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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퇴원한 후기 조산아들의 재입원에 한 고찰

동아 학교 의과 학 소아과학교실

김 묘 징

=Abstract=

Readmission of late preterm infants after discharge from nursery

Myo Jing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urpose:To evaluate the risk factors for hospital readmission during the neonatal period among late preterm infants who 

were discharged after nursery care.

Methods:In this retrospective study, we reviewed medical records of 135 late preterm infants re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during the neonatal period, after discharge from nursery of IL Sin Christian Hospital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08. We compared the risk factors of the hospital readmission group with the control group.

Results:The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of 135 study infants were 36+1±0.5 weeks and 2,718.4±296.9 gm, respectively.

Identified risk factors of hospital readmission were breastfeeding (71.9% vs. 44.4%), short duration of nursery stay (3.3±1.6

days vs. 4.1±2.0 days), firstborn (60.0% vs. 45.3%), and maternal pregnancy complication (31.9% vs. 18.8%). Jaundice ac-

counted for the majority of hospital readmissions (83.7%), and the age at hospital readmission was 6.2±3.6 postnatal days, 

mostly at 5-6 postnatal days (40.7%). Identified risk factors of hospital readmission due to jaundice were spontaneous normal 

vaginal delivery (43.4% vs. 1.8%), younger maternal age (29.8±3.4 yrs vs. 32.1±4.2 yrs), and lower maternal pregnancy compli-

cation (28.3% vs. 50%).

Conclusion:Identified risk factors of hospital readmission were breastfeeding, short duration of nursery stay, firstborn, and 

maternal pregnancy complication. Jaundice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hospital readmissions, and the age at hospital readmis-

sion was 6.2±3.6 postnatal days. (Korean J Pediatr 2009;52:88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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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j

서 론

후기 조산아란 재태기간 34주에서 36주 6일 사이에 분만된 조

산아로 출생체 이나 기능 인 측면에서 만삭에 가까운 조산이

므로 ‘ 만삭아’라 하여 상 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일반 이 다
1)
.따라서 출생 후 건강한 만삭아에 하여

신생아실에서 일반 인 경과 찰 후 생후 2-3일경에 산모와 같

이 퇴원하는 경우가 흔하 다
2)
.2006년 보고에 따르면 후기 조산

아 분만은 미국 내 체 조산아 분만의 71%를 차지하며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 으나,이에 해 알려진 바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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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2-4)
.최근 여러 보고들에 의하면 후기 조산아들은 미숙

함 그 자체 때문에 만삭아들에 비해 수유 곤란,체온 조 이상,

패 증,황달, 당증과 호흡기 질환 등의 빈도가 높으며,이와

련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가 만삭아에 비해 많다고 한다
2,5,6)
.더욱이 장기 인 찰시 학습 장애를 포함하여 학령기

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7)
후기 조산아들에 한 인식의 변

화가 있고, 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신생아실에서 만삭아에 한 경과 찰 후

퇴원한 후기 조산아들에 한 연구는 드문 상태로 본 자는 이

들의 퇴원 후 재입원에 한 연구를 통해 재입원과 련된 험

인자를 알고,출생 후 집 리 퇴원 후 조기 외래 방문의 필

요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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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법

1. 상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일신 기독 병원 신생아실에

서 만삭아에 한 경과 찰 후 퇴원한 재태주수 34주에서 36주

6일까지의 신생아들 생후 28일 이후까지 외래 추 찰이 가

능하 고,생후 28일 이내에 일신 기독 병원 신생아 환자실에

재입원하 던 신생아들을 상으로 하 다. 상 신생아 출

생 체 아(<2,000g),의학 문제로 어떠한 시술이나 리가 필

요했던 경우,다른 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실로 보내진 경우는

제외하 다.재입원과 련된 험 인자를 알고자 연구 기간 내

에 후기 조산아로 출생하여 생후 28일 이후까지 추 찰이 가

능하 고,재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신생아들을 조군으로

선정하 다.

2.방 법

신생아에 한 정보는 출생 시 재태주수,출생체 ,성별,분만

방법(자연분만/제왕 개 분만),수유 형태(완 모유 수유/혼합

수유/분유 수유),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을 조사하 고,생후

28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 재입원시 연령과 주 진단명을 조사하

다.

산모에 한 정보는 산모의 출산력( 산모/경산모),임신성 당

뇨,임신성 고 압증, 자간증 등을 포함하여 임신과 련된 합

병증 진통과 분만 과정상의 합병증 여부를 조사하 다.

인구 사회학 정보 분석은 산모의 교육 정도( 졸/고졸/ 졸

이상),산모의 나이,산모의 결혼 상태(미혼/기혼)를 조사하 다.

모든 정보들은 의무 기록지를 통하여 후향 으로 조사하 다.

3.통계 방법

모든 통계 처리는 SPSSforwindow12.0(SPSSInc.,Chica-

go,IL,USA)를 이용하여,측정 항목별 빈도 분석,그룹간 t-test,

chi-squaretest,Fisher'sexacttest를 통해 재입원의 험 인

자를 알고자 하 다.P값이 0.05미만일 때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1.재입원과 련된 험 인자

연구 기간 동안 재입원군은 135명이었고, 조군은 117명이었

다.두 군간 일반 인 특성에 한 연구에서 재입원군의 평균 재

태주수와 출생체 은 각각 36
+1
±0.5주,2,718.4±296.9gm, 조

군의 평균 재태주수와 출생체 은 36
+2
±0.5주,2,713.8±283.5

gm이었고,성별은 재입원군의 경우 남자 86명(63.7%),여자 49

명(36.3%), 조군의 경우 남자 64명(54.7%),여자 53명(45.3%)

으로 두 군간 재태주수(P=0.72),출생체 (P=0.89) 성별(P=

0.15)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분만 방법의 비교에

서 두 군 모두에서 제왕 개 분만이 자연 분만보다 많았으며

(60.7% vs53.9%),차이는 없었다.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의

비교에서 재입원군은 3.3±1.6일( 앙값 3일), 조군은 4.1±2.0

일( 앙값 5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입원군이 조군에 비

해 짧았으며(P<0.05),이는 분만 방법의 차이가 없었던 을 고

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신생아실 퇴원 후 수유 방

법의 비교에서 재입원군의 모유 수유율(71.9%)이 조군(44.4%)

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P<0.05).산모에 한 정보 분석에서

재입원군과 조군 비교 시 산모의 나이(30.2±3.6세 vs30.7±

4.1세),교육 정도,결혼 상태,분만 합병증은 차이가 없었으나,

재입원군의 산모 비율(60.0% vs45.3%)과 임신과 련된 합

병증 동반 비율(31.9% vs18.8%)이 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높

았다(P<0.05,Table1).

2.재입원시 진단명

재입원군 135명의 입원 시 주 진단명 조사에서 113명(83.7%)

이 황달을 주소로 입원하여 재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다

른 원인으로는 설사 9명(6.7%),구토 6명(4.4%),수유 곤란 3명

(2.2%),패 증 의심 2명(1.5%),탈수 2명(1.5%)이 있었다(Table

2).재입원 시 은 출생 후 평균 6.2±3.6일로,55명(40.7%)이 출

생 5-6일 사이에 재입원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

3.황달로 재입원한 환아들에 한 분석

재입원군 135명 113명(83.7%)이 황달로 재입원 하여 이에

한 험 요인을 알고자 환아 산모의 특징을 다른 원인으로

입원한 환아들과 비교 분석하 다.환아들에 한 비교에서 두

군간 재태주수,출생체 ,성별,수유 형태,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재입원시 나이는 차이가 없었고,황달로 입원한 환아들의

경우 자연 분만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43.4% vs1.8%)(P<

0.05).산모에 한 연구에서 출산력,교육 정도,결혼 상태,분만

합병증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황달로 입원한 군에서 산모

의 나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었고(29.8±3.4세 vs32.1±4.2

세),임신과 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었다(28.3% vs

50%)(P<0.05,Table3).

고 찰

2005년 NationalInstitutesofChildHealthandHumanDe-

velopment(NICHD)에 의하면 재태주수 34주에서 36주 6일까지

의 후기 조산아들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한 특별한

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 고
8)
,2006년 보고에서는 재태주

수 37주 미만의 체 조산아 분만 후기 조산아가 71%로 부

분을 차지하 다
4)
.이와 같은 격한 증가 요인으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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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Readmission
N=135(%)

Control
N=117(%)

P

GA,weeks(range)

BW,gm (range)

Gender

Male

Female

Feeding

Breastfeeding

Mixedfeeding

Artificialfeeding

Delivery

NSVD

C-sec

Hospitalstay,days

(range)

Parity

Primiparous

Multiparous

Maternalage,yrs

(range)

Maternaleducation

Middleschoolgraduate

Highschoolgraduate

College graduate

Maretalstatus

Married

Single

Pregnancyrisk

No

Yes

Laboranddelivery

complication

No

Yes

36+1±0.5

(34＋3-36＋6)

2,718.4±296.9

(2,230-3,690)

86(63.7)

49(36.3)

97(71.9)

34(25.2)

4(3.0)

53(39.3)

82(60.7)

3.3±1.6(1-8)

81(60.0)

74(54.8)

30.2±3.6

(19-43)

1(0.7)

46(34.1)

88(65.2)

132(97.8)

3(2.2)

92(68.1)

43(31.9)

123(91.1)

12(8.9)

36＋2±0.5

(34＋6-36＋6)

2,713.8±283.5

(2,200-3,510)

64(54.7)

53(45.3)

52(44.4)

56(47.9)

9(7.7)

54(46.2)

63(53.9)

4.1±2.0(1-9)

53(45.3)

64(54.7)

30.7±4.1

(18-41)

2(1.7)

35(29.9)

80(63.4)

114(97.4)

3(2.6)

95(81.2)

22(18.8)

107(91.5)

10(8.5)

0.72

0.89

0.15

<0.05

0.27

<0.05

<0.05

0.31

0.73

0.86

<0.05

0.92

Abbreviations:N,number;GA,gestationalage;BW,birth
weight;NSVD,normalspontaneousvaginaldelivery;C-sec,
Caesareansection

Table 2. Principal Diagnosis for Patient Readmissions

Diagnosis N=135(%)

Jaundice

Feedingdifficulties

Vomiting

Diarrhea

Probablesepsis

Dehydration

113(83.7)

3(2.2)

6(4.4)

9(6.7)

2(1.5)

2(1.5)

Abbreviations : N, number

Table3.SelectiveCharacteristicsaccordingtoDiagnosisat
PatientReadmission

Characteristics
Jaundice
N=113(%)

Others
N=22(%)

P

GA,weeks(range)

BW,gm (range)

Gender

Male

Female

Feeding

Breastfeeding

Mixedfeeding

Artificialfeeding

Delivery

NSVD

C-sec

Hospitalstay,days

(range)

Ageatreadmission,days

(range)

Parity

Primiparous

Multiparous

Maternalage,yrs

(range)

Maternaleducation

Middleschoolgraduate

Highschoolgraduate

Collegegraduate

Maretalstatus

Married

Single

Pregnancyrisk

No

Yes

Laboranddelivery

complication

No

Yes

36＋1±0.5

(35＋5-36＋6)

2,719.9±288.1

(2,230-3,430)

72(63.7)

41(36.3)

81(71.7)

29(25.7)

3(2.7)

49(43.4)

64(56.6)

3.2±1.6

(1-8)

6.1±3.0

(1-27)

65(57.5)

48(42.5)

29.8±3.4

(19-39)

1(0.9)

39(34.5)

73(64.6)

110(97.3)

3(2.7)

81(71.7)

32(28.3)

105(92.9)

8(7.1)

36＋3±0.7

(34＋3-36＋6)

2,710.9±346.1

(2,230-3,690)

14(63.6)

8(36.4)

16(72.7)

5(22.7)

1( 4.5)

4( 1.8)

18(81.8)

3.8±1.8

(1-6)

7.0±5.7

(1-28)

16(72.7)

6(27.3)

32.1±4.2

(26-43)

0( 0.0)

7(31.8)

15(68.2)

22(100.0)

0( 0.0)

11(50)

11(50)

18(81.8)

4(18.2)

0.48

0.91

0.99

0.87

<0.05

0.18

0.32

0.19

<0.05

0.87

0.44

<0.05

0.09

Abbreviations : N, number; GA, gestational age; BW, birth 
weight;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C-sec, 
Caesarean section

이유를 들 수 있는데,첫째 원인은 고령 산모의 증가이다.미국의

경우 1964년 이후 30-34세의 산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35-39세,40-44세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20-24

세 산모는 감소하 고,25-29세 산모의 비율은 특별한 차이가 없

다고 하 다4).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연구에서 분

석된 252명의 산모 117명(46.4%)이 30-34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29세 93명(37.0%),35-39세 24명(9.5%),20-24세

10명(4.0%),40-44세 6명(2.4%),<20세 2명(0.8%)이 다.고령

산모의 경우 임신성 고 압의 빈도가 높고 이는 자궁 내 발육 지

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조산아 분만의 험 요인이 된다
9)
.뿐

만 아니라 조산아 분만의 험을 증가시키는 염색체 이상,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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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만성 질환,불임 시술, 생아 분만 제왕 개술 등

의 비율을 높인다
10)
.둘째 원인은 산모의 비만이다.산모의 비만

은 거 아의 빈도를 높여 재태주수의 과평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11)
,임신성 당뇨병,임신성 고 압,심 계 질환,천식 등의 만

성 질환과 련되어 조산아 분만으로 이어 질 수 있다.셋째 원

인은 불임 시술의 증가로 배란 유도제 인공 수정 등은 다태

임신의 원인이 되며 조산아 분만으로 이어 질 수 있다
12)
.넷째 원

인은 조기 양막 수로 모든 조산아 분만의 1/3에서 보고되고 있

다
9)
.2003년 AmericanAcademyofPediatricsandAmerican

collegeofObstetricianandGynecologists(ACOG)권고에 따

르면 조기 양막 수시 진통 용해제(tocolytics)와 부신피질호르

몬(corticosteroid)의 사용을 임신 나이 34주까지로 명기하고 있

어 후기 조산아 시기에 분만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임신을 유지하

기 보다는 산모에 한 재술로 조기 분만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13,14)
.다섯째 원인은 자궁 경부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의 감염과 이와 련된 치료 시술이 불임 조

산아 분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5)
.

후기 조산아들은 건강해 보이고 신체 인 성숙도 하가 크지

않고,만삭아와 비슷한 출생체 ,아 가 수를 보여 ‘ 만삭아’

라 하여 일반 으로 만삭아에 한 리를 받으며 조산아라는 인

식이 부족하 다
16)
.

하지만 이들의 신생아기 이환율은 만삭아에 비해,사망률은 3

배(7.7명/1,000명 출생 VS2.5명/1,000명 출생),신생아기 재입원

율은 1.8배 높고
3)
,호흡 부 ,무호흡,서맥,패 증, 당증,체

온 조 미숙,수유 곤란 황달 등의 빈도가 높으나
17)
이와

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실 퇴원 후

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을 알고자 재입원군과 조군을 비교

분석하 고,모유 수유,짧은 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 산모와

임신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유의하게 재입원과 계가 있었다.

이는 신생아 리의 경험이 없는 수유모의 미숙함이 련 될 수

있고,조기 퇴실 시 충분한 교육이 이 지지 않아 모유 수유 시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더욱이 모유 수유

와 련하여 후기 조산아들은 소화 흡수 기능은 비교 성숙

되어 있지만 빨기와 삼키기 과정에서 효과 인 조화를 이루지 못

해,특히 극 인 빨기를 요하는 모유 수유 시 더 많은 어려움

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임신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재입원율이 높은 것은 산 출 과 임신성 고 압증이 재

입원하는 후기 조산아들과 연 되는 강력한 험 인자라고 보고

한 기존의 보고와 일치한다
18)
.재입원시 은 평균 6.2±3.6일로

생후 5-6일 사이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40.7%),진단명에 따

른 입원 시기의 차이는 없었다.

폐포액의 흡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은 후

기 조산아에서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이며,미숙아 무호흡은 10

%에서 발생이 보고된다
19)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폐 형성 과정

소낭 모양(saccular)에서 원형(circular)으로 폐포의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이나 폐계면 활성제의 생산과 분비는 지연되어있

고 원형 모양의 폐포 표면을 안정시키기 해선 상 으로 더

많은 폐계면 활성제가 필요한 모순 상황 때문에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의 발생을 포함하여
15)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높다

5,

20)
. 사 인 측면에서 갈색 지방과 당원의 장양이 어 체온

조 을 잘하지 못하며, 당증의 발생 험이 상 으로 높다
21)
.빨기와 삼키기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유 곤란은 당

증,과다한 체 감소,탈수,황달,핵황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퇴원을 지연 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6)
.만삭아에 비해

후기 조산아에서 황달이 더 흔히 발생하여 빌리루빈의 농도

가 더 높고 지속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퇴원 후 재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이는 후기 조산아에서 간의 미숙함으로 인해

빌리루빈-알부민 결합능,간효소 작용,빌리루빈 포합 능력,빌리

루빈 배설 능력이 감소되어 있고,장간 순환은 증가되어 있으며,

간내 빌리루빈 섭취와 포합 과정도 출생 후 서서히 성숙되어지기

때문이다
22)
. 한 후기 조산아의 경우 효과 인 빨기와 삼키기가

부족하여 모유 수유의 지연,배변 감소 등이 생길 수 있고,이런

취약함은 조기 모유 황달 발생과 연 지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뇌의 성장,발달 시냅스(synapse)형성의 많은 부분이 임신

마지막 6주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태주수에 따라 후기 조산

아들의 뇌 무게는 실제로 만삭아에 비해 으며
7)
,다양한 정도로

발달 장애,행동 장애,학습 장애가 보고되었다
23)
.본 연구에서

재입원군의 83.7%가 황달을 주소로 입원하여 재입원의 가장 흔

한 원인이었으며 기존의 보고인 45.7%
3)
,63%

2)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분 백인과 스페인계 미국인

(Hispanic)을 상으로 한 것에 반해,본 연구는 황달의 고 험

군인 아시아계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황달의 비율이 높은 것

은 인종에 따른 차이로 고려된다
2,3,16,22)

.이에 반해 최근 연구에

서 재입원 원인의 31.4%까지 보고되고 있는
3)
호흡기 감염과

련된 재입원이 없었고, 신 구토나 설사로 입원한 경우가 11.1%

로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구토나 설사로 재입원하

던 환아들의 46.6%가 신생아실 퇴실 후 조리원을 이용하 다

는 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겠다.

재입원하는 신생아들의 부분이 황달로 입원하여,이와 련

된 험 요인을 알고자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 던 환아들과 비교

분석하 다.황달로 재입원한 군에서 자연 분만의 빈도가 높았고

산모의 나이가 유의하게 었으나,수유 방법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으로 후기 조산아들의 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은 모

유 수유,짧은 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 산모와 임신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고,재입원 시 은 평균 6.2±3.6일,가장 흔한 재

입원 원인은 황달이었다.

자는 본 연구를 통해 후기 조산아들의 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과 재입원 원인을 알 수 있었고,이를 토 로 퇴원 외

래 방문시 후기 조산아들의 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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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신생아실에서 만삭아에 한 경과 찰 후 퇴원한 후

기 조산아들의 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과 재입원 원인을 알고

자 연구를 계획하 다.

방 법: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일신 기독 병원 신

생아실에서 만삭아에 한 경과 찰 후 퇴원한 후기 조산아들

생후 28일 이내에 재입원하 던 135명의 신생아들의 의무 기

록지를 후향 으로 조사하 다.재입원의 험 요인을 알고자

조군과 비교 분석하 다.

결 과: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 연구에서 재태주수,출생

체 ,성별,분만 방법,산모의 나이,교육 정도,결혼 여부,진통

과 분만 과정상의 합병증은 련이 없었고,모유 수유(71.9% vs

44.4%),짧은 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3.3±1.6일 vs4.1±2.0

일), 산모(60.0% vs45.3%)와 임신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31.9

% vs18.8%)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입원율이 높았다.재입원

시 은 출생 후 평균 6.2±3.6일로,출생 5-6일 사이에 재입원하

는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다.재입원 시 83.7%가 황달을 주

소로 입원하여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자연 분만(43.4% vs1.8

%),산모의 나이가 은 경우(29.8±3.4세 vs32.1±4.2세),임신

과 련된 합병증 동반이 은 경우(28.3% vs50%)가 황달로

인한 재입원과 련 있었다.

결 론:후기 조산아들의 재입원과 련된 험 요인은 모유

수유,짧은 신생아실 경과 찰 기간, 산모와 임신 합병증이 있

었던 경우 고,재입원 시 은 평균 6.2±3.6일,가장 흔한 재입

원 원인은 황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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