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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racheostomy lead to persistent bacterial colonization of the 
respiratory tract. Surgical site infection and restenosis by the pathogenic bacteria is the most 
fatal complication after open airway surge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lture re-
sults of larynx and tracheostoma in patients with tracheostomy and the preoperative, intraop-
erative culture results in patients underwent open airway surgery.
Materials and Method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on 18 patients who underwent 
culture between 2017 and 2019.
Results  Pseudomonas or antibiotic resistance bacteria were identified in 11 patients out of 18 
patients (61.1%); Ceftriaxone-resistant Streptococcus (38.9%), Pseudomonas (33.3%), Methi-
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16.7%), extended-spectrum β-lactamases (ESBL) pro-
ducing Klebsiella pneumoniae (11.1%). Among 18 patients, 6 patients showed the different 
culture result between larynx and tracheostoma. In 4 out of 10 patients who underwent open 
airway surgery, the bacteria were not identified before surgery, but the bacteria were isolated in 
the intraoperative culture. In one patient, the bacteria detected intraoperatively were different 
from those detected before surgery.
Conclusion  Preoperative respiratory tract culture and usage of perioperative antibiotics accord-
ing to the culture are necessary. It is crucial to verify the bacterial culture in both tracheostoma 
and larynx. And it should be performed immediately before open airway surgery.

Keywords   Subglottic stenosis; Tracheostomy; Bacterial culture test;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Prophylactic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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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치료가 실패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후두 기관협착에서 기도 재건을 위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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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도재건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아들은 대부분 이전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기관절

개공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절개술 이후에는 

균이 점액섬모청소기전(mucociliary clearance mechanism)

을 포함한 상기도의 방어체계를 우회하며 기관절개관 자체

가 균 집락화의 병소가 된다는 점에서 감염에 취약해진다[1]. 

이러한 점은 개방적 기도수술 이후 병원균에 의해 수술 부위 

감염과 재협착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이 된다[2,3]. 치명적인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며 항생제 선택을 위해서 상재

하는 균에 대한 동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기간 기관절

개관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의 기도에 상재하는 균에 대한 연

구가 드물고, 특히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방

적 기도재건술에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의 대상이 되는 균

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첫 번째로 

장기간 기관절개공을 유지한 환아들에서 동정 위치에 따른 

집락 미생물군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두 번째로 개방적 기도재건술을 시행한 환아에서 후두

와 기관절개공에서 시행한 균 동정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또

한 균 동정 시점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번호: 1907-152-1050), 2017년 3월~2019년 7월

까지 단일 기관에서 기관절개공과 후두에서 각각 균 동정을 

시행한 18세 미만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개방적 기도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하에 현수후두경검사를 시행하며 기관절개공과 후두, 두 

군데 모두에서 멸균면봉균배양을 시행하였다(Fig. 1). 검사 당

시 기관절개공에 화농성 분비물이 있거나 감염 징후를 보였

던 환아는 제외하였다. 상기 조건에 포함되는 분석에 이용된 

환자는 총 18명이었으며 이 중 10명의 환자가 연구 기간 중에 

개방적 기도수술을 시행받았다. 

방  법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균 동정 결과, 기관절개

술 시행 당시의 나이, 기관절개공 유지 기간을 후향적으로 조

사하였다. 또한 개방적 기도수술을 받은 10명의 환자들에 대

하여 수술 전과 수술 중에 시행한 균 동정 결과, 수술 부위 감

염 여부와 재원 기간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두 군 간 연속형 변수에 대해 Mann-Whiteny 검정을 통하

여 비교하였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 및 

Fisher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20.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p-value＜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Fig. 1. Representative photos of bacterial swab culture procedure in pediatric patient with tracheostomy. A: Tracheostomal swab culture. B: 
Laryngeal swab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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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균 동정 결과

균 동정 당시 나이는 평균 52.9개월, 기관절개술은 평균 생

후 4.9개월에 받았던 환자들로 평균 47.7개월 동안 기관절개

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개방적 기도수술은 10명의 환아에

서 시행되었다(Table 1).

균 동정 결과 총 71예의 균이 동정되었으며 기관절개공에서는 

35예, 후두에서는 36예의 다양한 균들이 동정되었다(Table 2). 

기관절개공, 후두에서 ceftriaxone 민감성 사슬알균(Strep-

tococcus)이 각각 9예로 가장 많이 동정되었다. 임상적으로 흔

한 감염원인 녹농균(Pseudomonas)과 잠재적 병원균으로서 

항생제 선택에 주의를 요하는 항생제 내성균은 기관절개공에

서 총 14예, 후두에서 13예 동정되었다. 그 중 기관절개공에서

는 녹농균이 6예로 가장 많이 동정되었다. 반면에 후두에서

는 ceftriaxone 내성 사슬알균이 6예로 가장 흔했고 녹농균은 

3예 동정되었다. 18명의 환자 중에 11명에서 균이 동정되었으

며 균 동정 검사 시행 위치로 보면 기관절개공과 후두에서 동

일한 결과를 냈던 환자가 5명이었으며 차이가 있었던 환자는 

6명이었다(Table 3). 차이가 있었던 6명 중 2명에서 후두에서 

동정된 균에 추가하여 기관절개공에서 각각 녹농균, ceftri-

axone 내성 사슬알균이 동정되었다. 다른 2명에서 기관절개공

에서는 녹농균, 후두에서는 ceftriaxone 내성 사슬알균이 각

각 동정되었다. 또한 1명은 후두에서는 동정되지 않았지만 기

관절개공에서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이 동정되었다. 나머지 1명에서는 반대로 기관절개공에

서 동정되지 않았던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 녹농균이 

후두에서 동정되었다. 녹농균 또는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된 

환자군과 동정되지 않은 환자군을 나누어 성별, 나이, 기관절

개술 시행 당시 나이와 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기관절개공과 후두 사

이에 동정 균의 차이가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의 균 동정 당시 

나이(p=0.825), 기관절개술 시행 당시 나이(p=0.257), 기관절

개공 유지 기간(p=0.868)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방적 기도수술 시행군에서 동정된 병인균 분석

개방적 기도수술이 시행된 10명을 살펴보면 수술 전 녹농

균 또는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지 않은 4명에서도 수술 중 

시행한 균 동정에서는 동정되었다(Table 4). 9명에서 기관절개

공과 후두에서 같은 균이 확인되었으며 1명의 환자에서 기관

절개공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후두에서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었다. 수술 직전 균 동정을 다시 시행

Table1.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according to isolated microorganisms

Variables Value (n=18)
Pseudomonas or antibiotic 
resistance bacteria (n=11)

Other bacteria (n=7) p value

Age (month) 52.9±26.6 44.1±13.3 65.2±36.8 0.161
Male   9 (50.0) 5 (45.5) 4 (57.1) 0.629
Age of tracheostomy (month) 4.9±5.7 6.2±6.9 3.5±2.0 0.256
T-cannula period (month) 47.7±26.7 37.8±12.3 61.0±36.2 0.118
Airway reconstruction surgery 10 (55.6) 6 (54.5) 4 (57.1) 0.914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Details of isolated microorganisms

Tracheostoma (n=35) Larynx (n=36) Total (n=71)
Pseudomonas or antibiotic resistance bacteria 

Methicillin resistance Staphylococcus 2 (5.71) 2 (5.56) 4 (5.63)
Pseudomonas 6 (17.1) 3 (8.3) 9 (12.7)
Ceftriaxone resistance Streptococcus 4 (11.4) 6 (16.7) 10 (14.1)
ESBL(+) Klebsiella 2 (5.71) 2 (5.56) 4 (5.63)

Other bacteria
Methicillin sensitive Staphylococcus 3 (8.57) 3 (8.33) 6 (8.45)
Ceftriaxone sensitive Streptococcus 9 (25.7) 9 (25.0) 18 (25.4)
ESBL(-) Klebsiella 1 (2.86) 1 (2.28) 2 (2.82)
Serratia 3 (8.57) 2 (5.56) 5 (7.04)
Rothia 1 (2.86) 3 (8.33) 4 (5.63)
Others 4 (11.4) 5 (13.9) 9 (12.7)

Data are presented as n (%). ESBL: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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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환자는 총 3명이었으며 특히 1번 환자에서는 최초의 균 

동정에서 동정되지 않은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수

술 직전과 수술 중 검사에서 동정되었다. 수술 후 감염 징후를 

보였던 9번 환자는 수술 전 동정되지 않았던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수술 중 시행한 검사에서 동정되었다. 수술 

후 재원 기간은 수술 전 병인균 유무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는 않았다(p=0.189).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적 기도수술을 시행하기 전 효과적

인 예방적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장기간 기관절개공을 

유지하고 있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세균집락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에서 후두 기관협착은 여러 원인과 복합적인 기

전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 발성 등에 영향을 준다. 환자마다 원

Table 3. Details of isolated Pseudomonas or antibiotic resistance bacteria

Case Sex
Age at tracheostomy 

(month)
Age at culture 

(month)
T-cannula 

period (month)
Tracheostoma Larynx Comorbidities

  1 F 5   46   41 P, CRS CRS (-)
  2 M 6 132 125 CRS, ESBLK ESBLK Prematurity
  3 F 7   25   24 MRSA (-) (-)
  4 M 4   35   31 P CRS Neuromuscular disease
  5 F 7   63   56 P CRS Neuromuscular disease
  6 M 5   58   53 (-) MRSA, CRS RDS
  7 F 5   27   22 CRS CRS RDS
  8 M 5   37   32 P P BPD
  9 F 2   36   34 P P BPD
10 F 1   45   44 MRSA, P MRSA, P Heart disease
11 M 7   61   53 CRS, ESBLK CRS, ESBLK Prematurity
12 F 6 132 125 (-) (-) RDS
13 M 5   37   31 (-) (-) RDS
14 F 3   32   29 (-) (-) Heart disease
15 M 3   36   33 (-) (-) Heart disease
16 M 2   61   58 (-) (-) Heart disease
17 M 2   93   90 (-) (-) RDS
18 F 0   76   76 (-) (-) (-)

MRSA: methicillin-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ESBLK: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 (+) Klebsiella, CRS: ceftriaxone resistance 
Streptococcus, P: Pseudomona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Table 4. Clinical features in patient with open airway surgery

Case Preoperative culture Operation
Interval between culture 

and operation (day)
Intraoperative culture Hostpital days

  1 1st (-) LTR ACCG 1st 336 MRSA   9
2nd MRSA 2nd 119

  2 (-) LTR ACCG 49 CRS   8
  3 (-) pCTR 79 CRS 24
  4 (-) LTR PCCG 42 CRS 10
  5 1st P, CRS LTR ACCG 1st 119 (-) 10

2nd (-) 2nd 34
  6 P pCTR 84 P 30
  7 MRSA pCTR 57 MRSA 25
  8 1st MRSA, P pCTR 1st 136 MRSA 15

2nd MRSA 2nd 63
  9 P, CRS LTR ACCG 48 MRSA 36
10 P LTR PCCG 94 P 13

MRSA: methicillin-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CRS: ceftriaxone resistance Streptococcus, P: Pseudomonas, LTR: laryngotracheal recon-
struction, ACCG: anterior costal cartilage graft, pCTR: partial cricotracheal resection, PCCG: posterior costal cartilage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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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위, 협착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선택이 중요하며,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처치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4]. 개방적 수술은 내시경적 치료가 실패한 경우나 중

등도 이상 협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수술적 치료 시행 전에 

성대마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도를 확보한 이후에도 기

관절개를 유지해야 하는 만성폐질환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있

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개방적 수술 이후 발생한 감염은 수술 부위 회복을 방해하

고 수술 실패의 원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전후

기의 예방적인 항생제의 사용은 수술 후 감염의 위험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를 선

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3].

개방적 기도수술은 수술 부위 특성상 기관 내 분비물에 의

한 경부 조직 오염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처 감염을 일으키고 늑연골 이식 실패 등의 치명

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수술 중에 출혈로 인해 혈액

이 열린 기관을 따라 흡인되고, 늑연골 채취로 인하여 흉부 통

증이 정상적인 기침을 방해한다는 점도 다른 수술과 비교하

여 개방적 기도수술이 감염에 취약한 원인이다. 그리고 기도

수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기를 통해 호

흡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기폐, 폐렴 등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개방적 기도수술에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은 대부분 기

관절개공을 통해서 감염된다[3]. 기관절개공은 구강분비물과 

감염된 가래에 노출되어 있고 피부에 세균총이 집락하는 피

부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8]. 이러한 감염은 국소조직 염증부터 종격동염, 괴사성 근

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5-7]. 기관절개술에 창상 감염을 일

으키는 원인균으로는 녹농균, 황색포도알균, 사슬알균이 알

려져 있다[5,9-11]. 또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기관절개관

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기관절개관에 균막(biofilm)이 

형성되어 균 집락화가 일어나기 쉽다[1]. 주로 녹농균이나 황

색포도알균의 집락화가 많이 일어난다[1,12-14]. 본 연구에서

도 기관절개공에서 시행한 균 동정에서 병인균으로 녹농균이 

가장 많이 동정되었고 이를 예방적 항생제 선택에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Polubothu 등[9]은 표준적으로 소아 개방적기도수술에 co-

amoxiclav를 7일 사용하며, methi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 등

과 같은 항생제 내성균이 집락한 경우에는 vancomycin, 그

리고 기관절개공을 가진 환아에서는 녹농균의 집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녹농균 항균약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서 수술 부

위 감염과 흉부 감염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7]. 또한 Sitti-

trai와 Siriwittayakorn[15]은 비록 소아의 개방적 기도수술

은 아니지만 수술 부위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기관절개술에

서 적합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연구에서 그람양성균과 음

성균을 항균 범위에 포함하는 clindamycin과 3세대 cepha-

losporin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기관절개공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에

게서 균 동정을 시행한 결과 감염 소견이 없음에도 61.1% 환

자들에서 녹농균이나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었다. 이는 개방

적 기도수술 전 균 동정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수술 전후 효

과적인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일 환자에서 최초의 균 동정에서 동정되지 않았던 methi-

cillin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수술 직전과 수술 중 검사에서 

동정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항생제 결정을 위한 균 동

정은 가급적 수술 직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

술 전에 동정된 균과 수술 후의 균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중에 균 동정을 하고 항생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16.7% 환자에서는 기관절개공에서 동정되지 않은 항생

제 내성균이 후두에서 동정되었다. 이는 수술 전 항생제 사용

을 위한 균 동정을 시행할 때 기관절개공에서만 시행하지 말

고 후두 부위에서도 균 동정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연구에서 동정 부위에 따라 동정된 균이 같은 군과 다

른 군 간에 개방적 기도수술 시행 시 나이, 기관절개술 시행 

나이, 기관절개관 유지 기간 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찬

가지로 녹농균이나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었던 군과 동정되

지 않았던 군 사이에도 각 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 수가 작은 것이 원인일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저질환의 중증도와 항생제 사용 병력을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      론

기관절개공을 가진 환아에서 주로 녹농균 또는 항생제 내

성균을 확인하였다. 개방적 기도수술에서 감염은 치명적이므

로 수술 전 균 동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관절개공과 후두 사이에

도 동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부위 모두 균 동정을 시

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 전과 수술 중 시행

한 동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동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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