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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racheostomy is a relatively safe procedure, and the recent emer-
gence of COVID-19 has raised the need to perform tracheostomy immediately in the bed of an 
intensive care unit (ICU) rather than an operating ro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
mine the occurrence of complications related to surgical tracheotomy performed in the ICU by 
an ENT specialist.
Materials and Method  From March 2019 to January 2022, a total of 101 patients underwent 
tracheostomy in the ICU. Demographics and complica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ostop-
erative period.
Results  Within 24 hours after the procedure, bleeding events were confirmed in 2 patients 
(2.0%) with mild bleeding. One case (1.0%) of ventricular fibrillation occurred shortly after the 
procedure. There were no complications from 24 hours to 1 week after procedure. After one 
week, 4 patients (4.5%) had a local infection, and 3 patients (3.4%) had a tube obstruction. 
During all follow-up periods, there were no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death, major vascular 
injury, pneumothroax. No complications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in 6 CO-
VID-19 patients.
Conclusion  The number of complications of surgical tracheotomy in the ICU performed by a 
specialist was lower than in previous studies, and there were no complications that delayed 
treatment or endangered life. The ENT training hospitals should provide sufficient training op-
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erform surgical tracheostomy and strive to minimiz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cedure and pre- and post-operative management under the detailed 
guidance and supervision of specialists.

Keywords   Tracheostomy; Airway management; Intensive care unit;  
Postoperative complication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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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는 시

술로, 장기간 기계 환기를 통한 호흡 보조가 필요하거나 상기

도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시행된다[1]. 기계 환기(mechanical 

ventilator)를 이용한 치료가 증가하면서 기관절개술의 빈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7년

까지 10년 사이에 기관절개술의 건수가 64000건에서 100000

건으로 상승하였다[2].

기관절개술 중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수술적 기관

절개술은 주로 이비인후과 전공의에 의해 시행되며, 응급의학

과 전공의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3-5]. 기관절개술은 

중환자실의 침상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수술장에서 시

행되기도 한다[6]. 대한기관식도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

면 기관절개술의 시행 장소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7],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술장에서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전신마취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기관절개술이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전신마취를 위한 수술장으로 이동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술이 가지고 

있는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하여, 수술장과 중환자실이

라는 장소에 따른 시술의 합병증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8,9], 

COVID-19와 같은 신종 유행성 호흡기계 감염병의 등장은 수

술장이 아닌 중환자실의 침상에서 기관절개술을 바로 시행해

야 하는 필요성을 높였다[1].

본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수련병원이 아닌 특성으로 인해, 

모든 기관절개술을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

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평가 후 시술 부위의 해부학

적인 문제나 대량 출혈의 가능성이 사전에 예상되지 않는 대

부분의 일반적인 기관절개술은 중환자실의 침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는 중환자실 환자만 전담하는 전

문의 2인이 상주하여 모든 중환자실 환자들에 대한 의학적 결

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기관절개술의 시술 전 준비 및 

시술 후 관리에 있어서 일관된 판단과 치료 방침이 적용된다

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시술 전 후의 합병증 평가가 비교적 용

이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연구자들은 COVID-19 환자

의 기관절개술 사례를 포함하여 COVID-19 시기에 이루어진 

본 의료기관의 기관절개술의 합병증 발생을 분석하여, 기존

의 문헌과 합병증 발생률 비교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환자실에서 

사전계획 된 수술적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

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 계획은 기

관내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NCC2022-0052).

해당 환자들은 여러 의학적 이유로 인해 기관 삽관을 시행

한 후 기계 환기를 적용하였으며, 발관의 어려움이 있거나 장

기간 거치를 피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중환자실 상주 전문

의 및 진료과 전공의의 의뢰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계획한 뒤 

진행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상기도 폐쇄 또는 의학적 문제로 

인해 사전 계획 및 기관 삽관없이 시행된 응급 기관절개술은 

제외하였다. 모든 시술은 한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JS)가 직

접 시행하였으며, 모든 환자는 중환자실 상주 전문의 2인(WHH, 

YIL) 중 1인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되었다. 중환자실 전담의는 

시술을 위한 전처치 및 시술 중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진행하

면서 필요시 약물 투약을 지시하였다. 시술 후 기관절개술 후 

첫 튜브 교체는 시술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시술을 진행한 이

비인후과 전문의가 모두 직접 시행하였다.

나이, 성별, 진단명, 진료과, 기관절개술의 원인, 기관절개술

과 연관되어 발생한 합병증을 조사하였으며, 합병증은 시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후부터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후에 발

생한 합병증으로 분류하였다. 합병증의 종류는 출혈, 튜브 이

탈, 감염, 튜브 폐색, 기흉, 사망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관절개술 시행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해당 환자들은 시술 시작 전 진정

목적으로 미다졸람(midazolam) 0.1 mg/kg, 또는 에토미데이

트(etomidate) 0.5 mg/kg을 투약하였으며, 근이완제로 베큐

로니움(vecuronium) 0.1 mg/kg을 투약하였으며, 항혈전제 투

약을 하는 환자들은 중단 가능할 경우 시술 24시간 전 중단

하였다.

모든 환자는 중환자실의 침대 위에서 시술이 진행되었으며, 

환자 포지션은 앙와위로 진행하였고 가능한 수준에서 목을 

최대한 신전 시켰다. 시술 방법은 흉골로부터 손가락 2개 정도 

상부의 높이에서 1:20000으로 희석한 리도카인(lidocaine) 용

액을 주입하여 국소마취를 진행한 후, 경부의 피부주름선을 

따라 약 4 cm가량의 절개를 넣은 후, 피하 지방층을 박리한 

뒤, 광경근하 피부피판을 거상하였다. 환자에 따라 해당 위치

에 광경근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앞목정맥(anterior jugular 

vein)이 손상되지 않도록 피부 지방층을 적절히 거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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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띠근육(strap muscles; 흉골설근, 흉쇄유돌근, 흉골갑상

근) 사이의 근막을 세로절개하여 양측으로 견인한 후, 갑상선

의 협부를 확인한 뒤, 협부 하방의 아래갑상정맥(inferior thy-

roid vein)을 결찰 또는 외측 견인한 뒤 연부조직을 박리하여 

기관지를 확인하였다. 갑상선 협부의 하연을 상방견인하면서 

2-3번째 갑상연골 사이 또는 높이에 따라 3-4번째 갑상연골

막을 가로절개하여 기관지 내부의 삽관된 기관 내관(endo-

tracheal tube)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부 절개선 아래쪽 피부

를 견인하여, 기관절개된 아래쪽 연골에 붙여 봉합하고, 경부 

절개선 위쪽 피부는 기관절개된 위쪽 연골과 붙여 봉합함으

로써 기관 절개 튜브(T-tube) 삽관시 그 끝(tip)이 기관지 내

부가 아닌 피부와 기관지 사이의 연부조직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피부와 기관지 사이에 연부조직이 많아 피

부가 당겨지지 않는 경우 지방조직을 제거(defatting)하는 등 

연부조직을 일부 제거하여 피부의 움직임을 확보하였다. 시

술 종료 시점에서 남성은 내관의 직경(inner diameter, ID)이 

7.5 mm를 기본으로, 여성의 경우 7.0 mm를 기본으로 기관 

절개 튜브의 사이즈를 정했으며, 삽관 후 충분한 공기를 튜브

에 주입한 한 후에도 기계환기시 공기의 누출이 관찰될 경우 

사이즈를 한단계 높인 뒤 시술을 마무리하였다.

COVID-19에 의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진행한 기관절개술

의 경우 응급중환자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매뉴얼에 따

른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한 뒤 동일한 시술 

방식으로 시행하였다[1]. 일반적인 기관절개술과 COVID-19 

환자의 기관절개술 시 차이점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에 따라 

헤드램프의 사용이 어려워 이동식 전등을 보조적으로 준비

하여 활용하였으며, 수술 시 사용하는 확대경(loupe)을 착용

하지 못하였다. 또한 COVID-19 환자에서는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술 전 삽관 튜브를 기관분

기부 직전까지 밀어 넣은 튜브의 커프(cuff)를 최대한 팽창시

켜 기관창을 내는 과정에서 공기의 누출을 최소화시켰으며, 

기관창을 만든 후 튜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기계환기를 중단시켰다[1].

시술 후 중환자실 전담의는 이동식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을 통해 기관절개술 후 출혈, 튜브 이탈 또는 폐색과 같은 급

성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 후, 기존 시행하던 경관영양 재개, 

항응고제의 재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기계 환기 이탈(mechan-

ical ventilator weaning)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연구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관절개술의 방법은 피부 절개를 

통한 기관절개술이 단일 방식으로, 기술 통계를 기반으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환자 정보 분석 결과

연구 기간 중 총 101명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계획된 기관

절개술을 시행받았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5.8±10.9세였

으며,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1.3±4.0 

kg/m2이었다. 성별의 분포는 남성이 65.3%, 여성이 44.7%였으

며, 암 연구 및 진료 전문기관의 특성상 90명(89.1%)의 환자

가 암종 및 종양과 연관된 진단명을 주 진단으로 가졌다. 기

관절개술의 원인으로는 폐렴과 연관되어 기관 내 삽관 후 발

관의 어려움 또는 기계 환기 이탈 실패 후 재삽관과 관련된 

이유가 82명(81.1%)이었으며, 연수막암종증(leptomeningeal 

seeding) 또는 암종의 뇌전이로 인한 중추 신경계 호흡 저하, 

중증근무력증 등에 의한 이유가 8명(7.9%), 후두 및 기관지 

부위 폐색에 의한 이유가 5명(5.0%), 폐렴 이외의 폐기능 저하

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이유가 2명(2.0%), 그 외 기관식

도루 발생 및 하인두부위 천공으로 인한 사유가 4명(4.0%)이

었다(Table 1). 

기관절개술 합병증 분석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기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분

류하였는데 첫째는 시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두번째는 

시술 후 24시간으로부터 일주일까지, 마지막은 시술 후 일주일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나누었다(Table 2). 이는 시술 후 일

주일까지는 합병증의 원인이 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

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주일 이후부터는 시술 자체보다는 환자

의 전신 상태 또는 기관절개술 부위의 관리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출혈이 2건

(2.0%) 확인되었으나, 대혈관 손상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출혈

로, 구강을 통한 삽관을 재시행후 기관 절개 튜브를 제거한 후 

출혈 부위를 확인한 뒤 전기소작을 통해 지혈을 시행했다. 

24시간 이내에 관찰된 기타 합병증으로, 1건(1.0%)의 시술 

직후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 심실 세동이 발생하

였으나 중환자실 전담의가 그 과정을 바로 확인하여 전기충

격을 통해 심장율동전환을 이루어냈다. 시술 후 24시간에서 

일주일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합병증은 없었다. 첫번째 기

관 튜브를 교체하는 시점인 시술 후 일주일까지 타 병원으로

의 전원 또는 사망한 환자 13명을 제외한 88명에 대해 시술 

후 일주일 이후의 합병증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4명(4.5%)은 

기관공의 경미한 국소 감염으로 국소 항생제 연고 도포 및 드

레싱으로 해결하였으며, 3명(3.4%)은 기관 튜브의 끝 부위보다 

하부에 객담 등이 굳어져 기관 폐색이 발생하였으며, 기관 튜

브 교체 및 기관 공을 통한 기관내 흡인을 통해 해당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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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였다. 모든 경과관찰 기간 동안 사망, 대혈관 손상, 기

흉, 정맥주사 항생제의 추가 등을 요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발

생하지 않았다. 또한 COVID-19에 이환된 환자들(n=6)에서 

전기간에 걸쳐 시술 후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기관절개술은 대다수의 국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시행

하고 있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술기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술과 연관된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위해 파악해야하는 구조물로는 

띠근육, 뼈 구조물로는 복장뼈 및 복장뼈 몸통(sterum and 

manubrium)이 있으며, 혈관 구조물로는 갑상선 협부에 위치

하는 혈관과 기관지동맥, 하갑상선동맥, 무명동맥, 쇄골하동

맥 등의 분지들이 있다[10]. 또한 기관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

는 갑상선, 식도, 반회후두신경 등이 있어, 이러한 해부학적인 

요소로 인한 합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보고되고 있는 기관절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응급 

및 비응급 합병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으로는 기

관무명동맥루 등에 의한 대량 출혈, 튜브 이탈, 튜브 폐색 등, 

바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

이 있으며, 비응급 합병증으로는 감염, 경미한 출혈, 기관식도

루 등이 있다[11,12]. 또한 관련 합병증들은 수술 후 기간에 따

른 분류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기관 절개부위의 성숙도(mat-

uration)에 따라 발생가능한 합병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관

절개공 부위의 완전한 회복 및 성숙에는 약 1주일 정도가 소

요되며, 이 기간 이전에는 튜브의 이탈 및 이로 인한 갑작스런 

기관공의 폐색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아진다[11]. 기관절개

술 시행 후 장기간 튜브를 거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

병증은 수술 부위 육아종 및 이로 인한 기관지 협착, 기관 연

화증 등이 있으나[13], 해당 합병증은 조기 발관이 어려운 환

자들에서 발생하며 기관절개술 시술 자체의 합병증이라고 보

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과거 기관절개술은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치명률이 있는 

시술로 간주되었다[14]. 호흡기계를 다루는 시술이라는 점에

서, 이러한 인식은 해당 시술을 수술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

연하게 여겨졌으나, Perfeito 등[9]이 2007년에 보고한 외국의 

기관절개술에 대한 시술 장소에 따른 합병증 분석에 따르면, 

장소가 중환자실이나 수술장인 것과 관련없이 출혈에 대한 

합병증은 2%-4%로 보고하였으며, 기흉은 약 1%, 튜브의 이

탈은 1%-2%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술실로의 이동 자

체가 가져오는 카테터나 드레인의 위치변경, 혈압 변동에 민

감하게 반응하여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자들이 많으며, 수술장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비해 

합병증의 빈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기관절개술이 충분히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elec-
tive tracheostomy in intensive care unit (n=101)

Variables Value
Age (yr) 65.8±10.9

Median [range] 67.8 [30.2–85.6]
BMI (kg/m2) 21.3±4.0

Median [range] 21.3 [31.4–14.1]
Sex

Male 66 (65.3)
Female 35 (44.7)

Primary disease
Gastroenterological malignancy 27 (26.8)
Pulmonological malignancy 16 (15.8)
Breast cancer 10 (9.9)
Gynecological malignancy 9 (8.9)
Head and neck cancer 9 (8.9)
Hematological malignancy 9 (8.9)
Brain cancer/tumor 6 (5.9)
COVID-19 6 (5.9)
Urological malignancy 4 (4.0)
Other 5 (5.0)

Cause of tracheostomy
Pneumonia 82 (81.1)
Central/neuromuscular respiratory failure 
  without pneumonia

8 (7.9)

Laryngeal/tracheal obstruction 5 (5.0)
Pulmonary respiratory failure without 
  pneumonia

2 (2.0)

Other 4 (4.0)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BMI, 
body mass index

Table 2. Classification of complications by time of onset

Complication
Day of the 
procedure 

(<24 h) (n=101)

From 24 hour 
to 1 week 
(n=101)

After 
1 week
(n=88)

Bleeding 2 (2.0) 0 0
Tube dislodgement 0 0 0
Infection 0 0 4 (4.5)
Obstruction 0 0 3 (3.4)
Pneumothorax 0 0 0
Death 0 0 0
Other 1 (1.0) 0 0
Total 3 (3.0) 0 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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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시행한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에 대한 국내 연

구를 살펴보면, Cho 등[5]의 2002년도의 보고에 따르면 전공

의가 시행한 기관절개술 35예의 합병증은 총 18.3%였으며, 감

염, 출혈, 폐기종의 순으로 각각 5.8%, 4.7%, 3.7%였다. Park 등

[3]은 2010년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시행한 기관절개술 총 146예의 합병증을 보고하였는데, 두 집

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15.1%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출혈이 12.3%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튜

브 폐색과 기흉, 사망의 케이스가 1건씩(각 0.7%)있었음을 보

고하였다. 반면, 본 기관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 수술적 기관절

개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술 후 일주일 이

내의 합병증은 총 3예로 3.0%였으며, 이 중 2예(2.0%)는 전기

소작술이 필요했던 경미한 출혈과 시술 종료 시점에 발생한 

심실세동 1예(1.0%)였다. 다만, 이러한 많지 않은 국내 사례들

간의 비교를 통해 단순히 전문의가 시행한 기관절개술이 전공

의가 시행한 경우보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기에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는 각 의료기관별 기관절개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시술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해부학적 위험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

는 환자일 수 있다는 점이 있겠다. 또한 경미한 출혈, 튜브 폐

색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은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 사례에 포함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어, 단순히 

합병증 발생률에 따른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겠다. 다만 튜브 이탈, 기흉, 대혈관 손상과 같이 시술 전 후 

발생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며, 어느정도 사전에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의 경우가 이 연구의 사례에

서는 한 건도 없다는 점과 또한,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보호구

를 착용하고 시행하는 COVID-19 환자에서 합병증이 관찰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기관절개술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충분히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절개술을 전공의가 시행하는 의

료기관에서는 시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상태 파악 및 발생 가

능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지도전문의의 지도와 감독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서,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percutaneous dila-

tional tracheostomy, PDT)이 활용되고 있다[6].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시행되는 경

우도 있는데[15], 해외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이 갖고있는 시술 장소 선택의 유연함과 안정

성으로, 이를 시행하는 시술자의 75%는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다고 보고하였다[16]. 동일 조사에서 수술적 기관절개술은 약 

60%가 수술장에서 시행되는데, 이 중 수술장으로 이송이 어려

운 심각한 중증 환자의 경우 수술장에서 수술적 기관절개술이 

시행되는 비율은 16%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16]. John-

son-Obaseki 등[17]은 메타분석을 통해 두 시술 방식의 합병

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했지

만, 세부적으로 감염의 비율이 낮고 시술 시간은 유의하게 경

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

면, Massick 등[18]이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과 수술적 기관

절개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결과,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이 수

술 후 합병증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와 추가적인 의료 비

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피적 확장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기 적합한 적응증의 환자군이 전통적인 수술

적 기관절개술에 비해 아직은 제한적이며, 시술 방식의 차이

에서 비롯된 기관지 후벽 손상과 같은 수술적 기관절개술과 

다른 양상의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19]. 그

러나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존에 경피적 확장 기

관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했던 금기증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이 수술적 기관절개술에서 

발생하던 단점들을 줄여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시술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20].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합병증 발생 숫자가 적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수술

장에서 시행한 기관절개술의 숫자가 적고 시술 방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비교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수술장에서 시행하는 기관절개술의 사례가 

늘어나고, 본 기관에 새롭게 도입 예정인 경피적 확장 기관절

개술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시술 방법과 장소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여 각각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최근 COVID-19와 같은 신종 호흡기계 감염의 등장은 중

환자실 내에서 기관절개술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하는 필

요성을 높였다. 전문의가 직접 시행한 중환자실 내 수술적 기

관절개술의 합병증의 빈도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에 비해 낮

은 수준이었으며, 환자의 치료를 연기하거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합병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이비인후과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집도를 함에 있어 충

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의의 자세한 지도 감독하

에 수술 및 수술 전후 관리와 연관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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