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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  흡인 방법에 따른 반정량  객담배양검사 결과의 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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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endotracheal suction was one of the critical requirements for severe neurosurgical patients in 

the prevention of the airway-obstruction, pneumonia, atelectasis, and so on. There were two types of suction meth-

ods, closed and open. In the literature, many reported the comparison of the two methods with variable factors, yet, 

it was still controversial.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two types of endotracheal suction methods based on the 

pattern of the sputum cultivation, which was not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Methods: In 2010, 85 patients who had intubation tube for more than 10 days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A 

total of 55 patients were managed with an open suction method, while the other 30 patients were managed with a 

closed suction method. All patients’ sputum culture was reported semi-quantitatively, and had been classified into 3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culture pattern. The control group was defined in which the bacterial count was 

not increased, whereas the non-control group was those with bacterial count increased. We investigated patients’ age, 

gender, disease-type, suction techniques and the pattern of sputum cultivation. 

  Results: The non-control group was 45.45% in the open suction group, while it was 16.67% in the closed suc-

tion group. On the other hand, more control group was observed in the closed suction group (36.67%), than in the 

open suction group (25.45%) (p ＜ 0.05).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based on 

the pattern of sputum cultivation, age, gender, and disease-type.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closed suction methods were more effective in the management of endotracheal 

tube, according to the pattern of sputum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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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 내 (endotracheal tube)은 기계 인 호흡을 하는 환

자에게 꼭 필요한 기구이며, 기도폐쇄나, 무기폐, 폐엽허탈

(lobar collapse) 등을 방지하기 해서는 반드시 정기 인 기

내 흡인(endotracheal suction)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 내 

흡인은 개방형 방식으로, 흡인시 인공호흡기의 회로가 단

되기 때문에 산소증, 압 변화와 같은 심 계 불안정

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1-4] 이러한 합병증을 막

기 해 인공호흡기의 회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기

내 흡인을 할 수 있는 폐쇄형 흡인 방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방식은 이미 여러 기 에서 상용화된 상태이다. 폐쇄형 

흡인의 이론  우월성을 증명하기 해, 많은 문헌에서 두 

가지 방법에 따른 객담 제거의 효율성, 기 내  폐쇄 발생

율, 흡인시 산소증 정도  심 계 불안성 등에 한 

비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각 인자마다 논의의 소지가 있

는 바이다.[3,5-8] 폐렴의 발생률에 해서도 많은 문헌에서 

각 방식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흡인 방식에 

따른 발생율 차이는 각 문헌마다 보고하는 바가 다르

다.[6,7,9,10] 본 연구에서는 흡인 방식이 기도 리 특히 폐

렴과 련된 향을 조사하기 해 반정량  객담배양 검

사결과의 변화 양상이라는 새로운 인자로 두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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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10일 이상 환

자실에 입원한 168명  85명을 상으로 하 다. 168명  

간에 흡인방식이 변경된 환자, 종양  반복성 두부외상

(repeated head injury) 등의 만성 신경외과 질환자, 폐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 균동정이 락된 환자, 객담배양 검사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경우, 뇌척수염  패 증 등의 염

증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 발  후 재삽 한 환자 83명을 

제외한 성 신경외과 증 환자(Acute neurosurgical severe 

patients) 85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상자인 성 

신경외과 증환자는 라스고우 혼수 수(Glasgow Coma 

Scale Score) 10  이하의 환자  내원 이 에는 특이 과거

력  만성질환이 없이 정상생활을 하 으나, 자발성 뇌출

, 뇌경색 등의 뇌졸 , 두부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  호흡 불안정으로 인해 응 으로 

기도삽 이 필요한 환자로 정하 다. 그리고 상자 총 85

명의 환자는 무작  환자실 배정에 따라, 55명의 환자군

에서는 개방형 흡인방식을, 30명의 환자군에서는 폐쇄형 흡

인방식을 시행하 다. 각 환자군의 연령, 성별, 흡인 방식, 

입원시 질환특성(외상성, 비외상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으며, 시간에 따른 반정량  객담배양 결과의 양상을 종속

변수로 정하여 각 변수간의 유의성을 조사하 다. 

1) 용어 정의

  (1) 폐쇄형 흡인술: 환자의 기  삽  튜 와 인공호흡

기를 분리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흡인 방법으로 정의하 으며, 모든 환자에게서 기 은 

PortexⓇ Tracheal tube (Smith Medical International Ltd, USA, 

7.0 mm, 8.0 mm)를 이용하 으며, 폐쇄형 흡인술시 사용한 

흡인 으로는 직경 4.67 mm FREE TRACHEA
Ⓡ (PAHSCO, 

LTD, Taiwan)을 사용하 다.

  (2) 개방형 흡인술: 환자의 기  삽  튜 와 인공호흡기

를 분리 후 고무 (rubber suction tip) 등을 이용하여 기도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흡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4.67 mm 

고무 을 이용하 다. 

  (3) 객담 배양 결과: 기 내 삽 후 24시간 이내에 첫 번

째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 으며, 그로부터 1주 뒤에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 다. 배양검사 결과는 반정량보고를 하

으며, 평 이나 액체배지에서 성장이 없으면 “배양 음성

(No growth)”, 1－2 집락/평 배지이면 “드물게 증식됨(Rare)”, 

3－10 집락/평 배지이면 “소수증식됨(Few)”, ＞10 집락/평

배지이면서 첫구역에 주로 증식되면 “ 등도 증식됨

(Moderate)”, 집락이 첫째와 둘째 획선 구역에서 증식되면 

“다수 증식(Abundant)으로 구분하 다. 

  (4) 변화양상의 분류: 기 객담배양검사 결과에 비해 

추  객담배양검사 결과의 정량이 같거나, 감소하게되면, 

조 군(Control group)으로, 증가하게 되면 비조 군(Non-con-

trol group)으로 새로운 균주가 나타나면 출 (Appearance- 

group)군으로 객담배양검사 결과 변화양상을 분류하 다. 

2) 호흡 치료기구의 리 

  다음과 같은 환자실 감염 리지침을 이행하 다. 

(1) 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증류수는 사용 직 에 채우고 

증류수를 보충할 때는 남아있는 증류수를 모아 버리고 새 

증류수로 채우도록 한다. 

(2) 인공호흡기의 회로는 3－7일에 한번 교환하거나 필요시

(육안으로 보아 회로가 분비물로 더러워지면) 수시로 교환한다.

(3) 인공호흡기에 부착된 분무기와 그 외 부속품은 가능

하면 24시간마다 바꾸도록 한다.

(4) 가습기와 분무기에는 멸증류수를 사용하며(jet-nebu-

lizer), 개 한 멸균증류수는 24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5) 벽에 부착된 산소 공 기의 병은 매일 소독제로 씻어 

말려 사용하고 교환간격을 3－7일 간격으로 한다. 

3) 흡인 방법  기도 리 

  (1) 흡인 간격: 모든 환자의 흡인은 정기 인 시간 간격

을 두지 않고, 환자 개인마다 필요시 흡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흡인 필요의 지침으로는 기침 양상의 변화, 객

담 등의 분비물의 시각 , 청각  양상, 거친 호흡음, 기도

내의 압력 증가, 산소포화도 감소 등을 기 으로 삼았다.

  (2) 흡인 시간: 환자의 객담  분비물의 양상에 따라 흡

인시간은 결정되었으며 최  15  이상을 지속하지 않는 것

을 권장하 다. 흡인시에는 지속 으로 음압을 용하는 방

식이 아닌 간헐 으로 음압을 용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3) 흡인시 흡인 의 깊이: 최  삽입시의 흡인 의 깊

이가 기 의 끝에 치하 으며, 기 의 길이를 과하지 

않도록 하 다. 

  (4) 흡인의 압력은 120－140 mmHg으로 설정하 으며, 흡인

시 기 내의 생리식염수 (instillation)은 사용하지 않았다. 

  (5) 흡인  산소포화도 감소를 막기 해서, 흡인  약 

20  동안의 100% 산소를 공 하 다. 그리고 폐의 압력손

상을 이기 해 과팽창(Hyperinflation)은 시행하지 않았다. 

  (6) 생 리: 흡인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진은 1회용 장

갑을 이용한 무균  방법을 통하여 흡인을 시행하 다. 

4) 통계학  처리

  조사방법은 후향 인 조사로 진행하 다. 통계학  비교

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정방법(χ2 test)을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시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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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Variants
Suction techniques

Open Closed

Age (years) Mean 63.06 64.9

Range 38－78 39－80

Sex (numbers) Male  38  17

Female  17  13

Disease (numbers) Trauma  18   8

Stroke  37  22

Total  55  30

Table 2. A Comparison of Initial Sputum Culture Organism 

according to Suction Techniques

Micro-organism
Suction techniques

Open Closed

MRSA 14 (25.4%)  9 (30%)

CNS  2 (3.6%)  1 (3.3%)

Pseudomonas aeruginosa  2 (3.6%)  2 (6.7%)

Acinetobacter baumannii  2 (3.6%)  4 (13.3%)

Candida albicans  3 (5.4%)  0 (0.0%)

Streptococcus-alpha 10 (18.1%)  3 (10%)

Streptococcus-gamma  2 (3.6%)  2 (6.7%)

Enterococcus aerogenes  3 (5.4%)  3 (10%)

Enterococcus cloacae  2 (3.6%)  0 (0.0%)

Klebsiella pneumonia  3 (5.4%)  1 (3.3%)

No growth 12 (21.8%)  5 (16.7%)

Total 55 (100%) 30 (100%)

CN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Table 3. Pattern of Semi-quantitative Sputum Cultures and Variable Factors

Clinical factor
Pattern of sputum cultivation

p value
Control Non-control Appearance

Suction techniques Open  14 (25.45%)  25 (45.45%) 16 (29.1%) ＜0.05

Closed  11 (36.67%)   5 (16.67%) 14 (46.7%)

Age ≥65  9 (22.0%) 17 (41.5%) 15 (36.6%) ＞0.05

＜65 16 (36.4%) 13 (45.5%) 15 (34.1%)

Sex Male 17 (30.9%) 19 (34.5%) 19 (34.5%) ＞0.05

Female  8 (26.7%) 11 (36.7%) 11 (36.7%)

Disease Trauma  9 (34.6%)  8 (30.8%)  9 (34.6%) ＞0.05

Stroke 16 (27.1%) 22 (37.3%) 21 (35.6%)

계처리는 IBM PASW statistics 18.0 version을 이용하 다. 

결      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개방형 흡인방식을 시행한 환자 55명의 평균 연령은 63.1

세(38－78)이었으며 남자 38명, 여자 17명의 성비를 보 다. 

그리고 개방형 흡인방식을 시행한 환자 55명을 질환군으로 

분류시 외상으로 입원한 경우가 18명 뇌 인 경우가 37

명이었다. 폐쇄형 흡인 방식을 시행한 환자 30명의 평균연

령은 64.9세(39－80)이었고, 남자 17명, 여자 13명의 성비를 

보 다. 폐쇄형 흡인방식을 시행한 환자를 질환군으로 분류

시에는 8명이 외상 환자 으며, 나머지 22명은 뇌  환자

다(Table 1). 흡인방식에 따른 각 집단의 기에 보고된 

균주를 보면, 개방형 흡인방식을 시행한 환자군 55명에서 

균주가 보고되지 않은 환자가 12명(21.8%), 균주가 보고된 

환자가 43명(79.2%)이었다. 개방형 흡인군의 기 객담배양

검사 균주로는 메치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

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14명(25.4%),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2명(3.6%), 폐렴 막 균

(Klebsiella pneumonia)이 3명(5.4%) 등이었고 보고된 포도상

구균은 부 메치실린 내성이었다. 폐쇄형 흡인방식을 시행

한 환자군에서는 균주가 보고되지 않은 환자가 5명(16.7%), 

균주가 보고된 환자가 25명(83.3%)이었다. 폐쇄형 흡인군의 

기 객담배양검사 균주로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

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9명(30.0%), 

아시네도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4명(13.3%) 

폐렴 막 균(Klebsiella pneumonia)이 1명(3.3%) 등이었다

(Table 2). 흡인방식에 따른 두 군의 성별, 연령, 질환군, 

기 객담배양검사 균주 등의 인자에 해서는 두 군에 있어 

각 인자의 분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

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 ＞ 0.05). 

2) 각 인자에 따른 객담배양검사의 변화양상 

  (1) 흡인 방식: 개방형 흡인방식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조 군이 14명(25.45%), 비조 군이 25명(45.45%), 출 군이 

16명(29.1%)이었다. 반면 폐쇄형 방식을 취한 환자군에서는 

조 군이 11명(36.67%), 비조 군이 5명(16.67%)으로 출 군

이 14명(46.7%)으로 보고되었다. 즉 반정량 인 객담배양 

결과의 변화양상은 폐쇄형 방식흡인 방식을 취한 환자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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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 군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개방형 흡인 방식을 시행

한 환자군에서는 비조 군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통계학

인 유의성을 보 다(p ＜ 0.05) (Table 3). 

  (2) 질환군: 체 85명의 환자군  뇌졸  환자는 59명이

었으며 외상환자의 빈도는 26명이었다. 뇌  환자의 객담

배양검사결과의 양상은 조 군이 16명(27.1%), 비조 군이 

22명(37.3%), 출 군이 21명(35.6%)이었다. 외상환자군에서는 

조 군이 9명(34.6%), 비조 군이 8명(30.8%), 출 군이 9명

(34.6%)이었다. 이와 같이 질환군에 따른 객담배양 검사 결

과의 양상은 자발성 환자에게서 조 군의 비율이 더 낮고, 

비조 군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Table 3). 

  (3) 성별: 체 환자군  남성은 55명 여성은 30명이었다. 

남성에서는 조 군이 17명(30.9%), 비조 군이 19명(34.5%), 

출 군이 19명(34.5%)이었다, 여성에서는 조 군이 8명(26.7%), 

비조 군이 11명(36.7%), 출 군이 11명(36.7%)이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 환자에게서 조 군의 비율

이 높고, 비조 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는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Table 3). 

  (4) 연령: 체 환자군은 65세를 기 으로 65세 이하가 

44명, 65세 이상이 41명이었다. 65세 이하의 환자에게서는 

조 군이 16명(36.4%), 비조 군이 13명(29.5%), 출 군이 15

명(34.1%)이었다. 65세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조 군이 9명

(22.0%), 비조 군이 17명(41.5%), 출 군이 15명(36.6%)이었

다. 65세 이하의 연령 에서 객담배양 검사 결과의 양상이 

조 군의 비율이 높고, 비조 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개방형 흡인방식에 따른 객담배양

검사 결과의 양상을 분석하 다. 기존의 개방형 흡인방식의 

단 을 보완한 폐쇄형 흡인방식이 개발되면서 이미 많은 

문헌에서 다양한 인자들을 가지고 폐쇄형 흡인방식과 개방

형 흡인방식을 장단 을 비교하 다.[5,11,12] 그  하나가 

인공호흡기 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이다.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발생율에 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흡인과 기  내 군집화(Colonization)이다.[13] 구강이

나 인두에 존재하는 정상 상재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페

렴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인공호흡기 사용 환

자에게는 폐렴의 주요한 원인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5] 

본 연구의 상자인 신경외과 환자들은 부분 갑작스런 

의식 하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삽 (intubation) 에 흡인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임상 장에서도 기도삽  술기가 응

상황이라, 그 과정이 무균 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

고 뇌졸  혹은 외상으로 인해 기에 의식 하가 생긴 환

자들에게서 의식은 서서히 호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

게서 장기간의 기도삽 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기 의식

상태가 불량한 신경외과 환자들은 흡인  기 내 군집화

의 고 험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 흡인가능성으로 인

해 기 객담배양검사로 개방형, 폐쇄형 흡인방식의 장단

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정량 으로 객담배양검사의 양상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를 성 신경외과 환자로 설정하여 

평소 건강한 사람이 연구에 포함되어 연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력, 질환력, 수술력 등의 숙주 요인을 최소화 

하여 각 흡인방식에 따른 기도 리의 효과를 보고자 하

다. 연구에서의 흡인 방법에 따른 기 균주 종류  연령, 

질환군, 성별은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문헌과 유사한 결과 다.[7] 균주의 종류  

본 연구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상구균(S.aureus)은 모두 메치

실린 항성(MRSA) 구균이었는데, 이는 미국 NIH의 메치

실린 항성 황색포도상구균 분리율보다는 높은 확률이다.[14] 

이는 본 연구의 경우 상자가 기존의 많은 문헌의 상자

인 내과환자가 제외된 , 그리고 신경외과 수술로 인해 다

제내성 균주를 보균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Lindgren 등[12]은 분비물 제거에는 개방형 흡인방식이 좋

다고 보고하 으나, Morrow 등[15]은 흡인 후 60  동안 폐

의 부피감소가 더 심하고 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폐상태 악화와 

련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경외

과 환자에게서는 두개내 변화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발생시 뇌 이 팽창되면서, 뇌

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뇌 류량(Cerebral blood volume) 

 뇌 류(Cerebral blood flow) 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인 신경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기도삽 을 할 정도

로 두개내 상태가 좋지 않은 신경외과 환자들은 부분 

GCS가 10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경외과 환자

군에서는 뇌 류량  뇌 류 그리고 두개내압의 변화는 

치명 인 결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두개내압상승은  뇌 류량  류를 감소시키기는 악순

환(Viscious cycle)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신경외과 환자

에게서 개방형 흡인방식은 산소 포화도뿐만 아니라, 두개강

내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도 흡인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폐쇄형 흡인 방식이 이론 으로 반드시 폐렴  

기도 리 면에서 개방형보다 항상 우수한 것은 아니다. 환

자와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으므로 오염된 환경이나 의

료진의 손을 통한 오염의 험은 지만 폐쇄형 흡인 카테

터의 재사용으로 인한 자가오염의 험이 높다는 단 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카테터 내에 남아있는 객담을 모두 

제거하고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하여 청결하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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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5]

  서로 다른 흡인방식을 사용한 환자군의 객담배양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는 의 실험  방법에서 언 한 

흡입 의 크기  흡입시 압력, 삽입 의 깊이, 술기의 시

간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의 의료진

이라는 을 활용하여 지침을 설정, 가능한 흡인 방식 이외

의 변수들을 일 시키려 노력하 다. 그러나 실질 인 행

를 환자실 간호사가 시행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험

처치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한  , 경기  흡인시 

검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16] 등

이 본 연구의 제한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환자가 

환자실 안에 있더라도 가지는 환경  차이(주  감염환자 

여부, 환기구, 출입구와의 근 성 등), 환자가 받는 내과  

외과  치료의 차이( 심정맥  혹은 A-line 여부, 수술의 

종류 등), 흡인을 시행한 의료진마다의 무균  술기  흡

인 술기 등의 숙련도 차이 등도 본 연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된다. 추후 상자 증원을 한, 험  

편견 요인을 보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폐쇄형 흡인 방식의 장 으로는 흡인시 인공호흡기와 단

이 없다는 과 의료인의 손으로 인한 균의 를 막을 

수 있다는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련되어 이미 많은 문

헌에서 폐쇄형 흡인 방식이 기계호흡 련 폐렴의 발생율을 

낮춘다고 보고하 으며, 본 연구 한 그와 유사하게 폐쇄

형 흡인 환자군에서 개방형의 환자군보다 반정량 으로 

찰시 객담배양검사 결과가 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으로 볼 때 환자의 기도 리에 있어 개방형 

흡인 방식 보다는 폐쇄형 흡인 방식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련하여 향후 조군 연구를 통한 규모 

조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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