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rpose: Despite increased effort for the detection of early colorectal cancer, advanced disease presenting as obstruction
or perforation still accounts for 8 to 29% and 3-8% of all colorectal cancers, respectively. The aim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the surgical methods, the complications, and the risk factors of obstructive or
perforated colorectal cancer that may influence the outcome.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in 60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who underwent surgery due to obstruction
or perforation from March 2000 to December 2005. The colorectal cancers were considered to be complicated when clinical
signs of peritonitis were observed, the radi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tumor did not permit preoperative mechanical bowel
preparation, or perforation existed, when these observations were confirmed by operative findings. The following data were
analyzed: clinical characteristics, surgical methods, complications, and risk factors.
Results: Thirty-three patients (55%) had obstruction, and 27 patients (45%) had perforation. Overall, major complications
occurred in 33.3% and 48.5%, respectively. The mortality rates were 6.1% and 14.8%, respectively. Risk factors for major
complication were age, perforation, and transfusion whereas those for mortality were perforation and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class.
Conclusion: The risk factors of complication were old age, transfusion, and perforation and those for mortality was perforation
and ASA class. Earlier diagnosis and prompt, intensive, careful management should be attempted in these high-risk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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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지만, 국내

에서도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에 의한 점차적으로 장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암의 다양한 자각증세 및 징후와 이러

한 증세를 변비 혹은 치질에 의한 것을 오인하여 자가치료함

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 폐쇄나 천공이 동반된 경

우가각각8-29%, 3-8%로보고되고있으며.1-4 이는응급수

술을 요하는 질환으로 예후 및 생존율에 있어 수술적 치료가

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5,6

지금까지합병증을동반한 장암의치료성적에 한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면,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수술 전후 환자처

Received : September 11, 2008 Accepted : April 7, 2009
Correspondence to : Won Cheol Park, M.D.

Department of Surgery, Wonkwang Universtity School of 
Medicine, 344-2 Sinyoung-dong, Iksan 570-711, Korea
Tel : +82.63-859-1496, Fax : +82.63-855-2386
E-mail : parkwc@wonkwang.ac.kr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07.

����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omplications and Mortality
after and Emergency Operation for Obstructive, Perforated Colorectal Cancer

Dong Baek Kang, M.D., Chang Yeol Shin, M.D., Jeong Kyun Lee, M.D., Won Cheol Park, M.D.
Department of Surgery, Digestive Disease Research, and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College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강동백ㆍ신창열ㆍ이정균ㆍ박원철

원광 학교 의과 학 외과학교실, 소화기질환 연구소 및 의과학연구소

폐쇄및천공을동반한 장암응급수술후합병증과

사망률발생위험인자분석

ORIGINAL ARTICLE



치 방법 등의 향상으로 합병증의 빈도를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부분의 여러 보고에서 계획된 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고령인경우가많으며, 폐쇄나천공에의해전신상

태가불량하고, 병기가진행되어있으며, 근치적절제율이낮

기때문에수술후주요한합병증발생률이높으며, 사망률도

5-38%에이른다.7-10 

본 연구는 폐쇄 및 천공을 동반한 장암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 수술적 치료, 합병증 및 사망률을

분석하고, 수술후합병증및사망률의위험인자를분석고찰

하고자하 다.

방 법

2000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장암으로

수술 받은 810명 중 의무기록을 토 로 폐쇄(n=33) 및 천공

(n=27)에 의한 응급수술을 시행한 60명(8.3%)의 환자를 후

향적조사를하 다. 임상증상(복부팽만, 오심, 구토), 방사선

학적 검사 및 수술소견을 토 로 폐쇄가 확인된 경우 폐쇄성

장암으로, 복막염 증상이 있고 수술소견상 천공이 확인된

경우 천공성 장암으로 구분하 다. 폐쇄의 경우 스텐트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으며, 수술 중 전향적 장세척(intraope-

rative antegrade colonic irrigatioin, IACI)을 시행하여 문

합부의 안정성을 고려해 단단계 수술 및 장루를 선택 시행하

다.

우측 장암은 맹장부터 횡행결장 근위부 2/3에 위치한 경

우로, 좌측 장암은횡행결장원위부1/3부터직장에위치한

경우로구분하 고, 창상합병증은장액종과같은경미한상처

문제를 제외한 근막이 벌어져 재봉합 경우로 정의하 으며,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수술 후 사망률로 정의

하 다. 천공성 장암은폐쇄로인한근위부천공(proximal

site perforation), 국소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Perforation by cancer itself with localized perito-

nitis), 범발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Perfo-

ration by cancer itself with generalized peritonitis)으로

구분하 고, 복강 내 분변의 오염 정도는 Hinchey 분류법에

따라 구분하 다.11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14.0. SPSS Inc.)을사용하 으며, 장암에의한폐쇄및천

공군간의임상적특성및수술적치료의비교는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위험인자 분석

은Cox’regression test를사용하 으며, P value 0.05 이하

를유의한것으로판정하 다. 

결 과

연령및성별분포

폐쇄성 장암 환자의 평균나이는 66.8세, 천공성 장암

은72세 으며, 남녀비는각각24/9명(72.7/27.3%), 13/14명

(48.1/51.9%)이었다(Table 1). 

증상의발현부터수술까지의시간

증상의 발현부터 수술까지의 시간은 내원 당일부터 한달까

지 다양하 으며, 폐쇄성 및 천공성 장암 모두 3일 이내인

경우가 각각 14명(42.4%), 1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에서 7일까지는 폐쇄성 장암 환자가 11명(33.3%), 천공

성 장암 환자가 6명(22.2%), 그리고 7일 이상은 폐쇄성

장암 환자가 8명(24.2%), 천공성 장암 환자가 3명(11.1%)이

었고, 평균값은6일이었다(Table 1).

임상증상및이학적소견

폐쇄성 장암 환자에서는 복통 33명(100%), 복부팽만 29

명(87.9%), 식욕감퇴33명(100%), 배변습관의변화30명(90.1

%), 직장출혈 3명(9.1%), 체중감소 8명(24.2%), 복부종괴 6명

(18.2%), 복부강직 5명(15.1%)의 임상증상 및 이학적 소견을

보 고, 천공성 장암 환자에서는 각각 27명(100%), 22명

(81.5%), 27명(100%), 20명(74.1%), 2명(7.4%), 7명(25.9%),

3명(11.1%), 24명(8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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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s  

Obstruction
(n=33)

Perforation
(n=27)

Total
(n=60)

Age (yr) 66.8 (31-87) 72.0 (36-94) 69.2 (31-94)

Sex (M/F, %) 24/9 13/14 37/23
(72.7/27.3) (48.1/51.9) (61.7/38.3)

Duration of symptom
<3 days 14 18 32
3-7 days 11 6 17
>7 days 8 3 11

Tumor location
Rt. colon (%) 10 (30.3) 6 (22.2) 16 (26.7)
Lt. colon (%) 23 (69.7) 21 (78.8) 44 (73.3)

Stage (AJCC)
II (%) 14 (42.4) 15 (55.6) 29 (48.3)
III (%) 11 (33.3) 9 (33.3) 20 (33.3)
IV (%) 8 (24.2) 3 (11.1) 11 (18.3)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동반질환

고혈압 8명(13.3%)과 폐질환 7명(11.73%)으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폐쇄성 장암 환자에서 고혈압 5명(15.2%), 고혈

압이아닌심혈관계질환2명(6.1%), 당뇨4명(12.1%), 폐질환

3명(9.1%), 뇌졸증 1명(3.0%), 만성 신부전이 1명(3.0%)으로

모두 16명(48.5%)이었고, 천공성 장암 환자에서는 고혈압

3명(11.1%), 당뇨 1명(3.7%), 폐질환 4명(14.8%), 뇌졸증 4명

(14.8%)으로모두12명(44.4%)이었다. 

종양의위치및병기

폐쇄성 장암의종양위치는우측10명(30.3%), 좌측23명

(69.7%)이었고, 천공성 장암에서는 각각 6명(22.2%), 21명

(78.8%)이었다. 폐쇄성 장암의 AJCC에 따른 병기에서는

II 14명(42.4%), III 11명(33.3%), IV 8명(24.2%)이었고, 천공

성 장암은II 15명(55.6%), III 9명(33.3%), IV 3명(11.1%)이

었다(Table 1). 

천공성 장암의천공부위

에스결장(13명, 48.2%)과맹장(5명, 18.5%)에서가장많이

있었으며, 장폐쇄로인한근위부천공인경우는맹장2명,

에스결장 3명, 직장 3명으로 모두 6명이었고, 국소성 복막염

을동반한암자체에의한천공은맹장2명, 상행결장1명, 에스

결장 4명으로 모두 7명이었으며, 범발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의한천공은맹장1명, 간만곡1명, 비만곡1명, 하행결

장2명, 에스결장6명, 직장6명으로모두14명이었다(Table 2). 

천공성 장암의천공크기

장 폐쇄로 인한 근위부 천공인 경우는 1-3 cm 경우가 4

명, 3 cm보다큰경우가2명있었고, 국소성복막염을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인 경우는 1 cm 미만이 5명, 1-3 cm 인

경우가 2명이었고, 범발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인경우는1-3 cm인경우가9명, 3 cm보다큰경우가5

명이었다(Table 2). 

천공성 장암의복강내분변의오염정도

장 폐쇄로 인한 근위부 천공인 경우는 Hinchey’s stage

III 2명, stage IV 4명이었고, 국소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

체에의한천공인경우는7명모두stage II 으며, 범발성복

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인 경우 stage III 10명,

stage IV 4명이었다(Table 2).

수술방법

전 예 모두 응급수술이 시행되었으며, 폐쇄성 장암에서

우측결장의근치적절제후문합한경우는8명(80%), 근치적

절제후근위부결장또는회장루조루술을시행한경우는없

었으며. 병소를남겨둔채근위부조루술을통한감압술을시

행한경우는2명(20%)이었고, 좌측결장암은각각12명(52.2

%), 9명(39.1%), 2명(8.7%)이었다. 천공성 장암에서는우측

결장암의 근치적 절제 후 문합한 경우가 3명(50%), 근치적

절제 후 근위부 결장 또는 회장루 조루술을 시행한 경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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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perforated colon cancer

Proximal site
perforation 

(n=6)

Total
(n=27)

Cancer 
itself with
localized
peritonitis

(n=7)

Cancer 
itself with

generalized
peritonitis

(n=14)

Perforation site
RC 2 2 3 7
LC 4 12 4 20

Perforation size
<1 cm 5 5
1-3 cm 4 9 2 15
>3 cm 2 5 7

Peritoneal contamination 
by Hinchey’s 
I 
II 7 7
III 2 10 12
IV 4 4 8

RC=right colon; LC=left colon.

Table 3. Surgical methods in patients with complicated colorectal
cancer 

Obstruction (n=33)

RC LC

Perforation (n=27)

RC LC

Resection & anastomosis 8 12 3 4
RHC or ERHC 8 3
LHC 2
AR 8 4
LAR 2

Resection & stoma 0 9 3 16
RHC or ERHC+PD 3
LHC+PD 1 2
AR+PD 2 5
LAR+PD 4 4
Hatmann’s procedure 2 5

PD only 2 2 0 1
Ileostomy 2
Colostomy 2 1

RC=right colon; LC=left colon; RHC=right hemicolectomy; ERHC=
extended right hemicolectomy; LHC=left hemicolectomy; AR=anterior
resection; LAR=low anterior resection; PD=proximal diversion.



(50%), 병소를 남겨둔 채 근위부 조루술을 통한 감압술을 시

행한 경우는 없었다. 좌측 결장암에서는 각각 4명(19.1%), 16

명(76.1%), 1명(4.7%)이었다(Table 3). 

주요합병증및사망

수술후주요한합병증발생은폐쇄성 장암에서11명(33.3

%) 발생하 고, 문합부 누출 1명(5%), 폐렴 1명(3%), 폐색전

증 2명(6%), 심부정맥 혈전증 1명(3%), 장폐쇄 1명(3%), 창상

합병증 5명(15%)이었다. 천공성 장암에서는 13명(48.2%)

의 합병증이 발생하 고, 문합부 누출 1명(14.3%), 폐렴 1명

(3.7%), 급성신부전1명(3.7%), 패혈증쇼크4명(14.8%), 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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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in relation to mortality 

Parameters OR 95% CI P value

Age
≤70 2.10 1.22-3.67 0.07
>70

Sex
Male 1.31 0.81-2.24 0.30
Female

Indication for surgery
Obstruction
Cancer itself perforation 3.45 0.95-6.82

0.004
Proximal site perforation 7.83 1.26-12.61

Duration of symptoms 
>7 days 
3-5 days 1.37 0.47-2.57

0.18
<3 days 1.68 0.86-3.94

Tumor location
Rt. colon 1.10 0.88-2.04 0.27
Lt. colon

Stage
II
III 1.17 0.74-2.88

0.34
IV 1.64 0.90-1.76

Transfusion
No 2.49 1.26-6.81 0.15
Yes

Associated diseases
No 1.90 0.90-4.97 0.09
Yes

ASA class
I-II 4.08 1.24-8.38 0.02
III-IV-V

Operation methods
Resection & anastomosis
Resection & stoma or 1.43 0.70-2.85 0.12
Colostomy only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ASA=American Society of Ane-
sthesiologists.

Table 5. Un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in relation to compli-
cations 

Parameters OR 95% CI P value

Age  
≤70  2.63 0.53-4.98 0.03
>70

Sex
Male 1.00 0.18-7.85 0.15
Female

Indication for surgery
Obstruction 3.88 0.53-3.42

0.01
Cancer itself perforation 5.37 1.56-11.30
Proximal site perforation

Duration of symptoms
>7 days 
3-7 days  1.54 0.87-2.36

0.07
<3 days 1.83 0.95-4.12

Tumor location
Rt. colon 1.93 0.45-2.14 0.24
Lt. colon

Stage
II
III 2.05 1.25-3.57

0.88IV 2.89 0.93-2.18

Transfusion
No 3.87 2.26-18.5 0.02
Yes

Associated diseases
No 0.88 0.24-3.97 0.13
Yes

ASA class
I-II 1.51 0.89-2.20 0.07
III-IV-V

Operation methods
Resection & anastomosis
Resection & stoma or 1.92 0.30-10.52 0.20
Colostomy only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ASA=American Society of Ane-
sthesiologists.

Table 4. Major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mortality

Obstruction
n (%)

Total
n (%)

Perforation
n (%)

Wound complication 5 6 11
Anastomosis leak 1 1 2
Pneumonia 1 1 2
Pumonary embolism 2 0 2
Prolonged Ileus 1 0 1
ARF 0 1 1
DVT 1 0 1
Prolonged septic status* 0 4 4

Mortality 2 (6.1) 4 (14.8) 6 (10)

*P=0.04.
ARF= acute renal failure; DVT=deep vein thrombosis.



합병증 6명(22.2%)이었으며, 천공성 장암인 경우 통계적으

로의의있게패혈증상태가오래지속되었다. 수술후사망원

인으로 폐쇄성 장암에서는 각각 폐렴 1명, 폐색전증 1명이

었고, 천공성 장암에서는4명모두패혈증이었다(Table 4). 

위험인자분석

가능한 예후인자로 환자의 나이, 성별, 폐쇄 및 천공여부,

증상 기간, 종양의 위치, 병기, 수혈여부, 동반질환, Ameri-

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점수, 수술방법을

상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 다. 수술 후 합병증

의 위험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혈을

한 경우 그리고 장 천공 시 증가하 으며(Table 5), 사망률

의 위험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ASA 점수가 높을수록

장 천공 시 발생위험도가 높았다(Table 6). 다변량 분석에서

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는 수혈을 한 경우와 장 천공 시 증

가하 으며, 사망률의 위험인자로는 ASA 점수가 높을수록,

장천공시발생위험도가높았다(Table 7). 

고 찰

최근 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장내시경이 보편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암에 의한 폐쇄 및 천공으로 응급수술

을받는경우가각각8-28%, 3-8%의높은빈도로보고되고

있다.1-4 이는서양화된식습관의변화, 수명연장에따른고령

인구 증가에 의해 장암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장암의다양한자각증세로인해변비나치질로오인하여자가

치료를하고, 환부에 한수치심으로내시경검사받기를꺼

려하는 경향이 있어 장암이 진행함에 따라 폐쇄 및 천공이

발생하여응급수술의빈도가적지않음을설명해준다.

폐쇄 및 천공이 동반된 장암의 연령은 60-70 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응급수술을 받은 장암 환자의 성별은

1.25:1-1.56:1로 남자에서 더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천공인

경우는 1:1.4로 여자에게 높은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4,10,12

본 연구에서도 장암에 의해 폐쇄 및 천공으로 응급수술한

환자의평균연령은69.2세 고, 남녀비가1.60:1이며, 천공인

경우는 1:1.08로 기존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

별및나이에의한수술후합병증및사망률위험도가다양하

게보고되고있으며,4,9,10,12 본연구에서는나이가고령일수록

합병증발생위험도가높았다(Odd ratio [OR]: 2.63, Confi-

dence interval [CI]: 0.53-4.98). 이는 고령 일수록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이 높으며, 면역력이 약화되

어합병증발생위험도가높다고설명되고있다. 본연구에서

는심혈관질환이나호흡기질환등이동반되어수술후합병

증 발생 위험도와는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심혈관 질환이

나 호흡기계 질환이 동반되어 장암의 응급수술 시 고령의

환자일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깊은치료가필요하리라생각된다. 

폐쇄 및 천공의 부위는 에스결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10,12,13 이는에스결장은다른부위보다내경이좁아

장암에의해조기에장폐쇄를일으킬수있으며, 이로인한천

공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폐쇄 및 천공이 좌측

장에서 각각 69.7%, 78.8%로 높게 발생하 다. Runkel

등14은 장암에 의한 장폐쇄 및 천공으로 응급수술한 후 합

병증 발생 이환율은 수술방법에 의해 좌우되며, 문합부 누출

이사망률과관련이높다고보고하 으며, Lee 등15은고식적

수술을시행한환자에서근치적수술을시행한환자보다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더 높다고 하 다. 장암에 의한 장 폐쇄

및 천공으로 응급수술 시에는 수술 전 장처치의 어려움이 있

어직장을포함한좌측결장인경우는병변절제후일차적문

합을 시행하기보다는 근위부 장루술을 시행하게 되고, 우측

결장인 경우는 부분 일차적 문합을 시도하며, 문합부 보호

를위해근위부우회술을시행하게된다. 본연구에서도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수술되어졌으며, 특히 천공이 동반된 우

J Korean Soc Coloproctol 2009:25(3):165-71

169강동백 외: 폐쇄 및 천공을 동반한 장암 응급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 발생 위험인자 분석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in relation to compli-
cations and mortality 

Parameters OR 95% CI P value

Complications
Age
≤70 2.10 1.22-3.67 0.07
>70

Indication for surgery
Obstruction
Cancer itself perforation 3.05 0.82-8.72 0.04
Proximal site perforation 4.81 1.34-12.5

Transfusion
No 3.89 1.47-6.92 0.03
Yes

Mortality
ASA class

I-II 5.57 1.76-9.04 0.01
III-IV-V

Indication for surgery
Obstruction
Cancer itself perforation 2.99 0.90-4.83

0.009
Proximal site perforation 5.74 1.15-9.47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ASA=American Society of Ane-
sthesiologists.



측 장암의경우병변절제후일차적문합을시행하고문합

부 보호를 위해 근위부 우회술이 50%의 높은 비율로 시행되

어졌는데, 이는 폐쇄로 인한 근위부 천공 1명과 범발성 복막

염을동반한암자체에의한경우의2명으로천공의크기가모

두3 cm 이상으로크고복강내분변의오염정도가심하여안

전한 문합부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어졌다. 최근 장암에 의

한장폐쇄가동반된경우스텐트를이용한감압및장세척을

시행하고, 동반된질환, 탈수, 전해질불균형등의전신상태가

호전되고질병의범위를파악후계획된수술시일차적문합

이 가능하고, 합병증 및 사망률 발병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

다.16,17

많은 보고에서 천공이 동반된 장암 자체가 합병증 및 사

망률발생위험이높아독립된예후인자로규명하 고,10,18-20

보다 진행된 병기를 갖는 것을 보고된 바가 있으나,10,18 몇몇

의보고에서는예후와관련이없음을보고하 다.21,22 장폐쇄

를동반한경우의3과4병기가57.5%, 천공이동반된경우의

3과 4병기가 44.4%로 장 폐쇄를 동반한 경우가 천공을 동반

한경우보다낮은병기를보이고있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

지않았다. 이는천공이발생하기전까지질병진행을알지못

하다가 증상이 발생된 후에야 수술하게 되어 높은 병기를 보

이는것으로생각되며, 장폐쇄인경우는배변습관빛복부팽

만이점차적으로진행되기때문에천공인경우보다 개빠른

시기에 진단되어 비교적 낮은 병기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후합병증발생은폐쇄를동반한경우11명(33%), 천공이

동반한 경우 13명(48.1%)로 천공이 동반한 경우 다변량 분석

에서 암자체에 의한 경우(OR: 3.05, CI: 0.82-8.72), 근위부

천공인 경우(OR: 4.81, CI: 1.34-12.5)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독립된예후인자로보 다. 폐쇄및천공이있는 장암

수술후사망률은5-38%까지다양하게보고되고있으며,7-10

Alvarez 등9은 천공인 경우 29%의 사망률, 폐쇄인 경우 11%

의 사망률을 보고하 고, 부분의 보고에서 천공 자체로 인

한 변의복막염과, 고령의환자에서이차적감염이많아폐

쇄성 장암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다.7.9,10,23 본 연

구에서는 폐쇄성 장암에서 2명(6.1%), 천공성 장암에서

4명(14.8%) 발생하 으며, 천공인 장암의사망률이폐쇄성

장암인경우보다높았으나통계적의의는없었다. 

Houbiers 등24과 Tartter 등25은 수술 도중의 수혈은 장

수술후세균감염을증가시켜수혈하지않은환자에서보다합

병증 발생이 높아 독립된 합병증 발생 위험인자임을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혈을 받은 환자의 다변량 분석(OR:

3.89, CI: 1.47-6.92)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독립된 위

험인자로보 다.

본연구에서 장폐쇄및천공에의한 장암응급수술후

발생하는 합병증 및 사망률의 위험인자를 종합해보면, 고령,

수혈을한경우, 장천공에의한경우에합병증발생위험도

가높았으며, 장천공에의한경우와ASA 점수가높은경우

에사망률의발생위험도가높았다. 

이는 여러 다른 보고의 합병증 및 사망률의 발생 위험도와

비슷하 고,9,10,26,27 본 연구에서는 고령은 합병증 발생 위험

도와관련이있지만, 사망률의위험인자로나타나지않았는데

이는고령에서호흡기질환과심혈관질환이많이동반되어있

어합병증발생위험도가높았으며, 이에 한집중적이고적

절한처치로사망률발생위험도를낮추었다고생각한다.

특히천공성 장암중 장암폐쇄로인한근위부천공과,

범발성 복막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은 국소성 복막

염을 동반한 암 자체에 의한 천공보다 천공의 크기가 크고,

Hinchey 분류법에복강내분변의오염정도가매우높아수

술후합병증및사망률발생이높으며, 본연구에서도천공성

장암 사망 환자 4명 모두 장암 폐쇄로 인한 근위부 천공

과, 범발성복막염을동반한암자체에의한천공환자에서발

생하 다.

결 론

폐쇄와 천공을 동반한 장암 수술의 합병증 발생 위험인

자로 보인 고령, 수혈을 한 경우 그리고 장 천공인 경우와

사망률 발생 위험인자로 보인 장 천공인 경우와 높은 ASA

점수인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광범위 항생제, 중환자실 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장암

폐쇄로인한근위부천공과, 범발성복막염을동반한암자체

에의한천공이의심될경우, 빠른진단과적극적인소생술로

특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더욱 철저한 치료계획을 통해

수술후좋은예후를기 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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