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e Korean Neonatal Network (KNN), which is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currently has more than 100 staff and researchers from >70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ationwide in Korea. More than 85% to 90% of the population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in Korea are registered yearly, and more than half are followed up for 

up to 3 years at the KNN. A total of >19,000 cases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a strict data quality management process of the KNN. Based on this, >100 research 

projects have been proposed, >70 peer-reviewed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leading international journals, and the cornerstone of the quality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launched. In addition, we recently expanded the number of 

subjects for registration to very premature infants <32 weeks of age and continue 

to provide essential evidence data for establishing national health policies, such as 

linking with government policy project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preterm infants. In such manner, the KNN is confident to be successfully and actively 

moving toward reaching the ultimate goal of standardizing neonatal intensive care 

and management of preterm infants in Korea by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national 

health policy establishment along with quality improvement through evidence-

based interact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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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가 2013년 4월 15일 공식 출범된 

후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Figure 1)1,2).

미숙아 중 가장 취약한 출생체중 1.5 k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I)를 돌보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각 병원에 입원하는 이들 소수의 데

이터만으로는 국내 전체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따라서 전국적인 치료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

움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신생아학회가 주축이 되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 

하에 전국의 신생아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 병원의 VLBWI를 등록하는 KNN 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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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되었다1-3). KNN 활동은 단순히 데이터 등록을 넘어, 교육 및 

모니터 활동을 수반하고4),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서로의 치료 성

적을 비교 분석하고5), 자유롭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빅 데이터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국내외 교류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 질 향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숙아 치료성적의 국내 현황 파

악6)은 물론, 국내에서는 불모지로 여겨졌던 퇴원 후 미숙아 장기추

적7) 시스템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정부 

보건정책과의 연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KNN의 경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아울러 향후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KNN 설립 배경과 과정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라는 중대

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 결혼 연

령이 늦어짐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0년 29.03세이던 산모의 출산

연령은 2021년 33.36세로 증가하여 임산부의 고령화가8)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이에 출생체중 2,500 g 미만의 저체중출생아의 수는 

1993년에 18,532명으로 총 출생아의 2.6%였던 데에 비하여 2021

년에는 18,667명으로 총 출생아 중 7.2%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세 

배가량 늘어났다9). 이 중에서도 훨씬 미숙한 출생체중 1,500 g 미

만의 VLBWI는 1993년도에는 929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도 현재 

2,043명으로 수적으로는 220%가 증가하였고, 전체 총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에서 0.8%로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한편 KNN 설립을 계획할 무렵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생아집중치

료술의 발달로 고위험신생아 특히 VLBWI의 생존율이 국내에서도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이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대비하여 낮았고

8) 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별로 VLBWI 생존율이 각각 다르고10) 

또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과 같은 주요 합병증 발생빈도도 병원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11).

미숙아 치료에서 있어서 신생아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미

숙아의 출생체중이 점점 감소함으로써 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

성폐질환, 뇌실내출혈, 혹은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등 여러 합병증과 

함께, 생존하여 퇴원한 뒤에도 재입원과 호흡기 질환의 증가, 뇌성마

비 및 인지신경발달 지연 등의 장기 신경발달관련 합병증 발생을 파

악하고 이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매우 필요

하고 중요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숙아에서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여서 예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고위험 

환자인 VLBWI의 빈도가 총 출생 신생아의 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들 환자들에 대한 집중 치료 기술을 향상시키

고 궁극적으로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기에 충

분한 대상 환자 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즉, 고위

험신생아의 임상 양상 및 개별 질환에 대하여 개별 병원에서의 단일 

기관 연구나, 몇 개의 병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소규모의 다기관 연

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이들 결과만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일부 병

원들 및 그 지역 병원들만의 사정을 반영할 뿐, 우리나라 국내 전체 

고위험신생아들의 인구통계 기반의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위험신생아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전국 규

모의 다기관 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 국외 신생아네트워크처럼 우리나라에서

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고위험신생아 네트워크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KNN의 설립이 준

비되었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오송 방문(김기

수, 박원순)을 시작으로 과제 신설을 위한 회동 협의(배종우, 김기수, 

박원순, 김창렬, 전병률, 조명찬, 박현영), KNN 전신인 신생아 연구 

네트워크 TFT 발족(위원장 박원순, 위원 김애란, 박문성, 신종범, 최

Figure 1. Korean Neonatal Network 10th anniversary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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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박은애, 김소영, 장윤실, 심재원, 김이경, 이병섭, 이장훈, 이순

민, 안소윤)이 바탕이 되었다. 이에 2013년 4월 15일 대한신생아학

회 주도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국내 극소저

체중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이라는 학술 

연구 용역 사업으로 KNN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2). 

KNN의 목표 

KNN 설립과 운영은 KNN을 통해 극소 미숙아를 비롯한 고위험

신생아의 전국적인 인구통계 기반 국가 보건 통계 자료를 생산함으

로써 이들의 치료 및 관리 기술을 표준화, 선진화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반 마련을 일차 목표로 두었다. 이를 토대로 참

여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기반 대화형 도구를 적극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각 기관별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형 새로운 신생아 진

료지침 개발을 통한 신생아집중치료술 향상을 도모함을 상위 목표

로 두었다, 또한 신생아학 발전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고위험신생아 관련 국가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근거 중심 신생아학의 발전과 미숙아의 건강한 생존 향

상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국내의 건강하고도 유효한 경제인구의 증

가를 그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1,2).

KNN의 조직 구성

국내외 주요 코호트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 조직도를 참고하고, 해

외 신생아 연구 네트워크 벤치마킹 결과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되

는 연구 관련 소위원회 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다

(Figure 2).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KNN을 운영하는 

KNN 실행위원회는 KNN 실행 조직과 운영, KNN 연구의 기본설

계 및 수행 방안 결정, 연구 계획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

결, 소위의 의결사항 검토 및 최종 승인, 기타 타 소위에서 다루지 못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결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는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역학자, 통계학

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KNN의 과학적 합리성과 효

율성을 위해 실행위원회에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참여 병원의 

주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로 구성된 PI 위원회가 있어 

각 기관의 연구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실행위원회(위원장 장윤실)는 KNN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

다. 단기지표 및 장기추적 입력항목을 구성하고 입력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여 제시하는 단기지표소위(소위원장 이진아, 간사 이주영)와 

장기추적소위(김이경, 이순민), 연구자 교육 및 행사를 주관하는 교

Figure 2. Operational structure of Korean Neonatal Network (KNN) (at current 
time of Febr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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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소위(조희승, 전가원), 입력 자료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data 

management, 모니터링을 주관하는 데이터관리소위(심재원, 안소

윤), KNN 자료 활용 연구의 출판윤리규정과 심의과정을 담당하는 

출판윤리소위(이장훈, 조혜정), 질 향상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질 향상 소위(최창원, 정영화), 국가 공공자료와 KNN 자료의 연계

를 추진하는 자료연계소위(임재우, 정성훈), 해외네트워크와의 소통

을 주관하는 국제협력소위(조수진, 윤영아), KNN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홈페이지 소위(이병섭, 오문연)가 조직되어 운영되

고 있다. 

KNN 참여 병원 

KNN에 참여하는 기관은 2013년 43개 기관을 시작으로 해마

다 참여 기관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현재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등록 기준 77개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12). 이는 우리나

라 전체 신생아집중치료실 중 약 80%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

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대규모 레지스트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KN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KNN 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이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웹 기반 임상연구

관리시스템인 iCReaT의 연구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

며 IRB에 KNN 연구 진행의 승인 및 정기적인 중간 연구 보고 절차

를 거쳐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KNN 연구자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

다1,2,4). 

2023년 1월 현재 KNN 참여 병원은 다음과 같다12).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

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

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

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병

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성애

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대

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대전을지대학

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이화여대부

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

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

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조선대

학교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

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

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한양대학

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KNN 등록 대상 및 수집 항목

2013년부터 2021년까지 KNN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미만 VLBWI로 그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생후 28일 이내에 타병원으로부터 전원 되어 입원

한 경우로 하였다2).

보통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신생아인 극소미숙아란 임신

나이 32주 미만(임신 8개월 미만)인 경우이며 이들 대부분이 출생체

중이 1,500 g 미만이긴 하나 일부 출생체중 1,500 g이 넘는 극소미

숙아가 존재한다. KNN 선정 기준이 출생체중만으로 단일화되어 임

신나이 대비 체중이 작은 부당경량아의 등록 비중이 늘어나는 단점

이 존재해 오게 되고 사망률과 유병률이 여전히 높은 31주 미만의 극

소미숙아 일부가 KNN 사각지대로 데이터 수집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22년 출

생아부터 KNN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미만 또는 임신나이 32주 미만의 미숙아로 그 병

원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생후 28일 이내에 타병원으로부터 전원 되

어 입원한 경우로 확대하여 수집하게 되었다. 

수집 항목으로는 신생아중환자실 재원 동안의 임상자료 약 128개

의 항목이 수집되고 있으며 교정 18–24개월 약 70여개, 만 3세의 발

달 정보 약 72개의 항목을 수집하여 단기적인 임상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발달에 대한 국가적 건강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KNN 자료의 등록 현황

1. 자료 등록 구조 및 시스템

자료의 등록은 각 병원 IRB를 통과한 동의서를 통한 보호자 동의

를 득한 후에 질병관리청의 웹 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인 iCReaT 

플랫폼을4) 이용하여 eCRF에 입력하는 전향적 코호트의 형태로 진

행된다. 따라서 KNN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웹 기반으로 

자료 상시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과 동시에 각각의 원데이터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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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대상자 개인 식별정보가 모두 디코딩된 채 질병관리청 서버

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6).

2. 인구 통계 기반 데이터 등록

2021년 통계청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체중 1,500 g 미만

의 VLBWI는 2,043명이었고 이 중 KNN에 등록된 대상자(type 1)

는 1,803명이었다9). 이는 통계청의 VLBWI 수의 88.3%를 KNN에

서 등록함을 알 수 있다(Figure 3). 더불어 동의 거부, 등록 누락 등의 

사유로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133명으로 이들의 기초 정보(출생

일, 퇴원일, 체중, 임신나이, 성별, 생존여부 등)를 파악하여 합친 연

구대상자(type 2)는 총 1,936명으로 통계청 VLBWI 수 대비 94.8%

를 차지하는 전국 인구 기반 통계를 대표하는 국가적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였다(Figure 3).

3. 연도별 생존율

전국 VLBWI의 70% 이상을 등록하기 시작한 2014년 생존율

(type 1)은 84.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출생아 기준으로는 

89.9%를 보이고 있으며(Figure 4), 임신기간 26주대의 미숙아의 생

존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7).

4. 연도별 장기 추적률

KNN의 follow-up (FU) 추적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2019년 

출생아 기준 교정 18–24개월 FU1 추적률은 78.6%, 2018년 출생아 

기준 만 3세의 FU2의 추적률은 63.3%를 보이고 있다(Figure 5). 이

러한 장기 추적 데이터의 축적은 국내 인구통계 기반의 VLBWI에 대

한 장기 신경 발달 결과가 체계적으로 구축, 발표7,13)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과의 연계14), 미숙아 통계

관리체계 구축 모색15) 등 정부 차원의 미숙아 장기 추적 관리의 중요

한 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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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nd analysis of survival rates from 2013 to 2021. 
K-STAT: The number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VLBWIs) 
with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n Neonatal 
Network (KNN) type 1: The number of VLBWIs registered with 
the KNN; KNN type 2: The number of VLBWIs registered and 
unregistered with the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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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end analysis of survival rates from 2013 to 2021. K-STAT: The number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VLBWIs) with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n Neonatal 
Network (KNN) type 1: The number of VLBWIs registered with the KNN; KNN type 2: The 
number of VLBWIs registered and unregistered with the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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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end analysis of follow-up (FU) rate from 2013 to 2019. 
FU1: 18 to 24 months of corrected age; FU2: 3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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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자료의 질 관리 시스템

1. 자료 질 관리 체계 운영

KNN에서는 자료 수집의 양적인 부분과 더불어 질적인 정확

성을 위하여 엄격한 data validation 및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진

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4). eCRF 입력

과 동시에 프로그래밍이 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따라 입력 오류 발

견 시 warning, error sign, system query가 자동으로 발행되어 

데이터의 누락과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data 

management 팀에서는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매뉴얼 질의를 

발행하여 최종 자료 검증을 거친다4).

KNN 방문 모니터 팀은 신생아전문의 1인과 모니터 요원 1인으

로 조직되어 연 1회 KNN 모든 참여 병원에 방문하여 IRB 서류 등 

연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근거 문서와 입력자료를 대조하여 자료

의 질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COVID-19

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모니터 요원 단독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

고 있다.

2. KNN 교육 진행 현황

등록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구자 교

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현재까지 30여 회 이상 PI 및 자

문위원회, 세미나, 연구논문 워크샵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Figure 6). PI 및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최소 연 1회 개최를 통해 주

요 공지사항을 알리고 입력 항목 가이드를 교육하고 과제 관련 피드

백을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 세미나, 연구

논문 워크샵, KNN 부스 설치를 통해 KNN 참여연구자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NN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 공지사항 및 활동 내용을 알리고 있다. 

KNN 자료의 활용 현황

1. 수집 자료의 활용

엄격한 질 점검 과정을 거쳐 정제된 자료는 임신나이별, 출생체중

별로 분석한 KNN 연차보고서를 매해 발행하고 있다. 또한 iCReaT 

추출한 입력 자료의 실시간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임신나이, 출생체

Figure 6. Momentous occasion of Korean Neonat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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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Neonatal Network (KNN) 
data utiliz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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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보정한 오즈비 자료의 홈페이지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각 병

원 연구진에게 질환별 객관적 임상자료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질 지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5).

이렇게 수집된 대규모 KNN 자료를 활용한 유수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KNN 자료 활용 연구는 149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76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고(Figure 7) 이 중 71건은 Science 

Citation Index (SCI) 논문으로 게재 발표되었다. 이들의 평균 

Impact Factor는 약 4.8점이었다. 더불어 여러 국내외 학술대회 등

에서도 KNN 자료의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서버 내에서 구동되는 KNN 홈페이지의 회원용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iCReaT 데이터

가 연동되어 각 입력 항목마다 최적화된 그래프로 구현되고 있다. 이

를 이용하면 가장 최신의 VLBWI 치료 경향과 예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평균과 각 개별 병원별 실시간 파악이 가

능하며, 대부분의 입력항목들에서 연도별, 임신나이별, 출생체중별 

범주 지정이 가능하여 연도별로 변화되는 전국 및 개별 병원의 자료 

누적 경향 파악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병원별 자료는 해당 병원 

접속 시에만 공개되고 타 병원 및 타인에의 노출은 철저하게 차단, 

관리되고 있다5).

2. Korean neonatal Risk Index for Mortality 스코어 개발

수집된 KNN 자료의 분석연구를 통하여 Korean neonatal Risk 

Index for Mortality (KRIM) score를 개발하게 되었다. KNN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VLBWI의 출생 후 생존 확률을 예측할 수 있

는 한국 고유의 사망 중증도 예측을 위한 점수 기반의 척도로써 개발

되었다. 사망의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신생아를 빨리 찾아내고, 조기 

집중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효율적

이면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증도 예측 시스템이며 

임신나이, 출생체중, 성별, 5분 아프가점수, 산전 스테로이드 여부, 

출생 시 체온을 점수화하여 계산된다. KNN 홈페이지에서 KRIM 

score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KNN quality improvement 

정제된 KNN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질 향상 무대 운동장인 quality 

improvement (QI) 활동을 상시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KNN 질 향상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

행하고 있다. 먼저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QI 수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구체화된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QI 실행지표를 기록할 수 있

는 주제별 eCRF를 구축하였다. 현재 KNN QI 파일럿 프로젝트의 

주제는 인공환기기치료, 감염관리, 입실 시 첫 체온향상, 모유 수유

율 향상이라는 총 4가지 주제로 5개의 기관이 QI 활동 및 eCRF 입

력 중이며 QI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렇게 축적된 QI 자료의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KNN 홈페이지 QI 섹션을 구축하여 활발히 정보 공유를 

하고 새로운 QI 주제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QI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즉, KNN은 신생아중환자실 QI 활동 무대 운동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다기관 임상시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해외 신생아 네트워크와의 협력

해외 신생아 네트워크 중 대표적인 International Network for 

Evaluation of Outcomes (iNEO)16), Asian Neonatal Network 

Collaboration (Asian Neo)에서 전국 80% 이상의 VLBWI를 등록

하고 있는 KNN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따라서 KNN에

서는 신중히 다각도로 가입을 검토 중이며 이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미숙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 하에 진행 중인 KNN은 타 국

가 정책 연구와도 활발한 협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건

복지부의 미숙아 지원 확대 및 지속 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이은 미숙

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이 있다14). 해당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의 데이터는 KNN 

자료와 연계 자료를 구축하여 현재 축적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건강

보험공단, 통계청 등 타 국가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위하여 관계 부처

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15). 향후에도 국가 정책연구 및 정책 

제언, 국가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결론 

이러한 KNN의 설립과 발전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 대한신생아학회 모든 회원들의 노력, 전 현직 KNN 실행위원

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일선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KNN 참여 병원 연구자들과 KNN의 실제적

인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루어졌

다. 이런 노력과 헌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KNN이 10주년을 맞

이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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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계속하여 질 높은 데이터 관리와 등록을 지속하고, 질 향상 

무대 운동장인 QI 플랫폼을 상시화하고 활성화하여, 한국형 신생아

집중치료술 향상을 주도하며, 고위험신생아 관련 다양한 학술 사업 

연계 및 국내외 다기관 신생아 임상시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네트

워크와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한국형 신생아집중

치료술의 근거 기반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국가 보건 정

책 수립과의 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고위험신생아의 건강한 생존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임으로

써 유효 경제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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