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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of Readmission to Hospital for Pneumonia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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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analyzed the risk factors affecting readmission of children with pneumonia.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pediatric patients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at the Jeonju 
Presbyterian Medical Center from January 2007 to August 2016. We classified patients who were readmitted with pneumonia within 30 days 
of discharge as the readmission group and patients who were admitted with pneumonia for the first time as the first admission group.
Results: Among 158 patients, the study (readmission) group included 82 patients and the control (first admission) group included 76 pati
ents. Age, the percentage of segmented neutrophils and lymphocytes, the number of admissions in the last 12 months, the associated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asthma), and the affection of the right upper lung were analyzed as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However, based 
on a regression analysis, only age and associated diseas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The rate of readmission increased with 
younger age. When there were associated diseases, the rate of readmission also increased.
Conclusions: Young age and associated diseases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for patients with pediatric pneumonia. When 
pediatric patients are admitted with pneumonia, if they are young and/or have associated diseas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reduce the rate of readmission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precise examination, treatment, timing of discharge, and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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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재입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

적 연구
1,3)

 및 소아 천식
4)
,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연구

5)

를 비롯하여 폐렴 환자에 대한 연구
6,7)

 등 활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폐렴은 소아기의 가장 흔한 감염 질환 중 하나로 

소아기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8)
, 소아의 6%가 생후 

첫 2년 동안 최소 1번 이상 감염되는 등
9)
 소아 외래 방문 

및 입원의 주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10)

. 국내에서 2002–

2005년 동안 폐렴으로 인한 입원 빈도는 1,000명당 2.5명

이었고 2002년에 비해 2005년의 폐렴 입원율이 28% 증

가하는 등 폐렴은 국내에서도 소아 입원의 주요 질환 중 

하나이다
11)

. 한 연구에서는 폐렴으로 입원한 소아가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4.5%로 보고하는 등
3)
 폐렴은 

서론 

소아의 재입원은 흔하며, 치료 실패 및 불필요한 입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오늘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

고
1)
 미국에서는 재입원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해마다 1조 

원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다
2)
. 이렇듯 해외에서는 소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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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퇴원 후 재입원하게 되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2)
, 이는 불완전한 치료로 인한 재발성 폐렴이나 치료 

실패에 기인하며
12)

,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여러 위험인

자로 인하여 재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13)

. 또한, 소아 폐렴

의 재입원 시 초입원 시보다 평균 입원비용이 2배 이상 많

다는 보고가 있고
6)
 이로 인해 소아 및 보호자들의 많은 비

용 부담 및 불편이 따르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소아 재입원에 관해서 기관지 천식 환자에 

대한 연구
14)

 및 후기 조산아
15)

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장착 

아동에 대한 연구
16)

가 있었으나 여전히 연구가 부족하고, 

흔한 질환인 소아 폐렴의 재입원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 폐렴의 재입원과 관련된 위

험인자의 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원인을 고찰해보고, 폐렴

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재입원을 감소시켜 합병증을 줄이

고 치료비용을 절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주예수병

원 소아청소년과에 폐렴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미만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에 폐렴으로 재입원한 소아 환자 109명을 연

구군(재입원군)으로, 연구군과 동일 기간 내 폐렴으로 초

회(1회) 입원하여 퇴원한 소아 환자 109명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대조군(초입원군)으로 하고 이들의 자료를 의무기

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혈액 검사 소견

이 누락되었거나 흉부방사선사진상 침윤 소견이 불분명한 

환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최종적으로 82명의 연구군

과 76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폐렴의 

진단은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이 있고, 흉부

방사선사진상 침윤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연령, 초입원 시 입원 기간 

및 병실 인원수, 총 발열기간 및 초입원 후 발열기간, 과거

력상 최근 12개월 내 입원 횟수, 입원 시 첫 혈액검사 소

견으로 혈색소, 적혈구 용적, 총 백혈구 수, 분절형 호중구 

백분율(%), 림프구 백분율(%), 단핵구 백분율(%), 호산구 

백분율(%), 혈소판 수, C-반응단백, 퇴원 시 혈액검사 소견

(초입원 시 혈액검사 항목과 동일), 폐렴 병변 위치, 초입

원 시 폐렴 외 동반 질환 유무, 합병증 유무 등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동반 질환 중 급성 위장염은 수양성 또는 점액성 

설사가 1주일 이상 있으면서 발열, 복통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있거나 대변 검사를 통해 분명한 원인을 확인한 경

우로 하였고, 천식은 폐기능검사 등이 불가능한 어린 연령

의 소아에서 천명음 등의 분명한 임상증상과 함께 호산구 

수, 혈청 면역글로불린E (immunoglobulin E) 및 잦은 세

기관지염의 반복과 가족력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 하였

다. 의무기록을 통해 입원 시 이전 입원 횟수에 대한 기록

을 알 수 있었고, 대조군 환자들이 본원 및 타 병원 등에 

퇴원 후 재입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두 군의 

퇴원 기준은 임상적으로 48시간 이상 발열이 없고 활력징

후가 양호하며 흉부방사선사진상 침윤 소견이 호전될 때

로 동일하였고, 퇴원 시 모두 치료제를 가지고 퇴원하였다.

두 군 간의 각 변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단인자 분석

으로는 t-test 및 chi-square test를 시행했으며, 재입원과 

독립적으로 관련된 위험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다인자 분

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

은 SPSS version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사

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예수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2016-10-045)의 

승인을 받았다.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기간 중 폐렴으로 입원한 전체 환자 4,213명 중 30

일 이내 폐렴으로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약 2.59%였고, 

연구 대상 환자 총 158명 중 연구군(재입원군)은 82명, 대

조군(초입원군)은 76명이었다.

초입원과 재입원 환자군 간의 임상특징을 비교한 t-test 

상, 연령이 재입원과 관련된 위험인자로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P<0.001), 입원 기간 및 입원 시 병실 인원수, 

총 발열기간 및 입원 후 발열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Characteristic
Readmission 
group (n=82)

First admission 
group (n=76)

Pvalue

Age (mo) 28.1 (1–122) 52.4 (1–169) <0.001

Duration of admission (day) 8.0 (2–25) 6.8 (3–15) 0.053

No. of persons per room 3.9 (1–7) 3.6 (1–7) 0.400

Total fever duration (day) 4.4 (0–12) 4.6 (0–12) 0.680

Fever duration after admission (day) 1.3 (0–8) 1.4 (0–7) 0.758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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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실 소견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입원 및 퇴원 시 모두 분절형 호중

구 백분율(49.1% vs. 55.2%, P=0.033; 29.8% vs. 36.7%, 

P=0.005)과 림프구 백분율(38.9% vs. 32.9%, P=0.017; 

56.4% vs. 47.9%, P=0.001)이 재입원과 관련된 위험인자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혈색소, 적혈구 

용적, 총 백혈구 수, 단핵구 백분율(%), 호산구 백분율(%), 

혈소판 수, C-반응단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3. 동반 질환 및 기타 위험인자

재입원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에 대해 시행한 chi-square 

test상 최근 12개월 내 입원 횟수(P=0.014), 초입원 시 폐

렴 외 동반 질환 유무(P<0.001), 우상 폐야에 폐렴 병변이 

있는 경우(P=0.005)가 재입원과 관련된 위험인자로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합병증 유무, 폐렴 병변 중 우중 

폐야, 우하 폐야, 좌상 폐야, 좌중 폐야, 좌하 폐야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반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선천성 심

질환, 다운증후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질환

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호흡기 질환은 재입원군에서 28명

과 초입원군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소화기 질

환은 재입원군에서 10명, 선천성 심질환은 재입원군에서 

10명, 다운증후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재입원군

에서 각각 6명과 2명, 기타 질환은 재입원군에서 5명이 확

인되었다. 재입원군에서 호흡기 질환은 천식, 급성 인두

염, 크룹 순이었다.

재입원과 독립적으로 관련된 위험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보정하여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상 

연령은 증가할수록 재입원율이 낮았고(P=0.004), 입원 시 

폐렴 외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재입원율이 높았다(P<0.001). 

그러나 분절형 호중구 백분율(%), 림프구 백분율(%), 

12개월 내 입원 횟수, 우상 폐야, 우중 폐야, 우하 폐야, 좌

상 폐야, 좌중 폐야, 좌하 폐야에 폐렴 병변이 있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찰
 

본 연구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15세 미만 소아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어린 연령, 입원 시 폐렴 외 질환 동반이 있

는 경우 등이 15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 폐렴의 재입원 위

Table 2. Laboratory Values in Patients of Two Groups

Laboratory test
Readmission
group (n=82)

First admission
group (n=76)

Pvalue

Initial presentation

  Hemoglobin (g/dL) 11.7 (9.1–13.7) 12.0 (8.8–14.9) 0.089

  Hematocrit (%) 35.0 (29.8–40.7) 35.5 (24.8–44.5) 0.233

  WBC (cells/μL) 11,749
(3,800–33,300)

11,034
(3,800–36,500)

0.445

  Segmented neutrophil (%) 49.1 (10–88.5) 55.2 (10.2–88.1) 0.033

  Lymphocyte (%) 38.9 (3.8–74.0) 32.9 (5.4–84.0) 0.017

  Monocyte (%) 10.0 (2.2–31.8) 9.7 (3.3–21.7) 0.705

  Eosinophil (%) 1.5 (0.0–6.2) 1.6 (0.0–12.1) 0.592

  Platelet (103 cells/μL) 326 (176–610) 321 (148–847) 0.800

  CRP (mg/dL) 2.86 (0.06–15.46) 3.04 (0.03–10.47) 0.719

Discharge

  Hemoglobin (g/dL) 11.7 (8.7–13.8) 12.0 (8.7–14.2) 0.168

  Hematocrit (%) 35.4 (29.2–41.3) 35.7 (26.0–42.1) 0.490

  WBC (cells/μL) 8,934
(3,700–18,900)

8,423
(2,800–17,100)

0.418

  Segmented neutrophil (%) 29.8 (11.3–72.5) 36.7 (10.7–84.7) 0.005

  Lymphocyte (%) 56.4 (18.3–76.8) 47.9 (7.9–80.0) 0.001

  Monocyte (%) 9.4 (4.2–19.1) 9.6 (4.8–21.6) 0.702

  Eosinophil (%) 3.7 (0.1–18.2) 5.1 (0.0–22.7) 0.072

  Platelet (103 cells/μL) 412 (122–791) 408 (209–785) 0.848

  CRP (mg/dL) 0.68 (0.01–5.98) 0.70 (0.02–3.85) 0.922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f Risk Factors Independently 
Related to Readmission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0.980 0.967–0.993 0.004

Segmented neutrophil 1.079 0.984–1.183 0.107

Lymphocyte 1.071 0.985–1.165 0.108

Admissions in previous year 1.141 0.744–1.749 0.546

Associated diseases* 6.303 2.424–16.388 <0.001

Affected lung field

  RULF 2.188 0.723–6.625 0.166

  RMLF 0.677 0.262–1.746 0.419

  RLLF 0.604 0.233–1.565 0.299

  LULF 1.016 0.310–3.327 0.979

  LMLF 0.534 0.124–2.293 0.399

  LLLF 0.481 0.185–1.253 0.134

*Respiratory disease, gastrointestinal disease, congenital heart disease, down synd
rome, congenital hypothyroidism, and other diseases.
Abbreviations: RULF, right upper lung field; RMLF, right middle lung field; RLLF, righr 
lower lung filed; LULF, left upper lung field; LMLF, left middle lung field; LLLF, left 
lower lung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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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자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소아의 연령은 폐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예측인자이다
17)

. 급성 하기도 감염은 나이가 어린 소아에서 자주 생기

고 나이가 들수록 감염 빈도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으며
18)

, 

특히 영유아는 면역력이 미숙하여 세균 감염의 빈도가 상

대적으로 높고 기회감염의 가능성도 높으며, 학동기 소아

와 어른들보다 기도가 좁아서 환기 장애가 일어나기 쉽고, 

폐포 표면적이 좁아 확산 장애를 초래하기 쉽다. 또한, 기

도에는 점액샘의 밀도가 높아 염증이 생겼을 때 쉽게 많

은 점액이 분비되는 반면, 기관지 평활근은 양이 적고 미

숙한데, 3세 미만에서 현저하다
8)
. 이런 특성으로 인해 영

유아는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재입원을 많이 하게 되

며,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에서의 폐렴은 퇴원 준비를 평가

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6)
.

소아 폐렴의 재입원에 관하여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연구에서는 1세 미만의 연령과 만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를 폐렴의 재입원 위험인자라 보고하

였고
6)
,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천식의 재입원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서도 세기관

지염, 기관지 천식의 과거력과 함께 4세 이하의 어린 연령

이 천식의 재입원 위험인자라 보고한 바가 있다
14)

.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폐렴의 재입원율이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소아

일수록 폐렴을 치료하면서 퇴원 시기를 결정하는 것 외에

도 퇴원 후 추적 관찰하는 단계까지도 상세한 주의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om 등
19)

의 국내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 재발성 폐렴 환

자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하여 대부분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고, Owayed 등
20)

의 미국 소아 및 Ozdemir 

등
21)

의 터키 소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발성 폐렴의 원인 

중 천식이 상당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n 

등
22)

의 소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재발성 폐렴 환자의 

동반 질환에서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천식

과 세기관지염이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폐렴의 재발은 기

저 및 동반 질환으로 인해 폐 방어기전에 문제가 생겨 발

생할 수 있으며
21)

, 본 연구에서도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

가 재입원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호흡기 질환의 빈도

가 높았으며 그 중 천식, 급성 인두염, 크룹 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폐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료진이 단

순히 폐렴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동반 질환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각 질환에 따른 정확

한 진단적 검사 및 병용 치료, 그리고 퇴원을 결정할 때도 

각각 질환의 관리 및 치료에 안전한 퇴원 기준을 정하고 

외래 추적 관찰을 자세히 하는 등 향후 재입원율을 줄이

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겠다.

해외에서는 폐렴의 재입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 중이다. 그 중 Elemraid 등
23)

의 연구에서는 총 백혈구 

수 및 호중구 수, C-반응단백을 소아 폐렴의 치료에 유용

한 지표로 나타내었고, Li 등
24)

의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높은 호중구 비율이 감염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

되지 않은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본 연

구 결과에서는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재입원율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폐렴에서 폐 내 활성화된 호

중구가 지속되면 염증을 유지시키고 치료를 늦추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25)

 혈액 내 높은 호중구 비율은 패혈증 

같은 전신 염증성 반응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26)

, 앞

으로 혈액검사 결과와 재입원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흉부방사선사진은 폐렴을 정확히 진단할 때 필요한 

검사이고
17)

, 여러 연구자들이 폐렴의 영상의학적 예후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폐렴 

병소 위치에 따른 재입원율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폐렴으로 입원한 소아에서 중증도를 예측할 때 

흉부방사선사진의 유용함을 주장하는 연구 등
27)

 폐렴 병

소 위치와 재입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추후 자세한 연

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그 외 Neuman 등
6)
은 1세 이하의 연령과 함께 입원일 

및 최근 1년간 입원 횟수가 증가할수록 폐렴의 재입원율

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Capelastegui 등
28)

은 첫 치료 실패

와 더불어 퇴원 시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재입원의 예측인

자임을 언급했으며, Tang 등
29)

은 연령과 더불어 1년간 응

급실 및 외래를 자주 방문할수록 폐렴의 재입원과 연관성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동반 질환

에서는 재입원군과 초입원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그리고 입원일 및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등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력징후 및 응급

실과 외래 방문 수 등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들

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조사 및 다기관 연구를 진

행한다면 향후 폐렴의 재입원 위험인자에 대해 더 확실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 병원에서 적은 수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이며, 후향적 연구로서 의무기록에 의존하

였고, 소수의 위험인자만을 조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위험인자들을 포함한 큰 규모의 

다기관 연구가 전향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아 폐렴의 재입

원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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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폐렴의 재입원 위험인자로 환

자의 낮은 연령, 폐렴 외 동반 질환 등이 유의하였다. 따라

서 소아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연령을 파악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다른 동반 질환 및 합병증 등이 없는지, 

그리고 혈액검사 소견과 흉부사진상 병소 위치 확인 및 

활력징후 등에 더 주의해야 할 것이며, 다른 질환을 동반

한 환자에게서는 정확한 진단적 검사 및 병용 치료, 그리

고 퇴원을 결정할 때도 각각 질환의 관리 및 치료에 안전

한 퇴원 기준을 정하고 외래 추적 관찰을 자세히 하는 등 

퇴원 시기와 추적 관찰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재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나아가 치료효과를 높이

고 합병증 및 다른 감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재입

원율을 감소시키고, 전체적인 입원비용 절감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질적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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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아 폐렴 환자에서 재입원의 분석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주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폐렴으로 입원한 소아를 대상으

로, 퇴원 후 30일 이내에 폐렴으로 재입원한 환자(재입원군)와 초회 입원한 환자(초입원군)로 나누어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158명 중 연구군(재입원군)은 82명, 대조군(초입원군)은 76명이었다. 연령, 분절형 호중구 및 림

프구 백분율, 12개월 내 입원 횟수, 동반 질환(천식 등 호흡기 질환), 우상 폐야의 병변이 재입원의 위

험인자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상 연령과 동반 질환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재입원율은 연

령이 낮고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높았다. 

결론: 소아 폐렴의 재입원 위험인자로 환자의 어린 연령과 동반 질환이 유의하였다. 소아 환자가 폐렴

으로 입원했을 때 연령이 낮고 동반 질환이 있다면 더 정확한 검사와 치료, 퇴원 시기 결정, 외래 추적 

관찰 등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재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