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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the clinical outcome of infants who
underwent tracheostomy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of a single
center in Korea during 16 year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33 patients who underwent
tracheostomy in NICU of Samsung Medical Center between January, 1997 and
December, 2013. We collected data on timing, indications, clinical outcomes, and
complications of tracheostomy in the study patients. We also compared these
variables with those in another single center study (study A) recently showing the
outcome of infants who underwent tracheostomy in a NICU of USA during 10 years.
Results: The median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of the study patients were 35
weeks, and 3,200 g, respectively. Gestational age of the study patients was greater
than that of study A (35 weeks vs. 27 weeks). The most common indication for
tracheostomy was airway disease (69.7%) in our study. Bronchopulmonary dysplasia
(9%) was less frequent indication for tracheostomy in our study when compared
with in the study A (41%). Granuloma formation wa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of tracheostomy (48%) and decannulation was accomplished in nine patients
(27.3%). Although the mortality rate was 12.1%, no patient died from tracheostomyrelated complications.
Conclusion: Main causes of tracheostomy in our NICU are airway problems and
neuromuscular diseases rather than bronchopulmonary dysplasia itself. For better
clarification of clinical courses and outcomes related to tracheostomy performed in
NICU in Korea, further study in a larger population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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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관 절개술은 기저 질환 및 후천적인 기도 폐쇄에 의하여 장기간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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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술이다. 과거, 감염에 의한 급성

시행 원인과 치료 성적, 시술에 따른 합병증을 분석해보고, 그 효

상기도 폐쇄성 감염 환자의 생존 유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

용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었던 기관 절개술은 감염 관리 및 경구 기관 삽관법의 발달과 함께
그 시행 빈도가 감소하였다1). 최근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의료 기술
의 발달 및 감염 관리 사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 폐질환 환

대상 및 방법

자에 대한 기계 호흡 치료법의 발달과 신경 질환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연관하여 오랜 기간 인공 호흡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

1. 연구 대상

나는 추세이다 .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1997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7년의 대상 기간

의 경우에 기도의 이상 및 신경계 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장기간 인

동안 삼성 서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총 10,947

공 호흡이 필요한 환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의 여러 의료 기

명이었으며, 이 중 0.3% 에 해당하는 33명의 환자가 여러 가지 기

관에서는 기관 절개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환자군 또한 점차 늘어

저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본 연구에서

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시술 과정이 매우 침습적이고 장기

는, 삼성 서울 병원에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총 33명의 환자

간 인공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 또한 포함하고 있어

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원에서 출생한 환자와 타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5). 기존의 연구에서

출생하여 본원으로 치료를 위해 전원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해외 다수의 연구 기관들은 소아 환자의 기관 절개술의 원인과 예

본 연구는 삼성 서울 병원의 IRB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IRB File

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신생아 중환

No. 2014-05-024).

2,3)

4)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 절개술의 효과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

2. 연구 방법

. 국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33명의 전자 차트를 후향적으로 분

에서도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절개술의 원인과 예후에 대한

석하였다. 해당 환자들의 임신 나이, 출생 체중, 입원 당시 연령, 성

보고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 신생아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을 분석하였으며, 본원에서 기관 절개술을 시행할 당시 환자군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생아 환자 군에

의 중간 연령 및 체중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Table 1). 또한,

대한 호흡기 치료법의 발달과 생존율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 중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 질환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를 통해 기관 절개술의 시행 원인을 질환별로 분류하여 그 빈도

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환자 군의

를 파악해 보았다(Table 2). 이러한 데이터를 최근 2 년간 모집단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Table 2. Causes of Tracheostomy

고, 보다 나은 호흡기 관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4-6)

7)

SMC NICU
(n=33)
Mean gestational age, week (min-max) 35 (26-41)
Mean age at admission, day (min-max)
Male, n (%)

0 (0-1253)

Overman,
et al.8)
(n=165)

Cause

27 (22-43)

Airway disease

1 (0-851)

Overman,
et al.8)
(n=165)

14 (42.4)

54 (32.7)

6 (18.2)

26 (15.7)

87 (57.6)

Upper airway obstruction, n (%)
(e.g. Neck mass, Choanal atresia,
Cystic lymphangioma, Agnathia)

64 (42.4)

19 (57.5)

89 (53.9)

<1,000 g

2 (6.1)

>1,000 g

31 (93.9)

Mean birth weight, gram (min-max)

Subglottic stenosis, n (%)

SMC NICU
(n=33)

Laryngomalacia, n (%)

2 (6.0)

9 (5.5)

1,000 g-2,000 g

1 (3.0)

N/A

Tracheobronchomalacia, n (%)

1 (3.0)

23 (13.9)

2,000 g-3,000 g

3 (9.1)

N/A

Parenchymal disease

28 (84.8)

N/A

Severe BPD, n (%)

3 (9.0)

96 (58.2)

>3,000 g
Mean weight at tracheostomy, gram
(min-max)

5.2 (1.9-10.8) 3.4 (0.8-11.8)

Neurologic diseases
5 (15.2)

36 (21.8)

Mean postnatal age before
tracheostomy, days (min-max)

112 (1-451)

Congenital central hypoventilation
syndrome, n (%)
Neuromuscular disease, n (%)

2 (6.0)

8 (4.8)

94 (1-591)

Abbreviations: SMC, samsung medical center;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AO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N/A, not
applicable.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SMC, samsung
medical center;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AO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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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Table 1).

의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
은 환자군의 임상적 경과와 예후를 분석하였으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합병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Tables 3, 4).

2. 시행 원인
전체 33명의 환자 중에서 23명(69.7%)이 기도 문제에 의해 기
관 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며, 7명(21%)이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기
관 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 의해 기관

결과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3명(9%)이었다. 기도 문제에 의해 기
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성문하 협착에 의해 시행 받은 환

1. 기본 임상적 특징

자가 14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 종괴나 후비공 폐쇄,

전체 33명의 환자의 중간 나이는 3.2개월로, 남자는 19명(57.5

낭종성 임파관종과 같은 상기도의 폐쇄 질환으로 기관 절개술을

%), 여자는 14명(42.5%)이었다. 전체 환자군 가운데 응급으로 시

시행 받은 환자는 총 6명(18.2%) 이었다. 후두 연화증 및 기도 연

술을 시행한 환자는 없었으며, 33명 전원이 계획하에 기관 절개술

화증을 원인 질환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각각 2명

을 시행 받았다. 이중 3명의 환자(9.1%)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기관

(6%)과 1명(3%) 이었다. 신경계 질환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

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며, 3명 모두 성문하 협착을 적응증으로 시

은 환자는 총 7명(21%) 으로, 이 중 5명(15.2%)의 환자가 중추성

행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Overman 등 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호흡 부전에 의하여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며, 2명(6%)의 환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신 나이는 높게 나타났음을 확

자가 신경근육 약화 질환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나

인할 수 있었으며(35주 vs. 27주), 출생 체중(3.2 kg vs. 2.6 kg) 및

타났다. 한편, 전체 환자군 가운데 3명(9%) 의 환자가 중증 기관지

기관 절개술 당시의 체중(5.2 kg vs. 3.4 kg), 기관 절개술 시행까지

폐이형성증을 포함하는 폐 실질 질환을 원인 질환으로 기관 절개

의 일수(112일 vs. 94일) 등도 참고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

술을 시행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Overman 등8)의 논문 결과의 경

8)

우 총 58.2%에 해당하는 96명의 환자가 중증 기관지 폐이형성증

Table 3. Clinical Course of Tracheostomy
Outcome

Total (n=33)

Discharge with T-cannular, n (%)

14 (42.4)

Decannulation, n (%)

9 (27.3)

Follow up loss, n (%)

5 (15.2)

Expire, n (%)

4 (12.1)

Transfer to other hospital, n (%)

1 (3.0)

을 포함한 폐 실질 질환을 원인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것으
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폐 실질 질환 환자군의
빈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의 분포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2).

3. 시술후 경과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에서 23명의 환자(69.7%) 들이

Table 4. Characteristics of Decannulated Patients
Cause of tracheostomy

Total (n=9)

Subglottic stenosis, n (%)

4 (44.4)

Upper airway obstruction, n (%)

1 (11.1)

퇴원 후 건강하게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었으며, 이중 9명의 환
자에게서는 성공적으로 발관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나, 기관 절개술과 연관 없이 모두 원질환의 진행에 의
해 사망한 환자였다. 6명의 환자는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에 이탈

(Ex. Cystic lymphangioma)
Congenital central hypoventilation syndrome, n (%)

1 (11.1)

되었으며, 이중 1명의 환자는 연고지 문제로 타원으로 전원 되었

Congenital laryngomalacia, n (%)

1 (11.1)

다(Table 3).

Pierre-Robin Syndrome, n (%)

1 (11.1)

한편, 성공적으로 발관이 이루어진 환자군을 분석해 보면 다음

Severe bronchopulmonary dysplasia, n (%)

1 (11.1)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발관이 이루어진 총 9명의 환자 가운데,

Mean postnatal age before Tracheostomy
0-1 month, n (%)

2 (22.2)

>3 months, n (%)

4 (44.4)

>2 years, n (%)

3 (33.3)

4명(44.4%) 의 환자는 성문하 협착을 원인 질환으로 기관 절개술
을 시행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상기도 폐쇄, 선천성 중추
성 저환기 증후군, 선천성 후두연화증, 피에르-로빈 증후군에 의
한 환자 중 각각 1명씩의 환자에게서 성공적으로 발관이 이루어졌

Duration of T-cannular indwelling
0-6 months, n (%)

2 (22.2)

다. 또한, 중증 기관지 폐이형성증을 원인 질환으로 하여 기관 절

>6 mon ths, n (%)

4 (44.4)

개술을 시행 받은 총 3명의 환자 가운데 1명의 환자에게 발관이 이

>2 years, n (%)

3 (33.3)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절개술을 시행일로부터 발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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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흔한 합병증은 육아종증 이었으며, 감염과 우발적 발관, 출혈과

Table 5. Complication of Tracheostomy
Total
(n=33)

같은 합병증이 뒤를 이었다. 기관 절개술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에

Granulation, n (%)

16 (48.5)

수 있었다. 또한, 기관 절개술 시행 후에 캐뉼라의 관리와 관련된

Infection, n (%)

8 (24.2)

Accidental decannulation, n (%)

5 (15.2)

합병증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절개술 시행 이후 의료

Bleeding, n (%)

1 (6.0)

Tracheal spasm, n (%)

1 (3.0)

Supraglottic edema, n (%)

1 (3.0)

되는 환자의 경우에 캐뉼라 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을

Pneumothorax, n (%)

1 (3.0)

알 수 있다16-19). 신생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

Complication

지장을 줄 만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병 빈도는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진이나 보호자, 간병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
는 결과라고 생각된다13-15).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게

내에 보고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주제의 연구 결과와 비
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을 분석해보면, 6개월 미만이 2명(22.2%), 6

교하였을 때, 시술의 적응증 및 합병증의 종류와 빈도는 결과적으

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이 4명(44.4%) 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2,13,20,21). 본 연구 결과 중 흥

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발관이 이루어진 환자는 3명(33.3%) 이었다

미로웠던 점은, 외국의 참고 데이터와 비교 하였을 때, 중증 기관

(Table 4).

지 폐 이형증을 포함한 폐 실질 질환에 의하여 기관 절개술을 시행
한 환자의 수가 유의하게 적었다는 것이었다8,12,15,22). 최근 국외의

4. 시술 관련 합병증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포함한 심한

기관 절개술의 합병증 중에서 기도에 발생한 육아종이 16명

기저 폐 질환을 원인으로 장기간 인공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48%) 으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기관 절개술 시행 후 발생한

에 효용 대비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관절개술의 시행

감염증이 8명(24%) 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발적 발관이 5명(15%)

을 권장하는 문헌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의 환자에게서 발생하였다. 그 외 기관 절개술 시행 부위의 출혈,

있었다2,3,11,13,21). 현재 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많은 수의 환

기도 연축, 성문상 후두 부종, 기흉이 각각 1명의 환자에게서 발생

자가 중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아

하였다(Table 5).

왔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본 병원에서 중
등도 이상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진단 받고 퇴원한 환자수는
874명으로 연간 약 67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중등도 이상의 기관

고찰

지 폐 이형성증을 적응증으로 하여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
는 3명 뿐이었다. 이는 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치료 방침상 적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로 기도의 해부학적인 이상 혹은 신경학

절한 인공 호흡기 치료를 충분히 시행 후 기관 절개술 시행 없이

적 원인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장기간 기계 호흡이 필요한

완치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점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 하였다. 또

환자의 경우에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 실

한 외국에 비해 국내 정서상 침습적인 시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질 질환의 경우에 조기에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신생

기간 동안 적절한 인공 호흡 치료를 시행하여 기관 절개술 시행 없

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관 절개술에 대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

이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법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번 보고와

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Overman 등 의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기관 절개술의 조기 시행이 환자

시행 원인의 차이가 보이는 것에 대해 두 연구의 대상군의 임신 나

들의 경과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

이의 차이가 많아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기관 절개술을 시행 받은 33명의 환자 중 14명이 캐뉼라를 가진
채로 건강하게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었으며, 9명의 환자에게
예정된 발관이 진행 되었다. 4명의 환자가 입원 기간 중 사망했으
며, 4명 전원이 기저 질환의 진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기관 절개
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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