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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마취와 수술 후 인지회복은 노인 환자와 그 가족, 그

리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

다. 최근 진단과 치료의 발전과 함께 수술과 마취를 받

는 노인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구 국가에서

의 모든 수술 케이스의 약 37%가 65세 이상이며[1], 우

리나라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 환

자들의 상당수에서 수술 후 방향감(orientation), 주의

력, 인지, 판단에 이상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

러한 증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루어

지고 있는데, 1887년에 수술 후 “정신이상(insanity)”

라는 표현으로 처음으로 문헌상에 보고되었다[2]. 이후  

1980년대에 이러한 인지저하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면

서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던 용어인 수술후인지기능장애

(postoperative cognitive dysfunction)라는 개념이 연구

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후인지기능장애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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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changes in patients after anesthesia and surgery have been recognized for over 100 years. Research on 
postoperative cognitive changes accelerated in the 1980s and the term postoperative cognitive dysfunction emerged, 
which was used until recently. Postoperative cognitive dysfunction has been used in research to describe an objectively 
measurable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using neuropsychological tests. This dysfunction had significant heterogeneity 
in the type, number of tests, timing of tests, and the criteria for change. Therefore, a recent article recommended 
a new nomenclature for peri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s including neurocognitive disorder, postoperative 
delirium, delayed neurocognitive recovery, and post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 Since old age and baseline 
cognitive impairment are important risk factors for these peri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s, routine preoperative 
cognitive assessment in all elderly patients is recommended. A preventive strategy is important, since effective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peri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s is not yet known.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age-
adjusted end-tidal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fraction, electroencephalography-based anesthetic management, 
and perioperative non-pharmacological methods are recommended for effectiv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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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단순히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확인된 인지능력의 변화

를 일컫는 것으로 검사의 종류와 수, 적용시점, 인지변화의 

기준이나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연구마다 너무나 다

양해서 통합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한계점을 보였다

[3]. 그리하여 최근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었고, 수술 전과 

수술 후 확인되는 모든 인지저하를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

애(perioperative neurocognitive disorders)라고 제안하였

으며, 이는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섬망과 지연신경인지회

복(delayed neurocognitive recovery), 그리고, 더 긴 시간

에 나타나는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를 포

함한다[4]. 이러한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는 최근의 수술

기법의 발전, 마취관리 및 중환자관리의 향상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즉, 수술을 받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기존의 인지장

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지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와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고 있다[5,6]. 이에 저자

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

에 관련한 정의, 위험요인, 예후,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의

수술후인지기능장애라는 용어가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었

으나 이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용어로 검사의 종류와 수, 적용시점, 인지변

화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해 메타분석이나 일관된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또한 정신과나 신경과와 같

은 다른 인지저하를 연구하는 영역과 통합된 연구를 할 수 없

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4]. 그리고, 임상보다는 주로 연구

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호소증상이나 일상활동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같은 부분들은 간과되었다. 이에  

2018년에 마취과, 신경과, 노인병학, 정신과, 신경심리학, 외

과, 심리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였

다. 새로운 용어는 임상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과 National Institute on Aging-Alzheimer’s 

Association (NIA-AA)의 기준과 일치되게 만들어졌다. 진

단 항목에는 신경심리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환자나 정

보제공자에 의한 주관적인 호소증상, 그리고 일상활동에 대

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DSM-5 기준에 따라 신경인지장애

는 경도(mild) 또는 주요(major)로 구분되었으며, 경도 신경

인지장애는 기준보다 표준편차가 1-2 저하된 객관적인 검

사결과와 경도의 주관적인 호소증상이 있고, 일상활동이 유

지될 때 진단되며,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2 이상의 표준편

차가 저하된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심한 주관적인 호소증상

이 있으며, 일상활동이 유지되지 않을 때 진단된다. 이러한 

신경인지장애는 수술 후 기간에 따라 분류되는데 수술 후  

30일 기간 내에는 지연신경인지회복으로 명명한다. 왜냐하

면 이 기간은 수술 및 마취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마

취제 또는 진통제 등의 영향이 있어, 명확한 인지기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없을 것으

로 여겨지며, 경도 및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칭해지며 수술

후(postoperative)가 붙게 된다. 하지만, 1년 후 새로 발생

한 신경인지장애는 수술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DSM-5 

기준에 따라 경도 및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분류한다. 수술

후섬망(postoperative delirium) 또한 수술전후기신경인지

장애에 포함되며 현재의 DSM-5 기준을 따른다. 이러한 수

술후섬망의 기준으로는 단기간 동안 발전한 주의력장해와 

인식장해가 있으며, 하루 중에도 증상의 심한 정도가 변화

하는 경향을 보이며, 추가적인 인지장애가 존재하고, 이전

의 신경인지장애로 설명되지 않으며, 장해가 다른 의학적 상

태, 물질 중독 또는 여러 원인들에 의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

라는 병력, 신체검사, 검사실 소견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용어는 DSM-5를 따르면서 NIA-AA의 분

류기준 또한 만족시킬 수 있다. 즉, 경도 신경인지장애,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NIA-AA 분류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와 

각각 유사한 진단기준을 가지고 있어 통용되어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은 타영역에서의 연구결과와 함께 비교 연구할 

수 있어, 앞으로의 뇌건강과 관련한 연구발전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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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과 유병률

수술후섬망의 경우 수술 후 노인 환자의 65%에서 발생

하며, 이후의 치매 발생이나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7-11]. 수술후인지기능장애의 경우 발

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의에 

대한 이질성 때문에 연구마다 매우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비심장수술의 경우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6,477명

의 환자 중 11.7%가 3개월 후 수술후인지기능장애가 발생

하였으나[12], 고관절 수술 같은 고위험 수술에서는 22%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13]. 심장 수술의 경우 60% 정도로 높

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 또한 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연구결

과를 보면 수술후인지기능장애의 기준에 따라 7-70% 정도

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앞으로 새로운 정

의에 따른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요인

섬망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 만성적인 

인지저하나 치매, 시력이나 청력의 이상, 중증질환이나 감염

의 존재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대사장애, 다제투여, 부적

절한 통증 조절, 탈수, 영양부족, 우울증, 약물중독, 수면장

애, 섬망의 과거력, 긴 수술, 응급수술, 수술의 범위, 중환자

실 입실, 수술 후 합병증 등이 해당된다[5]. 

 이러한 섬망에 비해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는 최근에 

정의가 이루어져 밝혀진 위험인자가 아직 많지 않으나 고령, 

기저 인지장애, 낮은 교육수준이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

며,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관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

는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인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자로는 고령과 기저 인지장애

로 알려져 있다[5,12,15]. 

 따라서, 최근 가이드라인들은 공통적으로 수술 전 인지기

능의 선별검사를 강조하고 있다[6,13]. International Peri-

operative Neurotoxicity Working Group에서는 65세 이

상, 인지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에 간

단한 선별도구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기저 인지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6].

예후 

수술 후 회복실에서 섬망이 발생한 환자는 수술 후에 지

속적인 섬망이 나타날 위험이 높으며[16], 사망률, 장기재

원, 요양 기관으로 전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또한 수술후섬망은 수술 후 수주, 수개월 후의 인

지 저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1년 

후 인지기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수술후섬망이 발생한 노

인 환자의 40%에서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기도 하

였다[18]. 수술후섬망이 발생한 환자들은 이러한 인지저하

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능상태 또한 더욱 저하되었으며, 장

기간 후 회복도 더딘 모습을 보였다[19]. 그리고, 이유는 아

직 불명확하지만 치매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8]. 

수술후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장기간의 추적연구

에서도 인지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이 이후 사망률과 지속적

인 인지저하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철

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능상태 및 삶의 

질 측면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

예방을 위한 수술 전 관리

이처럼 수술후섬망이 발생한 노인 환자들은 이후의 인지장

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

다[8].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 자체가 다양한 원인들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접근도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자문이 필요하다. 우선 환자가 가지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조절 및 관리, 흡연, 음주를 피하게 하고, 시력이나 청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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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는 안경이나 보청기의 적용, 환자의 영양보조와 금식

시간을 줄이게 하는 것, 노인 환자들은 많은 약제들을 복용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제들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벤조디

아제핀계, 항콜린작용제, 항정신병제제, 바비튜레이트계, 메

토클로프라마이드, 메페리딘 등은 피하도록 한다[15].

이러한 관리방법들은 미국노인병학회에서 섬망의 예방

을 위해 강조하는 비약물적 요법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

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ospital Elder Life Program (HELP)과 Assess, prevent, 

and manage pain, Both Spontaneous Awakening Trials 

and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Choice of analgesia 

and sedation, Delirium: assess, prevent, and manage, 

Early mobility and exercise, and Family engagement 

and empowerment (ABCDEF) bundle이 이에 해당된다. 

HELP는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기능과 인지저하를 예방하

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섬망과 재원기간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ABCDEF bundle은 중환자실에서 

PADIS (pain, agitation, delirium, immobility, and sleep 

disruption)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병원 사망율을 줄이고, 섬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밝혀졌다[22]. 

예방을 위한 수술 중 관리

수술 중 마취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취방법, 마취제의 종류, 

마취제의 적절한 농도, 뇌모니터링을 이용한 연구들이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신마취 자체가 수술후인지기능장애

의 위험인자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

은 전신마취와 부위마취와 같은 비전신마취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보다 부위마취 후에 수술전후기신경인

지장애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체계적 문헌고찰

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두 마취방법에 의한 수술후

인지기능장애 발생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23,24]. 이

러한 연구들에 대해 비전신마취군에서 고용량의 진정제들이 

사용되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후 

진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척추마취군과 전신마취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효과가 없음을 보여[25], 부위마취와 같

은 비전신마취가 전신마취보다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를 

줄인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와 정맥마취제를 이용한 전

정맥마취 시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들도 시행되었다. 펌프를 이용하여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보플루렌과 프로포폴로 마취한 후 수

술후인지기능장애를 비교관찰하였는데 술 후 1주째에 세보

플루렌군에서 수술후인지기능장애가 더 적게 나타났다[26]. 

하지만, 다른 연구는 요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보플루렌군에서 경도인지장애가 더욱 발생하였다

[27]. 최근 한 메타연구에서 전정맥마취가 수술후인지기능장

애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진단방법의 이질성, 측정시간의 차이 때문에 근거는 부족하

다고 보고하였다[28]. 따라서, 아직까지 정맥마취제 혹은 흡

입마취제 어느 한 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 흡입마취제가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 발생과 더욱 

관련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흡입마취제는 나이

에 따른 감수성이 증가하며 따라서 마취요구량 또한 감소

한다[29,30]. 과도한 흡입마취제의 투여를 피함으로써 섬

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인 환자들에게

는 이를 고려한 적절한 마취 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나이

를 고려한 호기말 최소페포농도(age-adjusted end-tidal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fraction) 모니터링이 추

천되고 있다[6].

마취 깊이가 수술후인지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요인

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BIS (Medtronic, Minnea-

polis, MN, USA)나 SedLine (Masimo Corporation, Irvine, 

CA, USA) 장비와 같은 가공뇌파 측정(processed electro-

encephalogram [EEG] monitoring)을 이용한 마취제의 조

절이 수술 후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를 줄일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가공뇌파는 마취 깊이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마취

가 깊어짐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바이스펙트럼지수

(Bispectral index, BIS)를 40 이하로 낮추지 않으려고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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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에서 수술후인지기능장애가 감소함을 보였다. 대표적으

로 CODA (Cognitive Dysfunction after Anesthesia) Trial

에서 921명의 비심장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에서 바이스펙트

럼지수 40-60을 타겟으로 한 군과 일반적인 마취관리군으

로 나누었을 때 바이스펙트럼지수 그룹에서 3개월 후 수술

후인지기능장애가 더 감소함을 보였다[31]. 하지만, 이와 반

대되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며[32], 가공뇌파의 문제점

들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수치의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와 연령에 따른 뇌파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노인 환자에서는 바이스펙트럼지수를 40- 

60으로 유지해도 실제로 젊은 사람들보다 돌발파억제(burst 

suppression) 발생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33]. 이러한 돌발

파억제는 필요 이상의 마취제 투여와 관련이 있으며 수술후

섬망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이에 최근 

비가공뇌파(unprocessed raw EEG waveform)나 뇌파분광

상(EEG spectrogram)을 이용하여 마취제 요구량을 개별화

하여 조절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5]. 비

록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고, 한계점도 있지만, 많은 연구결

과에서 수술후섬망과 수술후인지기능장애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중의 뇌파 감시를 

권장하고 있다[6]. 

수술 중 저혈압에 의한 대뇌 저관류는 수술전후기신경인

지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술 중 저혈압과 수

술후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일

관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36,37]. 그 이유로 각 연구마

다 저혈압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고, 따라서, 저혈압

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인 cutoff가 아닌 환자 개개인의 모니

터링에 기초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다. 특히, 노인들은 고혈압 환자가 많으며, 이러한 고혈압 환

자들은 뇌혈류의 자동조절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의 뇌혈류 자동조절 곡선이 매우 개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뇌관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6]. 뇌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

적외선분광(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 장비가 이

러한 뇌관류 감시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수

술 중 근적외선분광 수치가 수술 후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

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일부 연구

에서 수술 중 근적외선분광 수치의 감소가 수술 후 섬망이나 

인지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였지만[38,39], 이러한 연구들

은 아직까지 표본수가 작고 추적기간이 짧으며 그 결과가 일

관되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 예방을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약

제를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덱스메데토미딘(dexme-

detomidine)이 중환자실에서 진정을 위해 사용했을 때 섬

망의 발생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수술 중 

또는 회복실에서 투여하여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를 줄일 

수 있는지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수술후섬망 발생과 관련하

여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최근 메타분석 결과 

수술전후기 덱스메데토미딘이 수술후섬망 감소에 효과가 있

음을 보였다[40]. 하지만, 수술후인지기능장애의 경우는 아

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외에도 레미펜타닐, 클로니딘, 케

타민, 할로페리돌, 멜라토닌, 트립토판이 수술후섬망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되었으나 효과적인 감소를 보이지 않거나 일

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41-43].

치료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가 발생하고 난 후의 치료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아직 없다. 시도되는 대부분의 방법은 예방

법에서 가져와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효과적인 예

방법으로 알려진 HELP나 ABCDEF bundle과 같은 비약물

적 요법도 섬망이 발생한 후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알려

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섬망이 발생했을 때 약물적 치료방법으로 가

장 흔히 사용되는 약제는 정형,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들이

다. 하지만, 최근의 무작위 대조시험이나 메타분석에서 이

러한 할로페리돌이나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섬망이 발생한 

후에 사용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43,44]. 즉, 섬망의 기간이나 정도를 줄여주지는 못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멜라토닌이 섬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

용된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는데 항정신병약물의 사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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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섬망의 정도를 줄이지는 못하였

다[42]. 치매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인 리바스티그민을 할로페리돌의 보조제로 첨가하여 사용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으나 섬망의 기간을 줄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망률 또한 증가하여 연구가 중단되었다[45]. 

섬망 외의 지연신경인지회복이나 수술후신경인지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 앞으로의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희귀한 질환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2018

년에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서 785,000건의 수술이 이

루어졌다. 이중 10-40%에서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가 발

생하고, 이러한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가 이후의 사망률이

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고려할 때,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의료비용의 증가라는 문제점들은 점점 커지

게 될 것이고, 공공의료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

가 될 것이다.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에 대한 많은 위험요

인들이 분석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령과 기존에 

환자가 가지는 인지장애가 꼽힌다. 따라서, 수술 전 모든 노

인 환자에게 간략하면서도 정확성이 높은 선별검사를 통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

반으로 수술 전 교정이 가능한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에 대

한 정보전달과 치료방침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술전후기신

경인지장애가 발생한 후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아직 밝혀

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여

겨지며, 나이를 고려한 호기말 최소폐포농도 모니터링이나 

마취 중 뇌파를 사용한 모니터링이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추

천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결과와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애를 극복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새롭게 정의된 용어를 바탕으로 이전 연구들

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며, 인지저하에 대해 

연구하는 기존의 영역인 정신과, 신경과와의 학문적 교류 및 

정보전달을 통해 수술 및 마취가 노인의 인지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임상적 연구

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발

표되어진 권장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

과 이러한 권장사항들이 모든 형태의 수술전후기신경인지장

애를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기관, 대규모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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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수술후 인지기능장애는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율이 증

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함께 가족 및 사회에는 

많은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수술

전후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지기능장애의 정의 및 유병율, 

발생위험요인, 예후, 예방을 위한 수술전 관리 및 마취중 관리, 

치료에 대해 근거를 중심으로 최신 지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여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관련된 여러 진료과에서 다학제적

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

문을 통해 수술전후기 뇌인지장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이들 환자의 진료와 뇌건강 관련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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