실질의 침윤이 있는 경우에 분류하였

다
3,5)

.

3. 통계학적 분석

조사 자료들을 Microsoft Excel 2007 (Microsoft, San Francisco, 

CA, USA)에 입력하고 PASW statistics version 19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연속변수들은 mean±standard deviation 또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median (range)로 표시하였다. 

연속변수들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이나 Kruskal-

Wallis 분석을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들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

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1. 환자의 특징

연구 대상 86명 중 원인별로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I),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II), 그리고 폐렴(III)이 각각 51명(59.3%), 20명

(23.3%), 15명(17.4%) 이었다(Figure 1). 성별로는 남아가 54명(62.8 

%)이고 여아가 32명이었다. 평균 재태 기간은 38.0±1.7주였고, 세 

군 간의 재태 기간은 차이가 없었다. 전체 환자 중 후기 조산아(34-

36주)와 조기 만삭아(37 -38주)가 31.4% (27/86)와 33.7% (29/86)를 

차지하였다. 평균 출생 체중은 3,233±474 g이었으며, I군과 II군에서 

출생 체중이 각각 3,191±459 g, 3,119±489 g으로 III군 3,528±409 g

보다 의미 있게 적었다. 전원 되어 입원할 때 환자들의 중간 나이가 

출생 후 4시간이었고, 출생 후 1시간 이내가 가장 일찍 전원 되어 입

원한 경우였다. 가장 늦은 환자가 출생 후 116시간에 입원 한 경우였

다. 대상 환자 중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환자는 53명(61.6%)이었다. 

그리고 대상 환자들의 산모 평균 나이는 32.7±4.9세였고 세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재태 기간 37주 이상 만삭아를 기준으로 세 군 간의 차지하는 비

율을 비교하였을 때, 폐렴(III) 환자에서 13명(86.7%, 13/15)으로 가

장 많았고, II군에서 13명(65%, 13/20), I군에서 33명(64.7%)으로 비

86 Neonates 4 Neonates with seizure  
were excluded 

51 TTN (Ⅰ)  
(59.3%) 

20 RDS (Ⅱ)  
(23.3%) 

15 Pneumonia (Ⅲ)  
(17.4%) 

90 Neonates (≥34 weeks of gestation)  
with respiratory distress who were transferred 

Figure 1. Flowchart of the infants. Abbreviations: TTN, transi-
ent tachypnea of the newbor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
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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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I군과 II군에서 남아가 

더 많았지만 III군은 여아가 더 많이 차지하였다. 또한, 제왕절개술

이 II군과 III군에서는 같거나 비슷하였으나, I군에서는 더 많았다

(Table 1).

2. 세 군 간의 임상적 특징 비교

호흡곤란 증상 중에 입원 당시 64명(74.4%)에서 호흡수가 분당 60

회 이상인 빠른호흡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78명(90.7%)이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전원 되었으며 3명을 제외하

고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증상을 보여 전원 되었다(96.5%). 24시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oups

Characteristic TTN (I) (n=51) RDS (II) (n=20) Pneumonia (III) (n=15) Total (n=86)

Birth weight (g) 3,191.2±458.9* 3,118.5±489.3* 3,528.3±408.8 3,233.1±473.7

GA (wk) 37.9±1.6 37.9±1.7  38.5±2.1  38.0±1.7

34-36 week’s gestation 18 (35.3) 7 (35) 2 (13.3) 27 (31.4)

37-38 week’s gestation 15 (29.4) 7 (35) 7 (46.7) 29 (33.7)

39-40 week’s gestation 12 (23.5) 4 (20) 1 (6.7) 17 (19.8)

>40 week’s gestation 6 (11.8) 2 (10) 5 (33.3) 13 (15.1)

Apgar score at 1 min 7.9±0.8 7.3±1.5 8.1±1.0 7.8±1.0

Age of infants at admission (hr) 4 (1-116) 3.5 (1-11) 5 (0-21) 4 (0116)

Age of mothers 31.7±5.0 33.9±3.8 34.5±5.5 32.7±4.9

Male sex 35 (68.6) 12 (60) 7 (46.7) 54 (62.8)

Csection delivery 35 (68.6) 10 (50) 8 (53.3) 53 (61.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median (range).
*P<0.05 compared to III.
Abbreviations: TTN,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GA, gestational age.

Table 2. Respiratory Features of Infants at Admission and after Birth

Characteristic TTN (I) (n=51) RDS (II) (n=20) Pneumonia (III) (n=15) Total (n=86)

RR at admission (breaths/min) 69.0±15.7 65.0±14.8 70.4±15.7 68.3±15.5

RR ≥60 breaths/min at admission 41 (80.4) 12 (60) 11 (73.3) 64 (74.4)

RR <60 breaths/min at hours of age 31 (1-180) 26 (1-458) 50 (0-182) 35 (0-458)

Within first 72 hours of life 38 13 11 62

Between 72 -168 hours of age 12   4   3 19

>168 hours of age   1   3   1   5

Apnea at admission 19 (37.3) 15 (75)* 9 (60) 43 (50)

Cyanosis at admission 8 (15.7) 5 (25) 2 (13.3) 15 (17.4)

pH 7.33±0.08 7.27±0.10* 7.34±0.06 7.32±0.08

pCO2 42.0±12.8 48.4±12.7 42.7±7.9 43.6±12.2

pO2 62.5±24.3 57.4±25.9 63.5±22.8 61.5±24.3

HCO3
 22.1±7.5 21.3±2.8 22.4±2.7 22.0±6.0

Base excess -4.3±2.7 -5.3±3.0†
-2.6±3.5 -4.2±3.0

SpO2 95.6±7.8 86.9±15.7* 93.6±7.4 93.2±10.6

Total ventilator duration (day) 0.86 (0-9) 8.5 (0-19)*,† 3.5 (0-9) 1.79 (0-19)

Invasive ventilator (day) 0.12 (0-4) 6.2 (0-19)*,† 1.0 (0-6) 0.69 (0-19)

No. of infants   2 16 4 22

Noninvasive ventilator (day) 0.86 (0-9) 0.75 (0-8) 1.4 (0-7) 0.59 (0-9)

No. of infants 16   9 7 32

Abnormal CXR   17 (33.3) 20 (100) 12 (80) 49 (57.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median (range).
*P<0.05 compared to I; †P<0.05 compared to III.
Abbreviations: TTN,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R, respiratory rates; CXR, chest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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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신생아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질환 중에서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그리고 폐렴은 초기 증상 발현

이 유사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호흡곤

란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에 따른 임상적 특징의 차이들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양수가 태변에 착색된 채로 태어난 신생아는 

태변 흡인 증후군의 원인이 되므로 선별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34주 

미만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6)
 재태 기간

을 34주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는 호흡기 문제 혹은 호흡기 아닌 문제로 나눌 수 있기에
7)
 선별 과정

에서 비호흡기계 원인은 제외하여 폐질환에 국한된 호흡곤란에서 

특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이 59.3%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그리고 폐렴이 각각 23.3%, 17.4%

를 차지하여 재태 기간 34 -40주 신생아에서는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의 발생률이 가장 높음을 Hermansen와 Lorah
4)
의 연구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재태 기간은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환자 중에서 37-38주에 태어난 조기 만삭아가 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후기 미숙아가 31.4%였다. 이는 조기 만삭아가 

39-41주에 태어난 만삭아처럼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생리학

적으로 미성숙해 있음을
8)
 본 연구의 호흡기 질환 발생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폐렴은 40주를 초과한 신생아에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와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환자들이 폐

렴 환자들에 비해 출생 체중이 적은 것으로 보아 출생 체중이 표면 

활성제의 생성 및 분비의 부족 뿐
4)
 아니라 태아의 폐액 제거에도 영

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전원 온 3명은 모두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환자였다. 이러한 빠른호흡 증상은 출생 후 72시간 이내에 호

전된 환자가 62명(72.1%)이었고 출생 후 7일 이내에 5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다. 그리고 평균 57.5±74.2시간 이내에 좋

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무호흡 증상은 I군에 비해 II군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청색증은 15명(17.4%)에서 관찰되었다(Table 2).

호흡곤란으로 전원 된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12.4±15.0일

이었고, II군의 입원 기간이 22.4±28.6일로 다른 두 군에 비해 길었

다. 첫 수유가 시작되는 평균 나이가 출생 후 1.8±2.2일, 100 cc/kg/

day가 되는 시기는 7.1±4.4일로 II군의 3.6±3.8일과 12.1±6.1일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의미 있게 늦었다. 하루에 배출되는 소변량은 입

원 첫날에만 II군에서 의미 있게 적었지만, 그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입원 당시 첫 hsCRP 수치와 입원 기간 중 최대 hsCRP 수

치는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군에서만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정상 

범위 ≤0.75 mg/dL). 

입원 시 신생아 호흡곤란군(II)에서 pH가 7.3±0.1, 산소포화도

가 86.9%±15.7%로 I군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았으며, base excess가 

-5.3±3.0으로 III군에 비해서도 낮게 관찰되었다. 흉부 방사선 검사

에서는 신생아 호흡곤란 환자에서 모두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

고, I군에서는 17명, III군에서는 12명에서 관찰되었다(Table 3). 호

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침습적이거나 비침습적 기계 환기를 시행

하게 되는데 둘 중 하나 이상의 기계 환기 치료를 필요했던 환자는 

42명(48.8%)이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서 총 기계 환기 기

간이 8.8±6.1일로 다른 두 군보다 길었으며 침습적 기계 환기 기간

도 6.7±5.9일로 더 길었다(Table 2).

Table 3. Clinical Factors during Admission

Factor TTN (I) (n=51) RDS (II) (n=20) Pneumonia (III) (n=15)

Duration of hospital stay (day) 9.0±4.0 22.4±28.6*,† 10.8±3.8

Blood sugar test (mg/dL) 72.5±19.4 81.4±21.2 72.3±20.9

U/O on HD1 (cc/hr/kg) 1.8±1.1 1.3±0.9† 2.3±1.5

U/O on HD2 (cc/hr/kg) 2.6±0.7 2.4±1.1 2.3±0.7

U/O on HD3 (cc/hr/kg) 2.4±0.7 2.5±1.0 2.9±0.7

Age at feeding start (day) 1.2±0.4 3.6±3.8*,† 1.5±1.6

Age at first full (100 cc/kg/day) feeding (day) 5.4±1.7 12.1±6.1*,† 6.4±3.0

Initial hsCRP (mg/dL) 0.1±0.1 0.2±0.5† 1.2±1.9*

Maximal hsCRP (mg/dL) 0.2±0.2 1.8±2.0* 1.8±1.8*

Hemoglobin (g/dL) 16.1±2.3 16.1±1.7 16.5±2.3

WBC (1×1,000 mm3) 18.4±4.4 20.0±6.6 19.2±10.9

PLT (1×1,000 mm3) 251.9±54.9 235.8±45.6 240.5±71.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compared to I; †P<0.05 compared to III.
Abbreviations: TTN,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U/O, urine output; HD, hospital day;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WBC, white blood cell; PLT, plat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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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에서 

신생아의 호흡곤란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9,10)

.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이  질 분만 보다 신

생아 일과성 빠른호흡의 위험이 약 2.8배 더 높다고 한다
11)

. 본 연구

에서도 세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 환자에서 제왕절개

술 출생이 61.6%로 더 많았고, 특히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과 폐렴 

환자에서 제왕절개술인 경우가 더 많았다. 최근 임산부의 고령화와 

다태 임신 등으로 제왕절개술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에 신생아 일

과성 빠른호흡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은 신생아 호흡곤란의 가장 흔한 원인으

로 출생 직후 태아의 폐포액 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며, 

대부분 출생 직후나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12)

 24-72시간 정

도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다가 자연 호전되어 기계 환기가 필요 없

는 경우가 많다
13)

. 선천성 폐렴은 원인균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오면

서 생기게 되는데, 첫 48시간에서 일주일 이내에 나타난다
14)

. 그러므

로 호흡곤란 증상은 대부분 생후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

상으로
3)
 본 연구에서도 전원 된 환자들의 입원할 때의 나이가 대부

분 출생 후 24시간 이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빠

른호흡은 출생 후 72시간 이내에 호전되는 비율이 72.1%로 최소 3일 

이내에는 좋아지는 소견을 보이며, 대부분 7일 이내에 호전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0회/분 이상의 빠른호흡도 74.4%에서 관찰

되었듯이 다른 연구들에서와 같이 가장 흔한 호흡 증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5,15)

.

미숙아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의 

위험인자로 본 연구에서도 37주 미만 미숙아 비율이 폐렴군에서 

13% (2/15) 차지하는 것에 비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35% (7/20)

와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35% (18/51)로 높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신생아 일

과성 빠른호흡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과 다르게 입원 당시 pH가 7.27±0.10, 산소

포화도가 86.9±15.7로 낮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

계적 인공호흡기 치료에 낮은 배꼽 동맥 pH가 의미 있는 위험인자

로 관련이 있다고 한 것처럼
12)

 본 연구에서 총 기계적 환기 치료가 

길었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낮은 pH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흉부 방사선 사진 검사에서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폐

렴에서는 특징적인 방사선 이상 소견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환자들은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

았음을 확인하였다. 

주로 조기 양막 파수, 미숙아, 모체 감염 등이 위험인자가 되며 대

표적으로 바이러스 및 세균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
13,14)

. 원인균과 병

원성에 따라 그 예후가 다양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빠른 처치

를 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12,14)

 본 연구에서도 균 동정이 되

지 않는다 해도 아이에게서 혈액 배양을 하는 것이 치료에 유용하므

로
2)
 시행하였다. 그러나 혈액에서 균이 동정 되거나 바이러스가 관

찰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폐렴 환자들에서 첫 

hsCRP가 의미 있게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hsCRP 결과를 통해 항생

제 투여를 하면서 감별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 경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이
4)
 본 연구에서도 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환자

들은 입원 당시 hsCRP와 추적한 최대 hsCRP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hsCRP를 통해서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원인 질

환을 감별할 때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서는 소변량이 생후 첫날 적을 수 있으므

로 수액의 투여 및 배출량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출생 후 호흡곤란을 보이며 전원 온 재태 기간 34주 이상의 환자

들에서 빠른호흡 증상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그리고 폐렴 환자들이 발생 초기에 

비슷한 호흡 증상으로 시작하여 일찍 감별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출

생 체중, 입원할 때 pH와 base excess, 무호흡 증상 여부, 입원 첫날 

소변량, 그리고 hsCRP 등으로 호흡곤란의 진행 및 악화 여부와 초

기 항생제 치료를 결정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여겨진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인에 따른 이유에 신생아 가사, 패혈증, 

공기누출증후군, 태변 흡인증후군과 같은 것
1)
이 배제되어 있고 단

일 기관에 입원한 5년간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 적은 수의 대상자로 

비교 분석하였기에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전원 

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산전 스테로이드의 투여 여부 및 조

기 양막 파수와 같은 위험인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더 

큰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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