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rpose: A multidisciplinary program for early recovery after colorectal surgery has been developed continuously since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tandardized postoperative enhanced recovery program
(SPERP) after a colorectal resection. 
Methods: The patients undergoing laparoscopic colorectal re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were cared for by using the SPERP
after surgery. The comparison group consisted of patients who had undergone similar surgery before establishment of the
SPERP.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operation methods, operation time,
blood loss, amounts of intravenous fluid and intravenous antibiotics, complications, postoperative hospital stay, readmission
rate, and reoperation rate.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being treated with the standardized postoperative recovery program, the standardized group
(SG), was 63, and that of the traditional group (TG) was 61. Even though the day of oral feeding (1.02 vs. 2.67 days) was
faster in the SG, the day of flatus and defecation was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in
the SG (6.76 days)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in the TG (10.43 days). The total amount of intravenous fluid after
surgery in the SG was 8,574.75 mL, compared with 19,568.22 mL in the TG. The duration of intravenous antibiotics was 2.69
days in the SG and 7.38 days in the TG (P=0.0001). The rates of complication (27.0% in SG vs. 39.3% in TG), reoperation
(3.17% vs. 9.84%), and readmission (7.94% vs. 6.56%) did not in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Conclusion: The standardized postoperative recovery program reduced the amounts of postoperative intravenous fluid and
antibiotics and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without increasing either complications or the readmission rate.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of this progra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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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절제수술을받고나면신체에많은변화가일어나게된

다. 통증, 오심구토, 장 마비, 염증반응, 이화작용, 면역체계

의 변화, 심폐기능 저하, 응고장애, 수액조절의 변화, 수면장

애, 피로등이러한일련의변화들을표준화되고통합된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회복을 촉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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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장직장절제술후표준화조기회복프로그램이

환자회복과치료에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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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2000년들어활발하게이루어져오고있다.1-6 표준

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은 수술 후, 합병증을 포함하여 입원기

간을 길게 만드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기능회복을

촉진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 입원기간, 비

용을 줄여 병원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7,8 이러한 프로그램은 multimodal rehabilitation pro-

gram,1 fast track postoperative management,9 accel-

erated postoperative recovery program,10 그리고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surgery11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리며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입원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논문들이 최

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12-18 하지만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사용되어지고 있

는 국가에서도 여러 제한점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지지 못하

는상황이다.19-21

최근 수술 후 조기회복 프로그램에 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증 되고 있어 저자들은 장직장암 환자에 하여 복

강경 장 직장 절제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이 실

제 국내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장직장암으로복강경 장직장절제술을받은환자중에

서,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환자(2008년 3월-

2009년 3월)와 표준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간

(2005년 3월-2006년 5월)의 환자(비 표준화 환자)에 하여

환자의특성, 수술방법, 수술시간, 출혈량, 수액사용기간, 수

술후사용된총수액량, 항생제사용기간, 합병증, 입원기간,

재입원율, 재수술등을비교분석하 다. 응급환자, 미국마취

의협회분류(ASA grade) 3 이상인환자, 장루만조성한환자,

그리고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는 비교 상에

서제외하 다. 합병증발생으로수액및항생제치료를15일

이상 받은 환자는 수액통계에서만 제외하 다. 통계처리는

Graphpad 프로그램(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unpaired t-Test와 Pearson Chi-

square 그리고 최소 기 빈도가 5 이하인 경우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 다. P<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판단하 다.

한솔병원표준화조기회복프로그램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수술방법, 수술 후 회

복 프로그램과 회복과정을 설명하 고 동의서를 받았다. 수

술하루전입원하여장세척(sodium phosphate, 45 mL)을

시행하 고진통제나분비물을줄이기위한약물투여와같은

수술 전 전처치나 비위관 삽입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중

체온을유지하기위하여보온담요등을사용하 고복강경수

술을통하여상처의크기를최소화하 으며피부는피하봉합

을시행하고국소마취제를투여하여통증을최소화하려고하

다. 장운동회복과 관계없이 조기 음료와 식사를 허용하

다. 수술 4시간 후 음료를 허용하 으며 다음날 섭취 음료의

양을 늘리고 오심, 복통과 팽만감이 없으면 수술 이틀째 미

음, 다음날 죽으로 전환하고 수술 나흘째 정상식을 제공하

다. 수액은수술당일2.5 L, 수술중1 L (5 mL/kg/hr), 다음

날2 L를투여하고수술이틀째수액투여를중지하 다. 수술

당일부터 가능한 한 운동을 장려하 고 배뇨관은 수술 다음

날 제거하 다. 2일간 예방적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고 모든

환자에게 자가 조절 진통제(intravenous patients control

anesthesia)를 사용하 다. 이후 비마약성 경구용 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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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ized postoperative enhanced recovery pro-
gram after a colorectal resection at Hansol Hospital

Management

Preoperative-one day Education for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surgery

Sodium phosphate (45 mL) for bowel 
preparation 

Operation day No premedication
Sips of water 
Intravenous fluid 2.5 L
Patients control anesthesia
Prophylactic antibiotics
Ambulation

Postoperative first day Enhanced sips water 
Intravenous fluid 2 L
Prophylactic antibiotics
Ambulation

Postoperative Liquid diet, no intravenous fluid, no antibiotics
second day Oral non-opioid analgesics

Postoperative third day Soft diet, ambulation 
Discharge order
Analysis of patients’ results

Discharge criteria No abdominal discomfort after diet
Passage of flatus or stool
Tolerable pain control with oral analgesics
No fever
Good telephone connection 
Satisfaction for discharge order 



이틀간 사용하고 이후는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사용하 다.

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하제(MgO)를 경구투여하

다. 복강내 배액관은 필요 시 삽입하 고 퇴원당일 제거하

다. 환자퇴원후회복결과를분석하고재평가하는과정을거

쳤다(Table 1). 

퇴원기준

수술 후 정상적인 식사에 불편감을 가지지 않거나 배변이

이루어진 상태, 통증이 경구용 진통제에 잘 조절되고 퇴원지

시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퇴원 시 열이 없고 퇴원 후 병원

과연락이원활할경우를기준으로삼았고이들중세가지이

상을 만족하면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 다. 환자에게 퇴원

후 배변장애, 복통, 발열이 있는 경우 병원으로 반드시 연락

하거나방문하도록설명하 다.

결 과

환자의특성

상환자는표준화회복프로그램환자가63명, 비표준화

그룹 환자가 61명이었다. 두 군 간의 나이, 남녀 비, 그리고

체질량 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든 수술은 복강경으로 이

루어졌으며 개복 전환된 예는 없었다. 수술의 분포에 있어서

는 비 표준화 그룹에서 복회음 절제술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외다른수술의분포는비슷한양상을보 다(Table 2). 

수술경과

수술시간은표준화그룹이짧았고(172.78분vs. 200.67분,

P=0.0021) 출혈량은 표준화 그룹이 많았다(86.98 mL vs.

63.11 mL, P=0.0085). 음료의 허용은 표준화 그룹이 짧았으

나(1.02일vs. 2.67일, P=0.0001) 가스(1.21일vs. 1.40일, P=

0.3881)나 변 배출시기(2.93일 vs. 2.76일, P=0.6253)는 비

표준화그룹과차이가없었다. 수술후수액의총량은표준화

그룹(8,574.75 mL)이비표준화그룹(19,568.22 mL)보다유

의하게 적었고(P=0.0001) 항생제 주사 투여량도 표준화 그

룹이 2.69일로 비 표준화 그룹(7.38일)보다 적게 투여되었다

(P=0.000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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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tandardized
group*

Non-standardized
group�

P-
value

Number 63 61
Age (yr) 58.54±11.43 59.49±14.84 0.6892
Sex (male:female) 45:18 33:28 0.0627
Body mass index (kg/m2) 23.13±3.02 23.07±2.56 0.9128
Operation
Right colectomy 8 8 1.0000
Left colectomy 2 2 1.0000
Transverse colectomy 1 1 1.0000
Anterior resection 18 14 0.5408
Low anterior resection 32 28 0.5955
Abdominoperineal resection 1 8 0.0160
Total colectomy 1 0 1.0000

*Patients treated with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Patients treated without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Table 3. Outcomes of operation

Standardized
group*

Non-standardized
group�

P-
value

Operation time (min) 172.78±57.44 200.67±38.36 0.0021
Blood loss (ml) 86.98±63.11 63.73±22.35 0.0085
Sips of water (day) 1.02±1.96 2.67±1.27 0.0001
Flatus (day) 1.21±0.58 1.40±1.57 0.3881
Defecation (day) 2.93±1.62 2.76±2.05 0.6253
Total IV fluid (mL) 8,574.75±5,666.35 19,568.22±5,999.61 0.0001
Duration of IV fluid 3.24±1.91 7.94±2.44 0.0001

administration (day)
Duration of antibiotics 2.69±1.28 7.38±1.68 0.0001

(day)
Hospital stay (day) 6.76±4.26 10.43±4.46 0.0001

*Patients treated with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Patients treated without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Table 4. Complications

Standardized
group*

Non-stan-
dardized group�

P-
value

Complications 17 (27.0%) 24 (39.3%) 0.1820
Wound infection 0 7 0.0058
Urinary retention 0 6 0.0124
Postoperative ileus 12 3 0.0252

Primary postoperative ileus 5 �

Early postoperative small 6 3
bowel obstruction

Mechanical obstruction 1 0
Anastomotic leakage 2 5 0.2690
Others 3 3 1.0000

Intraabdominal abscess 0 1
Fever 1 1
Bleeding 1 0
Subcutaneous emphysema 1 0
Pulmonary complications 0 1

*Patients treated with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Patients treated without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No identification.



합병증과재입원율

합병증발생은표준화그룹(17예, 27.0%)이비표준화그룹

(24예, 39.3%) 보다 적게 발생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1820). 하지만 상처감염은 표준화 그룹에서 한 예도

없었으나비표준화그룹에서는7예로, 의미있게줄어든것으

로 나타났고(P=0.0058) 배뇨장애도 표준화 그룹에서는 발생

하지않았으나비표준화그룹에서6예로유의한차이를보

다(P=0.0124). 일차 장 마비, 수술 후 조기 소장 폐색, 장 폐

색을모두포함하는장마비에있어서는일차장마비가비표

준화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당시에는 일차 장 마비를 확인하

지않았슴) 표준화그룹에서많은것으로나타났다(P=0.0252).

문합부누출은양군간차이가없었다(Table 4). 재수술은표

준화 그룹에서 2예(3.17%: 문합부 누출 1예, 장폐색 1예), 비

표준화 그룹에서는 6예(9.84%: 문합부 누출 4예, 복강내 농

양1예, 소변저류1예)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P=0.1603). 소

변저류 환자에 하여서는 경피적 방광 요루술이 시행되었

다. 재 입원율은 표준화 그룹이 5예(7.94%: 장 마비 3예, 장

폐색1예, 발열1예)로비표준화그룹4예(6.56%: 장마비2예,

상처감염 1예, 발열 1예)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수술후입원기간

수술 후 입원기간은 표준화 그룹이 평균 6.76일(중간 값 6

일)로 비 표준화 그룹의 평균 10.43일(중간 값 9일)보다 의미

있게 짧았다(P=0.0001). 수술 후 5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도

표준화그룹에서는47.6% 으나비표준화그룹에서는한명

J Korean Soc Coloproctol 2010:26(3):225-32

228 Yong Geul Joh, et al. : Standardized Postoperative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a Laparoscopic Colorectal Resection

Standardized group* Non-standardized group� P-value

Re-operation 2 (3.17%) 6 (9.84%) 0.1603
Anastomotic leakage 1 Anastomotic leakage 4
Mechanical obstruction 1 Intraabdominal abscess 1

Urinary retention 1

Re-admission 5 (7.94%) 4 (6.56%) 1.0000
Primary postoperative ileus 3 Primary postoperative ileus 2
Mechanical obstructiuon 1 Wound infection 1
Fever 1 Fever 1

*Patients treated with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Patients treated without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Table 5. Causes of readmission and reoperation

Table 6. Reasons for delayed discharge after discharge order

Discharge 
order day

(postoperative 
days)

Discharge 
day

(postoperative 
days)

ReasonPatient

1 6 9 Rest
2 5 7 Rest
3 4 11 Distant home
4 5 6 Family visit
5 5 10 Rest
6 4 7 Anxiety
7 4 6 Anxiety
8 4 5 Anxiety
9 4 33 Anxiety (Anastomotic

leakage at POD7)
10 5 10 Rest

Hospital stay (days)
Standardized 
group* (%)

Non-standardized 
group�(%)

3-5 47.6 0
6-8 33.3 41.0
9-11  11.1 32.7
12-14 3.2 8.2
More than 15 3.2 13.1

N
um

be
rs

25

20

15

10

5

0
1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5

Hospital stay (days)

Standardized group
Non-standardized group

*Patients treated with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Patients treated without standardized 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colorectal resection.

Fig. 1. Comparison of hospital stay after colorectal resection bet-
ween patients with the enhanced recovery program and the tradi-
tional program.



도없었다. 또한12일이상입원한환자도표준화그룹은6.4%

으나 비 표준화 그룹은 21.3%를 보 다. 비 표준화 그룹의

퇴원곡선과비교하 을때표준화그룹의퇴원곡선은왼쪽으

로, 높은꼭지점을가지며이동한것을볼수있다(Fig. 1). 퇴

원을지시하 으나16.4%의환자는요양, 불안감, 먼거리거

주등을이유로입원기간연장을원하 다(Table 6). 

고 찰

장 절제술 후 나타나는 많은 신체 변화들(통증, 오심구토,

장 마비, 염증반응, 이화작용, 면역체계의 변화, 심폐기능 저

하, 응고장애, 수액조절의변화, 수면장애, 피로등)을연구하

고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과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1-6 1995년 덴마크의 Kehlet2이

복강경 장절제술후환자의빠른회복을위한다각적노력

의 결과를 보고하 고 1999년에는 수술 후 다양한 재활 프로

그램(multimodal rehabilitation program)을 통해 개복 에

스결장절제술후입원기간2일이면회복이가능하다는연구

결과를발표함으로써수술후조기회복프로그램의중요성을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하 다.2 이후 유럽 5개국 전문가가 모

여 결성한 연구회(Enhanced Recovery Program after

Surgery Group)는그동안발표된 장절제술후회복을촉

진할수있는치료방법들을모아분석한뒤하나의통합프로

그램을만들어 장절제술후표준화조기회복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임상에 적용하 다.11,22 여기서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주요요소17개를소개하 는데입원전환자에 한교

육과상담, 마취2시간전까지음료, 6시간전까지죽을허용,

수술전전처치하지않음, 항응고처치, 예방적항생제, 경막

외 마취를 포함한 표준 마취 프로토콜, 최소 절개선, 체온 유

지, 비위장관사용제한, 수액제한, 제한된배액관사용, 빠른

배뇨관 제거, 오심구토 예방,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 제

한, 조기 식사 및 운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프로그램은수술후합병증을포함하여입원기간을

길게만드는장벽들을제거하고정상적인기능회복을촉진함

으로써환자의만족도를높이고합병증, 입원기간, 비용을줄

이고병원시설의이용도를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7,8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병증과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 발표되었고 점차 확 되

고있다.12-15,17,18,23

Zargar-Shoshtari 등13은 조기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

기간을6.5일에서4일로줄이고요로감염, 장마비, 심폐합병

증을 의미있게 줄이면서도 재입원율(12% vs. 14%)이나 문합

부 누출(8% vs. 6%) 등의 합병증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 다. Schwenk 등14은무작위, 전향적연구에서이프로그

램을 통해, 입원기간은 9일에서 5일로, 합병증은 49.3%에서

20.1%로 줄이면서도 재입원율은 각각 3.9%와 2.7%로 늘어

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고 Muller 등15도 독일에서 24개 병

원이참여한다기관연구에서조기회복프로그램을적용하여

입원기간은 40%, 합병증은 47-59%까지 줄일 수 있었고 재

입원율은 3.9%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조기회복

프로그램의 확 를 주장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조기회복

프로그램의 적용 순응도는 80-85%에 이를 만큼 높았다. 하

지만 이런 높은 순응도가 반드시 입원기간의 단축으로 연결

되는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Zargar-Shoshtari 등13은환

자의 80-90%에서 프로그램 순응도를 보 지만 3일 이내 퇴

원한 환자는 40%에 불과하 다고 보고하 다. Delaney 등12

은 복강경 장 직장 절제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70%의환자를3일안에퇴원시킬수있었으며합병

증20.3%, 재입원율 8.5%로 위험도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 고 직장암 환자의 분석24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장 마비와 통증을 줄이기 위

해 유럽에서 사용하는 경막외 마취 신 자가 조절 진통제

(intravenous patients control anesthesia)를 사용하 고

장 세척을 시행한다는 점이 유럽의 조기회복 프로그램과 차

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도 장 직장 절제술 후 표준화 조

기회복프로그램을적용하여입원기간은3일정도줄일수있

었고항생제와수액사용량도통계적으로의미있게줄일수있

었다. 수술 후 합병증, 재입원이나 재수술은 더 증가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처감염이나 소변저류 같은 일부 합

병증은오히려줄어드는것으로보인다. 

최근발표된메타분석에서도조기회복프로그램을통해입

원기간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으며 재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 연구에서는 17개의 표준화 조기

회복프로그램의 요소들이 소개되었고 평균 8.5개의 요소들

이적용된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 하에서, 복강경 장 절제술과

개복 절제술간의 장 운동 회복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6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장 운동의 회복을 촉진

하고 입원기간을 줄 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아직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18 최근 복강경수술과 표준화 조기회복 프

로그램을적용한결과들이나오고있는데개복수술과비교한

규모전향적연구결과가나오면보다명확하게복강경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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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자의회복에미치는 향을알수있을것이다.25

조기회복프로그램의중요한요소들을살펴보면, 장수술

시 장 세척을 하지 않아도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장 세척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21 저자들도 Sodium pho-

sphate (45 mL, 2009년 12월 1일자로 사용이 중지)로 수술

1일전 장 세척을 하고 있으나 향후 장 세척의 적응증을 줄여

갈생각이다. 본연구에서는음료허용이비표준화그룹(2.67

일)보다표준화그룹(1.02일)에서더빨랐지만실제가스배출

이나변배출에는통계적차이가없어기존의논문들과는차이

를 보 다. 향후 국내의 환자에서도 외국의 논문처럼 경막외

마취6,11나μ-receptor antagonist (Entereg� Adolor, Exton,

PA, USA)26가 수술 후 장 운동을 더 촉진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μ-receptor anatagonist는 2008년 5월

FDA의승인을얻은약으로수술후장마비를줄이는것으로

보고되었으나심근경색이나뇌혈관관련합병증발생의위험

도가있어입원하에7일간만사용하는것으로허가되어있다.

국내에서는아직시판되고있지않다. 수술전후수액제한이

심,폐 합병증을 줄이고 장의 부종을 줄여 장 운동을 더 촉진

하는것으로보이나어떤종류의수액으로, 얼마를줄것인가

에 하여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수액

량과관련하여수술당일2.5 L, 수술중1 L (5 mL/kg/hr)를

넘지않으려고주의하 고그리고수술다음날은2 L로제한

하 다. 하지만수술상황, 환자의상태, 휴일, 환자의요구그

리고 당직의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작용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는 상당히 어려웠다. 향후에는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로나누어수액의투여량을측정하고하루투여량(mL/kg/

24 hr)으로비교분석하는것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척추마

취와 엄격한 수액제한을 통해 복강경 장 절제술 후 23시간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 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23 수액제한

과 경막외 마취가 조기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저자의 견해는 그것도 중

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환자, 의료진에 한 교육과 관심

이더욱중요할것으로생각한다. 실제이프로그램을실행하

는데 있어 방해요소로는 합병증 발생, 조기퇴원을 원하지 않

는 환자의 의사, 장 마비, 재수술, 그리고 재입원 등을 들 수

있는데이에 한추가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수술 전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먼

거주지, 그리고 안정 등을 이유로 퇴원연기를 원한 환자가

16.4% 정도되었고이들중한명의환자에서입원중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퇴원기준에 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퇴원의 엄격한 기준과 퇴원 후 전화를 통한 용이한

접촉은퇴원후환자의위험도를낮추고문제발생시빠른

처와관리를위해상당히중요하다. 퇴원시환자들에게반드

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외부치료가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고합병증의발생가능성에 하여충분히인식시킨후

열이 나거나 복통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

거나전화연락하도록교육한다. 

프로그램에포함된하나하나의치료방법이그효과에 하

여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

램이 많은 병원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마취과

의사, 외과의, 간호사간의협조가부족하거나둘째, 충분한증

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며, 셋째, 자신의 기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고

믿거나 그 외 보험, 책임, 환경의 장애 등을 들 수 있다.7,27,28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적용을 위하여서는 수술실과 병동 의

사와 간호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며 프

로그램의지속적인분석과재평가가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프로그램은환자들에게통증과스트레스, 합병증이없

는 수술을 제공할 수 있을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

는비교분석된환자의수가적고복강경복회음절제술을받

은비표준화그룹의환자수가많아변수로작용했을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저자의 해외 연수 기간 전(비표준

화 그룹)과 후(표준화그룹)의 시기적 차이에 따른 변수도 있

었으리라추정된다. 따라서향후다기관전향적연구를통해,

현 조기회복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검증과 보다 나은 프로그

램의연구와개발이절실히필요하다.

결 론

표준화조기회복프로그램은합병증이나재입원의증가없

이환자에게적용될수있었으며수액과항생제투여량, 입원

기간을현저히줄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기관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조기회복 프로그램의 검증과 보완이

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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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최근들어삶의질에 한관심이증가하면서, 외과 역에

서도 근치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장직장암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서

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문보존술식, 자율신경보존

술식, 복강경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수술 전

후 과정에서도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빠른 회복을 위

해다양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를통합한개념이“수

술후조기회복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라할수있다.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fast-track”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어 빠른 회복과 빠른 퇴원을 의

미하는것으로오인되는경우가종종있었는데, 그보다는수

술후합병증의증가없이수술전후에환자에게불편감을최

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여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합한

개념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2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

용한결과유의한합병증의증가없이항생제와수액의사용,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 다. 비록 후향적인 연구이

고양군간의시기적차이가있어시기적상황, 술자의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복강경 장직장절제술시조기회복프로그램

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

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금식, 수술 전 장청소, 비위관, 배뇨관, 배농관

삽입등환자에게불편감을줄수있는처치들을최소화하고,

조기퇴원을 실시하여도 수술 후 합병증의 증가 등 임상적인

경과에 악 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있는지와그외환자의회복과만족도를증가시킬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전향적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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