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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taken a toll on human lives and health 
systems worldwide and is still affecting all medical practices years later. In particular, much 
medical staff had to sacrifice in areas where the medical system was overload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outbreak and the resulting shortage of medical resources. In the future, another 
pandemic disease seems to emerge, which should threaten otolaryngologists inevitab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iral aerosolization and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VID-19. These 
can guarante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for the patients during the pandemic and protect 
the safety of our medical staff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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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세계 곳곳을 휩쓸었던 중증 호흡기 감염증은 2003년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1, SARS-CoV-1), 2009년 신종플

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2012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

spiratory syndrome, MERS), 그리고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ARS-CoV-2) 등을 들 수 있다[1]. 특히 과거 SARS-

CoV-1, MERS-CoV, 그리고 현재의 SARS-CoV-2 모두 그 원인체가 코로나바이러스

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Table 1). 다만 SARS-CoV-1과 MERS의 경우 낮은 

파급속도와 10%-30%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던 반면 COVID-19의 경우 매우 빠른 확

산 속도와 비교적 낮은 치사율로 전세계 유행을 초래하였다. 2020년 3월 11일 WHO는 

COVID-19를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현재까지 약 

6.2억 명이 이환되어 6.6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유행기간 동

안 최일선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처하는 의료진, 특히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경우 

환자를 통한 호흡기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4]. 비록 COVID-19의 경우 

현재 대유행에서 풍토성(endemic) 질환으로 잦아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년 후에는 또다른 종류의 호흡기감염질환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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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본      론

전세계 의료진들의 COVID-19 감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COVID-19 환자에 의한 

의료진들에게의 전파는 2020년 1월경 경접형동 접근(trans-

sphenoidal approach) 수술에 참여한 다수의 의료진들이 독

감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5,6]. 이

후 중동 및 유럽을 거쳐 미국 및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0년 3월초 중국과 교류가 많았던 이탈리

아 북부도시 롬바르디아 지역의 경우 COVID-19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7]. 상대적으로 호흡기질환 전파를 막기 위한 의

료자원이 충분치 않은 제한된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들은 보

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 환자들과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자를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

에까지 놓였었다. 당시 의료진 또한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

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호흡기질환의 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의사들의 사망률이 40%

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진으로의 전파감염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8].

위험인자 노출에 대한 제어순위 

현재까지는 이비인후과 진료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및 컨

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권고한 

위험인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들의 유효성 순위는 다음과 같다[9]. 원인의 물리적 제거

(elimination) → 검사 방법 대체(substitution) → 위험으로

부터 격리(engineering controls) → 근무방식 변화(admin-

istrative controls) → 개인보호구 착용(personal protec-

tive equipment, PPE)의 순으로 점차 그 유효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Fig. 1). 특히 N95 마스크, 장갑(gloves), 눈 보호

대(eye protection goggles), 가운(gown) 등과 같은 개인보호

구들의 착용이 의료현장에서는 필수적이나 그 효율이 물리

적 제거나 검사 방법 대체 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염원을 내포한 에어로졸 형성 

호흡기를 통한 비말 전파 및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에어로

졸(aerosol)은 ‘aero-solution’의 줄임말로서 공기 중에 떠있

는 미세한 고체나 액체 입자를 일컬으며, 그 크기는 5-10 μm

이다. 바이러스는 평균적으로 0.1 μm로서 호흡기점막으로부

터의 비말 발생을 통해 에어로졸에 부착된 상태로 감염을 전

파한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약 30분간 부유상태를 유지

할 있으며, 주위 물체 등의 매개체(fomites)에 떨어져 수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 그 결과 원내 감염은 환자

를 통한 직접 전파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진이 사용한 보호구

에 부착한 에어로졸에 의해서도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에어로졸을 호흡기점막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호

Table 1. Comparison of the Coronaviruses

SARS-CoV-1 MERS-CoV SARS-CoV-2
First identified location Guangdong, China Jeddah, Saudi Arabia Wuhan, China
Route of transmission Close contact, droplets, 

airborne
Close contact, droplets, 

airborne
Contact, droplets, 
fomites, airborne

Incubation period (median)/day 3.8–5.8 (4.6) 2.0–13.0 (5.2) 3.0–6.0 (4.0)
Peak viral load from the symptoms onset 7–10th days 14th day 4–5th days
Nosocomial infection Yes Yes Yes
Case fatality rate 9.6% 34.4% 0.1%–5.2%
SARS-CoV-1,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1; MERS-CoV, Middle Eastern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Most
effective

Elimination

Substitution

Engineering controls

Administrative
controls

PPE
Least

effective

Fig. 1. Controlling exposures to hazards in the workplace is vital 
to protect workers. The hierarchy of controls has five levels of ac-
tions to reduce or remove hazards. The preferred order of action 
based on general effectiveness is demonstrated. PPE, personal pro-
tective equipment. Modified from Sehgal et al. Front Public Health 
2021;9:7478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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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 점막 기류의 압력(airflow pressure)이 필요하다. 에어로

졸의 발생 정도와 입자의 크기는 기류의 압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며, 강한 압력의 기류가 발생할수록 에어로졸의 발

생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침의 경우 에어로졸은 약 70 

cm부터 최대 2 m까지, N95가 아닌 단순마스크를 착용 후 기

침을 하는 경우에도 양을 줄일 수 있겠으나, 30 cm까지 퍼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비강 내 호흡기 점막에 대한 드릴 시술

(drilling procedure)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재채기나 기침 반

사 및 비강 내 스프레이 분무 등은 고압의 기류를 유발함으

로써 에어로졸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의학적 처치들이 얼마만큼의 에어로졸을 발

생시키는 시술(aerosol generating procedure)인지를 정량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감염 전파

의 위험성이 있는 에어로졸의 발생 정도를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에어로졸의 발생을 줄이는 가이드라인 및 에

어로졸 발생 이후의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Matos 등[10]은 사체, 성인, 소아 및 마네킹 모델들을 대상

으로 호흡과 발화, 재채기와 같은 행동양식과 이비인후과에

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따른 에어로졸의 발생정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각 프로세스에 대한 컨센서스를 기

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은 발화(speech), 재채

기(sneeze), 호흡(breathing), 강직형 및 굴곡형 비강내시경 

및 비강내 스프레이 분무 등은 에어로졸 발생과 연관이 있음

에 동의하는 반면, 강직형 및 굴곡형 후두경 검사 자체는 에어

로졸 발생과 관련이 없음에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다[11-18]. 

따라서 후두 및 비강 내시경 검사 자체보다는 검사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기침 및 재채기 반사로 인해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강내 마취가 

필요한 경우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면 거즈(cotton pled-

get) 등을 통한 점적 마취로 변경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14].

COVID-19 당시 이비인후과 진료 지침 컨센서스

2020년 3월 미국후두음성학회(American Laryng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한 화상회의를 통해 COVID-19 대유

행 상태에서 이비인후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14]. 당시에 호흡기감염질환의 전세계 유행에 대처하기 위

한 이비인후과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였던 상태로, 이에 호

흡기 및 소화기 내시경 시술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술하

였다[19-24].

1) 굴곡형 후두경 검사는 환자증상이 위중한 경우나 감염 

및 악성 질환에 이어 2차적인 기도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객혈 및 연하통 등, 검사소견이 환자 관리에 즉각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한다. 두경부 종양 및 

림프절 비대 그리고 경증 기도폐쇄의 경우 후두경 검사에 대

한 대안으로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초음파를 고려해야 한다.

2) 굴곡형 후두경 검사 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야 하며, 시술 전에 COVID-19에 대한 현재 RT-PCR 검사는 

위음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5]. 가능하다면 

환자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양성 반응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격

리가 해제되었거나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후두경 

검진을 연기해야 한다. 또한 진료실에 입실하기 전 대표적 호

흡기 증상에 대한 문진뿐만 아니라 여행력에 대한 확인 및 

체온 측정을 권장한다.

3) COVID-19 감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환자라도 의심해야하며 검사 인원을 필수요원으로 한정하고 

음압실 또는 지정격리실에서 시술하는 등 적절한 격리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4) COVID-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의 경우, 시

술자는 표준 개인 보호 장비(PPE)인 눈 보호대, 가운, 장갑 외

에 동력식 공기 정화 호흡기(powered air-purifying respira-

tors)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장 경험이 많은 

시술자만 방에 있어야 하며, 잠재적 노출을 줄이고 가용 PPE

를 절약하기 위해 시술자 이외의 관찰자는 퇴실해야 한다. 

COVID-19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라도 위음성 검사 

가능성으로 N95 마스크 착용이 지속적으로 권장된다.

5) 바이러스의 에어로졸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분무 마취보

다는 젤을 통한 점적 마취를 선호한다.

6) 이비인후과의사는 후두경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취한 

모든 단계에서 모든 환자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환자 상

호 작용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출처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

생을 실천해야 한다.

7) 후두경 소독은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기관지경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 중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감염 사례가 있

었다[26]. 내시경 재처리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을 이용한 가스 소독, 이소프로필 알

코올(isopropyl alcohol),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또는 올소-프탈알데히드(or-

tho-phthalaldehyde) 등을 이용한 화학소독 등 매우 다양하

다. 바이러스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의 표준지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소독이 권장된다[27]. 굴곡형 후두경의 손잡이

에 대한 소독 역시 중요하며 사용한 후두경은 직간접 감염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담아 검사실 밖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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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유연한 후두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검사실 내의 모든 노

출 표면을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28].

소아환자

Bann 등[29]에 의하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

는 백신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가급적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검진을 하지 않거나 연기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노출 및 전파

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아환자의 경우 증

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발현 이전에 이미 강한 전파력을 

보일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유행 시

기에는 호흡유지 등과 같은 응급 및 준 응급처치에 준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검진을 회피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보호구의 착용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에어로졸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후두경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으나 불가피하게 시

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30]. 이때 개인 보호구는 단계 및 술기의 시간 

및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Table 2).

1단계 개인보호장비(PPE)는 단순 약물치료를 위해 내원하

였거나 에어로졸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 비강과 구강 검진 및 

검사를 통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착용할 수 있다

[3,31]. 의료진은 후두 및 비강 내시경을 통한 검진, 호흡기점

막에 대한 분무기 사용 및 기관 절개구를 통한 시술 등으로 

에어로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단계 개인보호구 착용을 해

야한다[30,32,33]. 추가적으로 장시간 에어로졸에 노출되는 시

술의 경우 및 전술한 바와 같이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고

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3단계 개인보호구가 필요하다[30,32].

SARS-CoV의 원내감염 위험성 

2020년 9월 Kay 등[8]은 SARS-CoV-1과 2의 유행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 시술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들의 원내 

감염 보고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SARS-

CoV-1의 경우 총 5예의 연구 중 기관삽관(intubation)이 5/5, 

기관내시경(bronchoscopy)이 2/5, 그리고 내시경하 기관삽

관(endoscopic-assisted intubation)은 1/5의 전파율을 확인

하였다[8]. 이에 총 1143명의 고위험(high-risk exposure) 의

료종사자 중 201명이 감염되어 17.6%의 이환율을 보였다. 

COVID-19인 SARS-CoV-2의 경우 SARS-CoV-1의 전례에 

따른 경각심 때문인지 총 121명의 중등 및 고위험(moderate 

to high-risk exposure) 의료종사자 중 단 3명만이 감염되어 

이환율 2.4%임을 보고하였으며, 이들 모두 마스크나 안전 고

글 및 가운 등을 불완전하게 착용한 상태로 기관삽관을 시

행했던 증례였음을 보고하였다. 두 경우 모두 굴곡형 후두내

시경에 따른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결      론

COVID-19 대유행은 전 인류의 삶과 전 세계의 의료시스

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수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모든 의료

행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생 초기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유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료자원 부족을 겪었던 

지역에서는 많은 의료진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향

후 또 다른 팬데믹 질환은 필연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는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재까지 후두내시경 검사 자체에 의한 에어로졸의 발생 및 감

염전파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검사에 따른 기침과 분무기 

사용으로 인한 에어로졸의 발생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본인 및 동료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어로졸의 발생 및 이를 막기 위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해

와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levels for health care workers during COVID-19 pandemic

Level 1 Level 2 Level 3
Surgical mask N95/FFP2 PAPR or N95/FFP2+surgical mask
Gown Water impermeable gown Gowns:

  1. Coverall+gown
  2. Water impermeable gown

Gloves Double gloves Double gloves
Face shield/goggles Goggles/face shield Goggles+face shield
Head cover (optional) Head cover, including neck protection Head cover, including neck protection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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