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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청년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사회 진출로 결혼 연

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사회

적 영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높아

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한 영아 병태 및 손상 이환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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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rbidity and treatment recovery rates for the conditions and injuries of infants who were 

hospitalized and treated. Methods: The analysis was based on infants under the age of 1 from the 2nd-15th data (patients discharged from 2006 to 

2018)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In-Depth Discharge Injury Survey’.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ost infants admitted to the hospital from 2006 to 2018 improved and were discharged with an overall improvement rate of 98.47%. In addition, the 

morbidity rate of infants admitted to hospitals with specific conditions originating before and after birth showed a steady decrease, but increased 

around 2018, and the morbidity rate of infants hospitalized due to injury showed a gradual decrease, and showed a sharp decline after 2015.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infant condition improvement rate increased and the injury morbidity rate was rapidly decreasing. Conclusions: If systems and 

policies are established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o mothers and newborns who are in medically vulnerable groups, as well as to improve the high-risk 

maternal emergency system and high-risk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risk of diseases and unintentional damage that can 

occur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morbidity rate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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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세,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 30.8세로, 30년 동안 6세 정도 증

가하였다.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늦어져 산모 

연령도 높아져 1993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7.5세, 2019년 산모 평

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대략 5.5세 높아졌다[1]. 여성의 첫 출산 연령

이 높아질수록 임신관련 합병증을 가지는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

으며, 신생아 측면에서 미숙아, 저체중출생아, 선천성대사이상을 가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2.47.2.174&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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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출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2].

한 국가의 보건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영아사망률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2009년 1,000명당 

3.2명에서 2019년 1,000명당 2.7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 평균 영아사망률 4.1명보다 더 낮은데, 이는 고위험 신생

아(저출생체중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의료

체계를 갖춘 시설분만율의 증가, 응급의료시스템이 좋아짐에 따라 꾸

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3], 2009년 3.2명, 2019년 2.7명

으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OECD 평균 영아사망률 4.1명 보다 낮은 수

준을 보인다. 하지만 임신 중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모성사망은 

2019년 기준 십만 명 당 9.9명으로 OECD 회원국의 모성사망비 평균 

8.9명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영아의 성별, 사망일시, 사망 장소, 

사망원인, 사망 종류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만 제시되고 있어 생존 시

의 정보, 영아의 치료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사망통계자료를 활용한 ‘영아 사망’에 대한 선행연

구가 많았지만 치료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영아의 치료 및 건

강 상태 호전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질병에 걸렸지만 사

망하지 않고 호전되는 경우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영아에 대

한 질병 이환여부, 손상의 유무,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차원의 데이터가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활용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는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관한 조사이며 전체 퇴원환자에 대한 조사와 

손상 퇴원환자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퇴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정보, 인구사회 ·지리학적 정보, 환자의 내원 정보, 질병 및 치

료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손상 퇴원환자의 경우 손상관련 심

층정보(손상 의도성, 손상 발생장소, 손상 기전, 손상 시 활동, 손상 발

생일 등)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퇴원환자의 경우 주진단코드, 수술코

드, 치료결과, 퇴원 후 향방 등을 알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영아 입원 시 호

전율이 개선되고 있는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및 손상에 

의한 질병 이환율, 치료 결과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영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조사의 2-15차 자료(2006-2018

년 퇴원환자) 2,773,351건 중 만 1세 미만 영아에 해당하는 134,018건을 

선택하여 ‘진단뿐, 치료 안 함’ 1,207건, ‘불명’ 12건, ‘가중값’이 없는 9

건을 제외한 132,79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 신청

서’를 작성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2005년 퇴원환자조사 자료부터 

2018년 조사 자료까지 제공받았으며 데이터 항목과 유형이 불일치하

는 2005년 1차 조사 자료는 제외하였다.

연구도구

치료결과의 분류 정의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치료결과는 호전됨, 호전 안 됨, 진단뿐, 치료

안함, 가망 없음, 사망, 기타, 불명으로 분류된다. 그 중 호전됨은 ‘호전

됨(완쾌, 경쾌)’으로 나머지는 ‘호전 안 됨’으로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제13차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복합표본의 

추정방법으로 가중치를 두어 추정하였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전국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조사 모집단

은 전국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등 10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로 정의하였으며, 단일과만 진료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설계는 단순임의

표본설계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여 추출되었으므

로, 자료 분석 시 이러한 복합표본설계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합표본설계에서 모수 추정 시 최종 추출단위(병원 또는 환자)

에 대해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가

중치 종류는 크게 병원단위의 가중치와 표본병원 내 환자 단위의 가중

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퇴원환자 추정치의 대표성 및 정확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자료의 특징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총 출생아수는 2007년 496,822명으

로 가장 높고, 2012년 484,550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았던 

2007년에 비교하면 2017년 357,771명, 2018년 326,822명으로 최근 출생

아수가 상당히 낮았다. 통계청의 사망원인조사에 따른 영아의 1,000명 

당 사망률은 2006년 3.80명, 2018년 2.80명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



Hye-Rin Park,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76 | http://www.e-jhis.org

다. 통계청 자료의 총 출생아 중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의 치료 

결과로 사망한 영아의 사망률은 2006년 3.54명, 2018년 1.98명으로 상

당한 감소를 보였다(Table 1).

연도별 추이

퇴원손상심층조사 대상자 중 전체 건수에 대한 추정건수 중 사망한 

건수에 대한 영아의 사망률은 2006년 8.86%, 2018년 4.50%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Table 2).

전체 대상자 중 연도별 치료결과에서 ‘호전됨’ 중 2006년 총 출생아 

6,912명, 추정된 출생아 180,668명, 98.38%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총 출생아 14,048명, 추정된 출생아 143,608명, 98.52%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이를 보였다(Table 3).

전체 대상자 중 연도별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해당하

는 질병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2006년 1,154명, 추정된 대상자는 

28,235명, 15.63%로, 2014년 1,644명, 추정된 대상자 25,121명, 13.22%로 

나타나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로 2015년 1,796

명, 추정된 대상자 27,061명, 15.04%, 2016년 14.68%, 2017년 14.22%, 

2018년 2,629명, 추정된 대상자 24,773명, 17.2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Table 1. Statistics Korea mortality vs mortality rate of KNHSD

Year
Statistics Korea1 KNHSD

The total 
number of births

Mortality2 Cases
Estimated 

cases
Mortality3

2006 451,759 3.80 6,912 1,601 3.54
2007 496,822 3.40 7,677 2,053 4.13
2008 465,892 3.40 7,474 1,415 3.04
2009 444,849 3.20 7,275 1,517 3.41
2010 470,171 3.20 7,082 1,024 2.18
2011 471,265 3.00 12,439 1,429 3.03
2012 484,550 2.90 12,817 1,132 2.34
2013 436,455 3.00 12,865 1,153 2.64
2014 435,435 3.00 11,184 871 2.00
2015 438,420 2.70 10,978 686 1.56
2016 406,243 2.80 10,880 904 2.23
2017 357,771 2.80 11,159 693 1.94
2018 326,822 2.80 14,048 646 1.98

KNHDS,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Data: Statistics Korea, 「population trend survey」, 「Cause of death statistics」.
1Statistics Korea data is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2The mortality rate is the number of deaths per 1,000 people.
3Mortality rate of infants who died as a result of discharge damage in-
depth investigation treatment among total births of Statistics Korea.

Table 2. Trend of mortality rate in KNHSD

Year
Total Mortality

Cases
Estimated 

cases 
Cases

Estimated 
cases

Mortality 
(%)

2006 6,912 180,668 67 1,601 8.86
2007 7,677 190,269 83 2,053 10.79
2008 7,474 196,548 70 1,415 7.20
2009 7,275 183,820 69 1,517 8.25
2010 7,082 187,381 48 1,024 5.46
2011 12,439 202,055 110 1,429 7.07
2012 12,817 215,669 90 1,132 5.25
2013 12,865 210,863 89 1,153 5.47
2014 11,184 190,038 66 871 4.58
2015 10,978 179,894 56 686 3.81
2016 10,880 170,173 75 904 5.31
2017 11,159 168,599 57 693 4.11
2018 14,048 143,608 78 646 4.50

KNHDS,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Table 3. Trend of infant treatment recovery rate in KNHSD

Year
Total Improvement Not improved

Cases Estimated cases Cases Estimated cases Rate (%) Cases Estimated cases Rate (%)

2006 6,912 180,668 6,793 177,733 98.38 119 2,935 1.62
2007 7,677 190,269 7,522 186,193 97.86 155 4,076 2.14
2008 7,474 196,548 7,349 193,417 98.41 125 3,131 1.59
2009 7,275 183,820 7,141 180,500 98.19 134 3,320 1.81
2010 7,082 187,380 6,980 184,804 98.63 102 2,576 1.37
2011 12,439 202,055 12,226 198,947 98.46 213 3,109 1.54
2012 12,817 215,669 12,604 212,458 98.51 213 3,211 1.49
2013 12,865 210,863 12,675 208,171 98.72 190 2,692 1.28
2014 11,184 190,038 11,005 187,385 98.60 179 2,653 1.40
2015 10,978 179,894 10,810 177,089 98.44 168 2,805 1.56
2016 10,880 170,173 10,722 167,990 98.72 158 2,183 1.28
2017 11,159 168,599 11,017 166,421 98.71 142 2,177 1.29
2018 14,048 143,608 13,839 141,483 98.52 209 2,125 1.48

KNHDS,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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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1181명, 0.46%로 두 번째로 높았다(Table 7).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1세 미만 영아의 

특정병태에서의 질병 이환율, 영아 치료 호전율을 분석하여 영아의 건

강관리 및 모자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영아사망률과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영아의 사망

률 두 자료 모두 영아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청 자료보다 퇴원손

상심층조사에서 사망률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신속히 오지 못하여 사망하

는 경우가 있다고 추정된다. 퇴원손상심층조사 기반 출생아 중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치료결과에서 호전을 보인 영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영아의 이송체계를 조직화하고 영아 치료 시스

추이를 보였다(Table 4).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질환별 이환율은 ‘태아 및 신생아

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에서 총 대상자 21,824명, 추정된 대상자 

381,441명, 15.76%로 가장 높았고, ‘임신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

애’가 총 대상자 15,695명, 추정된 대상자 254,206명, 10.51%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Table 5).

전체 대상자 중 연도별 손상에 의한 이환율로는 2006년 총 대상자 

6,912명, 추정된 대상자 180,668명에서 손상에 의한 이환율은 대상자 

34명, 추정된 대상자 762명, 0.42%에서 2014년 총 대상자 11,184명, 추정

된 대상자 190,038명에서 손상에 의한 이환율은 대상자 61명, 추정된 

대상자 1,880명, 0.99%로 꾸준히 증가함을 보이다가 2015년 0.64%로 급

격히 감소한 이후 2018년에는 0.30%로 상당히 감소하였고(Table 6), 손

상 원인별 이환율은 ‘화상 및 부식’이 총 대상자 584명, 추정 대상자 

16,608명, 0.69%로 가장 높고, ‘머리의 손상’이 총 대상자 604명, 추정 

Table 4. Trend of morbidity by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Year
Total No disease Disease

Cases Estimated cases Cases Estimated cases Rate (%) Cases Estimated cases Rate (%)

2006 6,912 180,668 5,758 152,433 84.37 1,154 28,235 15.63
2007 7,677 190,269 6,467 162,347 85.32 1,210 27,922 14.68
2008 7,474 196,548 6,215 165,860 84.39 1,259 30,688 15.61
2009 7,275 183,820 6,109 156,844 85.32 1,166 26,976 14.68
2010 7,082 187,381 5,905 158,950 84.83 1,177 28,430 15.17
2011 12,439 202,055 10,534 173,367 85.80 1,905 28,688 14.20
2012 12,817 215,669 10,902 185,998 86.24 1,915 29,671 13.76
2013 12,865 210,863 10,952 181,795 86.21 1,913 29,068 13.79
2014 11,184 190,038 9,540 164,917 86.78 1,644 25,121 13.22
2015 10,978 179,894 9,182 152,833 84.96 1,796 27,061 15.04
2016 10,880 170,173 9,099 145,193 85.32 1,781 24,980 14.68
2017 11,159 168,599 9,413 144,628 85.78 1,746 23,970 14.22
2018 14,048 143,608 11,419 118,836 82.75 2,629 24,773 17.25

Table 5. Morbidity by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Diseased

Cases Estimated cases Rate (%)

P00-P04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maternal factors and complications of pregnancy,  
labour and delivery

8,853 150,262 6.21

P05-P08 Disorders related length of gestation and fetal growth 15,695 254,206 10.51
P10-P15 Birth trauma 1,234 18,976 0.78
P20-P29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orders specific to perinatal period 14,234 235,670 9.74
P35-P39 Infection specifiec to perinatal period 7,937 147,005 6.08
P50-P61 Hemorrhagic and hematological disorders of fetus and newborn 21,824 381,441 15.76
P70-P74 Transitory endocrine and metabolic disorders specific to fetus and newborn 3,910 56,951 2.35
P75-P78 Digestive system disorders of fetus and newborn 799 12,433 0.51
P80-P83 Condition involving the integument and temperature regulation of fetus and newborn 418 6,700 0.28
P90-P96 Other disorder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3,153 50,56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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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진다면 영아 사망률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로 입원한 영아의 수는 감

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P50-P61)’에서 가장 높았고, ‘임신기

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P05-P08)’와 ‘산모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P00-P04)’가 다음

으로 높았다.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P50-P61)’는 

Table 7. Morbidity by cause of damage

Injury
Damaged

Cases Estimated cases Rate (%)

S00-S09 Injuries to the head 604 11,181 0.46
S10-S19 Injuries to the neck 21 549 0.02
S20-S29 Injuries to the thorax 9 222 0.01
S30-S39 Injuries to the abdomen, lower back, lumbar spine and pelvis 26 740 0.03
S40-S49 Injuries to the shoulder and upper arm 26 462 0.02
S50-S59 Injuries to the elbow and forearm 11 214 0.01
S60-S69 Injuries to the wrist and hand 43 1,022 0.04
S70-S79 Injuries to the hip and thigh 33 493 0.02
S80-S89 Injuries to the knee and lower leg 13 385 0.02
S90-S99 Injuries to the ankle and foot 5 143 0.01
T00-T07 Injuri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 18 405 0.02
T08-T14 Injuries to unspecified parts of trunk, limb or body region - - -
T15-T19 Effects of foreign body entering through natural orifice 103 1,721 0.07
T20-T32 Burns and corrosions 584 16,608 0.69
T20-T25 Burns and corrosions of external body surface, specifie by site 479 13,274 0.55
T26-T28 Burns and corrosions confined to eye and internal organs - - -
T29-T32 Burns and corrosions of multiple and unspecified body regions 375 11,015 0.46
T33-T35 Frostbite - - -
T36-T50 Poisoning by drugs, medical and biological substances 23 369 0.02
T51-T65 Toxic effects of substances chiefly nonmedicinal as to source 32 427 0.02
T66-T78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external causes 34 492 0.02
T79 Certain early complications of trauma - - -
T80-T88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EC 318 4,488 0.19
T90-T98 Sequela of injuries, of poisoning and of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9 189 0.01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Table 6. Trend of damage morbidity 

Year
Total No damage Damaged

Cases Estimated cases Cases Estimated cases Rate (%) Cases Estimated cases Rate (%)

2006 6,912 180,668 6,878 179,906 99.58 34 762 0.42
2007 7,677 190,269 7,645 189,127 99.40 32 1,141 0.60
2008 7,474 196,548 7,425 195,249 99.34 49 1,299 0.66
2009 7,275 183,820 7,228 182,227 99.13 47 1,593 0.87
2010 7,082 187,381 7,035 185,736 99.12 47 1,644 0.88
2011 12,439 202,055 12,377 200,340 99.15 62 1,715 0.85
2012 12,817 215,669 12,756 214,041 99.25 61 1,629 0.76
2013 12,865 210,863 12,803 208,993 99.11 62 1,871 0.89
2014 11,184 190,038 11,123 188,157 99.01 61 1,880 0.99
2015 10,978 179,894 10,935 178,741 99.36 43 1,153 0.64
2016 10,880 170,173 10,832 169,122 99.38 48 1,051 0.62
2017 11,159 168,599 11,120 167,358 99.26 39 1,241 0.74
2018 14,048 143,608 14,008 143,176 99.70 40 433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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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혈, 신생아 황달, 신생아의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의 질병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신생아 출혈은 ‘뇌실 내출혈’이다. 뇌실 내출혈이란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차있는 뇌실에 출혈이 생기는 것인데 출생체중이 1,500 g 

이하인 경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숙아에서 생길 수 있

는 출혈이고 출생 후 미숙아 관리와 미숙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

모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5]. 신

생아 황달의 경우 만삭아의 60%, 미숙아의 80% 정도로 관찰되며 자연

적으로 소실되는 생리적 황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빌리루빈혈증

의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후유증을 

미리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로 입원한 영아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35세 이

상이고 연령 산모와 25세 미만의 저연령 산모에서 모체측 원인으로 인

하여 영아에게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출생아의 건강

위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신 후반기부터 산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해 초음파검사와 다양한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일차적 예방의 차원에

서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7].

손상(S00-S99, T00-T98)에 의해 입원한 영아의 수는 2006년부터 꾸

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만 1세 

미만 영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은 대부분 ‘화상’이었고 ‘머리의 손

상’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으로 손상

을 입은 영아가 많았다. 영아에서 높은 건수의 이환율을 가지는 ‘화상

(T20-T32)’은 퇴원손상심층조사뿐만 아니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

사에서도 4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빈도가 2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다[8].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대부분 집안

에서 어른들이 방심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아동의 보행이 자

유로워지면서 행동반경은 커지지만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비의도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인과 같은 강도의 화상이라 할지라도 피부가 약한 영

아에게 화상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9]. 특히 영아 화상 사

고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벌이 증가로 영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평소 보호자를 대상으로 응급조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상’ 다음으로는 ‘머리의 손상(S00-S09)’이 이환율이 높은데 이는 

출산 전 ·후 신생아에게 비의도적인 ‘머리의 손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된다. 출산 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가 골반 출구를 통과할 

때 압박을 받거나 끄는 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두부손

상으로 산류, 건막 하 출혈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만 1세 미만의 영아

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해 혹은 비의도적 

상황에 의해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머리에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T80-T88)’에

는 ‘주입, 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따른 합병증’, ‘인공삽입장치에 대한 

합병증’이 포함되어있다. 출산 후 자가 호흡 가능 유무, 1,500 g 미만의 

저체중 등의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입원과

정에서 신생아가 주사 치료를 받거나 수혈을 받은 후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인공삽입장치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인공삽입장치 중 기관 삽관은 자가 호흡이 불

가능한 신생아에게 아주 흔한 처치 중에 하나이다. 신생아에서 기관 

및 식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 삽관의 중하고도 드문 합

병증이다. 신생아에서 기관 삽관 중 발생한 기관 및 기관지 손상은 높

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

다[10]. 2014년에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하였

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7개의 대학병원에서 지역 거점 어

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손상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손상에 대한 이환율도 감소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영아의 사망률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지표

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망률이 아닌 질병을 가진 영아의 건강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치료 호전율을 보

고자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영아의 호전율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영아를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할 수 있으면 전체 인구의 

영아 건강수준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출생 연

령이 증가한 결과로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아 건강관리

를 위한 대상이 넓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산모의 출산 과

정에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방법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위험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미숙아, 

저체중아 등에 대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가 필요하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과거부터 대두되어왔다.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신생아중

환자실 등급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신생아 중환자실을 축소 및 

폐쇄였고 산과인력 감소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었다[11]. 대부분 권역

별로 이루어지므로 권역 센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타지역 전원도가 

높은 지역으로 충청, 강원 지역이었고 출생 지역 내에서 신속히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화가 필수적이다[12]. 우리나라에는 고위험산모 

응급이송시스템 구축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산모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이 직접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13]. 신생아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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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혹은 

한부모 가정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아들을 위

한 의료서비스 지원 방법 확대 및 관리 방법의 재정비를 고려해야 함

을 제언한다. 2015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

상 범위가 넓어졌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

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

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기

존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대상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새터민, 

미혼모 가정에도 건강관리사가 파견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 산모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관리

사에 의한 신생아 청결, 위생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감염 사건 이후

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에 대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종합개선 방안 

연구결과’와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신생

아중환자실에서의 감염예방관리’ 등 제도적으로 보안하여 원인불명

의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기준 개선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손상에 의한 입원은 더욱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는 입원을 하지 않은 영아는 포함되지 않

아 출생 즉시 사망했거나 극히 빈곤하거나 학대가능성 혹은 정상 무

병상태의 아기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정상 무병상태의 아기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경미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서 입원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생아수와 사망률이 통계청 자료보다 작게 추정된 점, 

입원 없이 사망한 경우 및 입원하지 않은 영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에 따라 본 연구의 영아 치료 호전율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 자료의 보안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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