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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ctive perinatal management including delivery room resuscitation has been known to be 
the primary determinant of mortality for extremely preterm (EPT) infants near the limit of viability, 
wide institutional variations are evident in the Korean Neonatal Network data regarding the mortality 
of infants born at 23-24 weeks’ gestation. Most EPT infants near the limit of viability died within a 
few days of life. According to recent studies, improved mortality rate attributable to fewer deaths 
due to pulmonary and infectious causes in the infants with 23-24 weeks’ gestation was associated 
with antenatal steroid use and active delivery room resuscitation. Quality improvements that involve 
identifying and applying the best clinical care strategies, which include gentle meticulous respiratory 
care and infection control strategies, might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nationwide improvement 
in the outcomes of periviable EPT infants. There is also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s to overcome deaths related to bronchopulmonary dysplasia and sever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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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산기 및 신생아 치료의 발전에 따라 초미숙아(microprimie)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국가

별 다기관 코호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5 초미숙아의 생존 한계(limit of viability)를 출생 

체중 400 g 또는 임신 나이 23주로 정의할 때,6 생존 한계 근처의 회색지대(gray-zone)로 일

컬어지는 임신 나이 22-24주 초미숙아가 출생할 경우 적극적인 소생술을 포함한 신생아 집

중 치료의 결정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7 최근,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에 대한 적극적

인 소생술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서의 향상된 치료 방

침은 회색지대보다 성숙된 초미숙아군의 생존율 향상과 주요 질환의 이환율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8-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나이 24주 이하 초미숙아에 대한 적극적인 치

료 방침은 국가나 기관마다 다양하다.8,12 국내의 경우, 극소 저출생 체중아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에 등록된 대부분의 3차 의료기관에

서는 임신 나이 23-24주 출생 아기들의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13 2013년에서 2014년 6월

까지 KNN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임신 나이 23-24주의 생존율은 각각 41.1%, 59.6%로 

2002-2009년에 조사된 결과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14 하지만, 일본의 임신 나이 

23주와 24주의 생존율인 73.8%와 8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14 특히, 

KNN 데이터베이스 등록에서는 사산아 또는 NICU 입원 전 사망한 아기가 제외되므로,15 다

른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초미숙아 생존율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KN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관별 초미숙아의 수에 따른 차

이가 있지만 2014-2016년 사이 KN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74명의 임신 나이 23-24주 

초미숙아들의 기관별 생존율(Fig. 1)에 따른 그룹별 비교 연구에서 초미숙아의 사망 원인과 

주요 질환의 이환율도 차이를 보였다.11,13 이에 저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의 생존율 및 사망 원인의 변화를 정리하고, 생존 한계 극복을 위

한 새로운 치료 방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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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주산기 처치와 생존율의 변화

1) 소생술의 방침과 생존율의 변화

미국의 신생아 데이터베이스인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eonatal Research Network 

(NRN)의 보고에 따르면,1 2000-2003년과 2008-2011년 사

이 임신 나이 23주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24.7%에

서 56.9%로 개선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자료에서도 아

직 분만장 내 기도 삽관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 없이 완화 치료

(palliative care)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52.5%에 해당한다는 것

이다.1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NRN에 등록된 11개 기관에

서 분만장 내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비율이 임신 나이 22주

는 76-79%, 임신 나이 23주는 27-31%, 임신 나이 24주에서는 

4-6%로 나타났다.16 주목할 점은 NR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93-2012년 기간별 비교에서 2009-2012년 출생한 임신 나

이 23-24주의 생존율의 향상은 분만장 내 소생술 시행 없이 완

화 치료로 인한 사망이 감소한 덕분이었다.2 영국에서 1995년

과 2006년을 비교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도 분만장에서 기

도 삽관 및 예방적 폐표면활성제의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소생

술로 인한 분만장 내 사망의 감소가 임신 나이 22-25주에 출생

한 아기들의 생존율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캐

나다에서 1996-1997년에 시행된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 임신 

나이 25주 이하 초미숙아의 사망 중 42%가 분만장 내 사망이었

는데,5 특히 소생술 결정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분만 진행의 

여부가 초미숙아의 생존율 차이에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일

본과 캐나다의 비교 연구에서 생존 한계 초미숙아에 대한 적극

적인 치료 시행 여부가 두 국가간 초미숙아의 생존율 차이에 대

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17 이는 2004년 발표된 스웨덴의 코호

트 연구에서 임신 나이 26주 이내 분만이 예견되는 산모의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한 능동적인 전략을 시행한 그룹이 선택적인 

치료 전략을 시행한 그룹보다 초기 사망률을 포함한 전체 생존

율이 높았다는 보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18 분만장에서의 적

극적 소생술에 따른 5분 아프가 점수의 향상은 초극소미숙아의 

생존율 향상과 유의한 연관을 보였다.19 또한, 분만장에서의 소

생술이 숙련된 신생아 전문의에 의하여 수행되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20

2) 산전 스테로이드의 투여와 생존율의 변화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 나이 24-34주

의 산모들에게 산전 스테로이드의 투여를 권고하였다.21 또한, 

임신 나이 22-25주에 출생한 초미숙아에 대한 산전스테로이

드 사용이 생존율 및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

Fig. 1. The wide variability of the mortality rate among infants born at 23-24 weeks gestation from the Korean Neonatal 
Networ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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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초극소미숙아의 사망 원인에 대한 연구

에 따르면, 감염에 의한 사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괴사성 

장염에 의한 사망은 오히려 증가하였다.1 초미숙아의 사망 원인

을 1995년과 2006년에 비교한 영국의 연구에서도 역시 감염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지만 괴사성 장염에 의한 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4 국내 연구에서도 손 위생과 중심 정맥관 관리를 통

하여 감염에 의한 사망의 감소가 초미숙아의 생존율을 개선시

킨 반면,19,27,28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은 변화가 없었다.19 특

히, KN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관별 초미숙아 생존율 차이

에 기여한 원인 중 하나로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

났는데,13 발생률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괴사성 장염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법의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29 캐나다와 일본의 데이터를 비교한 연구에서17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이 일본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이 전체 생존율 및 주요한 질환 발생률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Neu와 Walker29는 괴사성 장염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장관 영양의 중단을 지양하고, 장기간

의 경험적 항생제 사용을 줄이며, 모유 수유를 통한 예방적 접근

을 제시하였다. 저온 살균된 기증 모유를 이용한 배타적인 모유 

수유가 괴사성 장염의 발생을 감소시켰는데,30 초미숙아에게 모

유 수유를 통한 장관 영양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괴사성 장염이나 감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니더라도 출생 

7일 이후에 사망한 초극소 저체중아에서 혈청 알부민이 유의하

게 낮았는데,25 초미숙아에서도 사망을 예측하는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출생 28일 이후에 일어나는 사망의 주요한 원인은 기관지폐

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이다.1,13,19 생존 한계 근

처의 초미숙아 생존율이 향상될수록 기관지폐이형성증 발생률

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이다.5,8,31 그렇지만 초미숙아에

서도 분만장에서의 적절한 소생술, 즉각적인 폐표면활성제의 사

용, 침습적인 인공 환기보다 비침습적 환기의 적극적 사용, 보다 

적은 부가적인 산소의 공급으로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가 

감소하였으며,2,32-34 이러한 개선된 치료로 초극소미숙아의 기

관지폐이형성증에 의한 사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1 특히, KNN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생존율이 좋은 기관들

에서 심각한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과 기관

지폐이형성증의 발생률이 오히려 더 낮았다.11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통하여 초미숙아는 물론 보다 

성숙한 미숙아들의 예후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의 절

감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다.35-39 그렇지만 심한 기관지폐이

형성증뿐만 아니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한 아기에서 장

기간의 성장과 뇌신경발달의 예후가 불량하였는데,2,4,16,40,41 생

다.2,8,22,23 특히, 1993-2012년 NRN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따르

면, 산전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임신 나이 23-24주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2 또한, 임신 나이 22-24주 초미숙아의 분만에 대한 

산전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28-100%로 기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에 대한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이 높은 기관에서 

임신 나이 25-27주에 출생하는 아기들의 생존율을 포함한 예후

가 좋다고 보고하였다.8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들에 대한 분

만장 내 소생술의 선택적인 편향이 적은 일본 데이터베이스 연

구에서도 임신 나이 22-24주 생존율 향상은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23 2014-2016년사

이 KN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임신 나이 23-24주 초미숙아 

생존율에 대한 기관별 비교에서도 다양한 생존율의 차이는 산전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산전 스테로이드를 

투여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기별 사망 원인과 극복 방안

2000-2011년 NRN에 등록된 적극적인 소생술과 치료를 받은 

임신 나이 23-24주 초미숙아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출생 

28일 이내 발생한 호흡부전이었고, 특히 출생 72시간 이내 발생

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1 KNN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임신 나이 

23-24주 초미숙아의 사망도 출생 7일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

으며, 호흡곤란 증후군, 폐 출혈 및 공기누출 증후군을 포함하

는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었다.13 미국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데이터에 따르면, 출생 체

중 500 g 미만과 500-1,000 g에서의 전체 사망률은 각각 92.1%

와 49.2%였는데, 사망의 78.1%와 39.7%는 생후 첫날에 발생하

였고, 사망의 95.4%와 74.3%는 출생 7일 이내 발생하였다.24 결

국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들에서 출생 7일 이내 사망을 줄이

는 것이 전체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단일기관에서 출생한 임신 나이 23-24주 초미숙아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출생 7일 이내 패혈증과 공기

누출 증후군에 의한 사망이 줄어든 것이 전체 생존율 향상에 기

여하였으며,19 특히 5분 아프가 점수가 출생 후 7일 이내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또한, 임신 나이, 출생 체중, 성별, 

NICU 입실 시 체온과 출생 첫 1시간 이내 base excess로 계산

된 Clinical Risk Index for Babies-II Score가 극소 저체중아에

서 사망을 예측하는 인자로 밝혀진 연구25,26의 결과가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에서도 초기의 사망을 예측하는 인자로 여전히 

유용한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출생 7-28일에 발생하는 사망의 주요한 원인은 감염과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이다.1,13,19 미국의 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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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NICU의 75% 이상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제외한 사

망, 패혈증, 괴사성 장염, 심한 뇌실내 출혈 및 심한 미숙아 망막

증에 대한 2014년 발생률이 2005년의 25사분위보다 낮은 성과

를 거두었다.10 물론, 기관마다 생존율의 차이가 병원의 규모나 

연간 환자수 등에 따른 차이에 의한 가능성도 있으므로,53,54 지역

에 따른 집중화된 치료가 생존 한계 근처에서 출생한 초미숙아

의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55 

마지막으로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의 생존 후 장기 추적관

찰에 대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

적인 상담을 통하여 퇴원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

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결론

임신 나이 24주 이하의 초미숙아에서 적극적인 치료의 여부

는 국가나 기관마다 다양하지만 분만장 내 소생술과 산전 스테

로이드의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

숙아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특히, 출생 초기에 발생하는 호흡

기 및 감염에 의한 사망의 감소가 초미숙아의 생존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임신 나이 23-24주 초미

숙아들의 생존율이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기관마다 분만장 내 소생술을 포함한 호흡기 치료와 감염 관리 

전략을 포함한 최선의 임상적인 치료 전략을 적용하는 질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존 한계 근처의 초미숙아의 생존율의 향상

을 통한 기관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지폐이형

성증 및 심한 뇌실내 출혈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을 통하여 초미숙아의 생존율이나 장기적인 예후

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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