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유럽

의 외과계 의사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ERAS의 

주술기 환자 관리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면을 중요

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속도만이 아니라 

회복의 질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ERAS의 접근방식은 다

학제적(multidisciplinary), 다중적(multimodal), 근거중심

(evidence-based)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

속적인 감시(continuous audit)와 피드백을 추가하여 프로

그램의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호전된 임상 결과

를 유지 또는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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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is a multidisciplinary and multimodal evidence-based 
approach aimed at improving the recovery of surgical patient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RAS protocols 
requires proper periopera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surgeons, anesthesiologists, nurse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Current Concepts: The anesthesiologist is the clinical leader responsible for the ERAS program. Preoperative 
patient evaluation, optimization, and patient education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ERAS program. The 
program also involves preoperative fasting and carbohydrate loading to minimize catabolic effects. Selection of 
an appropriate anesthetic regimen, fluid and temperature management, avoidance of intra/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nd multimodal pain management are the key components of ERAS for which the anesthesiologist 
is responsible.
Discussion and Conclusion: Factors that enabl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RAS include the willingness 
to change to ERAS, formation of multidisciplinary teams to improv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hospital 
management, as well as standardization of order sets and care processes and the appropriate use of audits. As 
the leader of the ERAS team, the anesthesiologist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patient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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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다학제적 접근방식은 성공적인 ERAS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 ERAS를 이끄는 의료 지도

자는 주로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담당한다. ERAS 관리

자는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자원 및 승인 절차를 위한 작업을 한다. ERAS 코

디네이터는 ERAS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하는

데, 주로 간호사나 의사 보조자(physician assistant)가 담당

한다. 이들은 지침 작성 및 배포, 각 부서에 대한 보고 및 피

드백을 제공하고 ERAS 시행의 감사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위한 교육을 하기도 한다. 그 외 영양사, 물리

치료사 등이 ERAS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2].

2012년 대장절제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수술

을 위한 ERAS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Table 1). 이러한 

ERAS 가이드라인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항에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

한 ERAS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중 마

취와 관련된 공통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특정 수술

에서 권고하고 있는 요소들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역할

ERAS의 목적은 수술 환자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회복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ERAS는 수술 전, 중, 

후 동안 외래, 수술실, 회복실, 병동, 중환자실 등 다양한 장

소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특수한 목적이 있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처방을 하고 

환자들을 관리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주로 수술 전 평

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을 위해 교정 가능

한 부분을 교정하여 환자의 수술 위험도를 낮추며, 마취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한다. 환자가 

입원 후 수술 전에는 금식시간을 조정하며, 오심 및 구토, 통

증 조절 등을 위한 술 전 약물 투여에 관여한다. 수술 중에는 

마취방법 및 마취약제의 결정, 수액 투여, 오심 및 구토의 예

방, 통증 조절, 체온 조절 등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

여야 한다. 수술 후에는 다중적 통증 조절을 시행하여 아편

양제제의 사용량을 줄여 환자의 회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Figure 1).

ERAS의 마취 관련 요소

1. 입원 전 구성 요소

1) 수술 전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 및 최적화

수술 전 환자의 위험인자들을 평가하여 환자의 전신상태

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ERAS의 결과를 호전시킨다. 대표적

인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들은 흡연, 음주, 빈혈, 영양 및 대

사상태이며, 최근에는 선행재활(prehabilitation)을 통하여 

수술 후 신체 및 기능적 회복을 촉진한다. 흡연은 수술 후 창

상 관련 합병증, 감염, 호흡기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금연은 적어도 수술 4주 전부터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남용자들에게 금연과 마찬가지

로 수술 4주 전부터 금주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5]. 수

술 전 빈혈은 수혈, 재원일수, 감염, 합병증, 재입원율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빈혈의 원인을 적극적

으로 검사하고 수술 전에 교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술 전 환

Table 1. List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Society guidelines

Year Surgery

2012 Colonic resection
Rectal/pelvic surgery
Pancreatoduodenectomy

2013 Radical cystectomy

2014 Gastrectomy

2015 Anesthesia for gastrointestinal surgery
Gynecologic/oncologic surgery

2016 Bariatric surgery
Liver surgery
Head and neck cancer surgery

2017 Breast reconstruction

2018 Colorectal surgery: update
Lung surgery
Esophagectomy

2019 Gynecologic/oncologic surgery: update
Total hip/knee replacement
Cardiac surgery
Cesarean section
Pancreatoduodenectomy: update

2020 Neonatal intestinal surgery
Cytoreductive surgery

2021 Lumbar spinal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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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혈청 알부민, 체중 감소 등), 영양 

부족이 명백한 경우는 이를 교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8]. 

한편, 비만수술 및 유방재건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등의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중 감량을 권

고하기도 한다[9,10]. 선행재활은 비교적 최근의 ERAS 가

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항목으로 환자의 신체적, 기능

적, 심리적 재활을 수술 전에 미리 시행하여 이들의 수술 후 

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한다[11]. 그러나 아직 선행재활에 대

한 임상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모든 수술 환자에게 권고되고 

있지는 않다.

2) 환자 교육 및 상담

수술 전 환자 교육은 환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술 후 회

복을 호전시키는 독립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12,13]. 따라서 

ERAS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일관되게 환자 교육 및 상담

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이 항목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피

해는 거의 없으며,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권고 수준도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더 높아졌다. 초기에는 환자와의 대면 

상담만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면, 동영상, 체크리스

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

육하는 것을 넘어, ERAS에 환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14].

2. 수술 전 구성 요소

1) 수술 전 금식시간 및 탄수화물 음료 섭취

전통적으로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하는 것은 위 내

용물의 부피를 줄이고 산도를 낮추어 폐 흡인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15]. 그러나 몇몇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자정부터 시

행하는 긴 금식시간이 폐 흡인의 위험

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

서 수많은 마취과학회에서 가벼운 식사

는 수술 6시간 전, 맑은 음료는 수술 2

시간 전까지 금식을 하도록 지침을 변

경하게 되었다[16,17]. 또한 수술 2시간 

전 섭취하는 탄수화물 음료는 수술로 인

한 단백질의 파괴, 인슐린 저항성의 증

가를 억제하고, 환자들의 배고픔 및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으

로 알려져, 많은 ERAS 가이드라인에서 비당뇨 환자에게 섭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8,19].

다만, 삼킴 곤란을 동반한 식도절제술과 비만수술과 같이 

흡인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한 임상 데이터가 적어서 수술 2시간 전 탄수화물 음료의 섭

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수술 전 약물 투여

수술 전 불안은 주술기 진통제의 요구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벤조다이아제핀

(benzodiazepine) 계열의 항불안 제제는 진정작용뿐만 아니

라 인지기능 장애와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

다[21]. 따라서 수술 전 불안은 약물치료보다는 환자 교육 

및 상담으로 해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간절제술 

및 식도절제술 전 경막외 카테터의 거치와 같은 시술을 하

는 경우, 단기 작용 항불안 제제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다중적 통증 관리의 일환으로 수술 전 진통제를 복용

하는 것을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데, 파라세타몰

(paracetamol), 비스테로이드소염제, COX-2 억제제와 가

바펜티노이드계(gabapentinoids)가 대표적이다. 수술 전 진

통제의 복용은 수술 후 아편양제제의 요구량을 감소시켜 아

편양제제로 인한 진정, 오심 및 구토 등의 부작용의 빈도를 

줄여 환자의 회복을 호전시킨다[22,23]. 진통제의 적절한 용

량 및 투여 시기는 환자의 나이, 간 및 신장 기능 등을 고려

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수술 전 스테로이드의 투여는 오심 

및 구토의 예방을 위한 다중적 관리를 위해 투여하기도 하지

Preadmission

•  Patient 
evaluation and 
optimization

•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Preoperative

•  Preoperative 
fasting and 
carbohydrate 
loading

•  Preoperative 
medication

Intraoperative

•  Selection of 
anesthetic 
management

•  Fluid therapy

•  Preven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  Maintenance of 
temperature

Postoperative

•  Multimodal pain 
management

Figure 1. Anesthesia-related components in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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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간절제술의 경우 간 손상 및 술 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

해 비당뇨 환자에게 투여를 권고한다[24].

3. 수술 중 구성 요소

1) 마취방법 및 마취약제의 선택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마취방법 및 마취제를 권

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작용시간이 짧은 전신 마취제, 

근 이완제, 및 아편양제제를 사용하되 수술 중 마취 심도 및 

신경근 차단 모니터링을 통해 마취 유지를 하도록 한다. 수

술이 종료되면 사연속반응비가 0.9 이상으로 근 이완이 회복

된 후 기관 내관을 발관하도록 한다. 전신 마취 중 기계 환

기는 일회호흡량 5-8 mL/kg, 호기말양압 4-6 cm H₂O를 

적용한다.

반면에 몇몇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마취방법

을 권고하기도 한다. 비만수술의 경우 어려운 기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복강경수술 시 복강 내 압력을 줄이고 혈역

학적 안정성과 환기 및 산소화의 호전을 위해 깊은 근 이완

과 폐 보호 환기 전략을 적용한다[25,26].

유방재건술의 경우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의 빈도를 낮출 

수 있는 전 정맥 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를 권고

하고 있다[27]. 폐수술 및 식도절제술의 경우 일측 폐 환기

를 적용하는데, 환기 폐에는 일회호흡량 4-6 mL/kg과 호기

말양압 5-10 cm H₂O 정도를 적용하고 비환기 폐에는 5 cm 

H₂O의 지속기도양압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28-30]. 부인

과종양수술, 심장수술, 암세포축소수술 등에서 폐 보호 환기

를 권고하고 있다.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전신 마취보다는 부

위 마취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신경축으로 주입하는 아편양

제제가 수술 후 아편양제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수술 중후 산

모의 진정을 줄여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

이다[31-33].

2) 수액요법

수액의 과도한 주입으로 인한 조직의 부종이나, 저혈량증

으로 인한 조직의 저관류는 모두 수술 후 임상적 결과에 나

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술 중 정상 혈량을 유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데, 적절한 수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심박

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표 지

향 수액요법을 하는 것이 중등도 및 고위험 환자에서 권고

된다. 

환자가 정상 혈액량임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혈관수축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수액은 고염소

혈산증을 유발하는 0.9% 생리식염수나 신 손상의 위험이 높

은 교질액보다는 생리적 평형 용액(balanced fluid)을 주도

록 권고하고 있다. 간절제술의 경우 출혈량의 감소를 위해 

중심정맥압을 5 cm H₂O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일회 박출량 변이(stroke volume variation) 

감시를 함께 하는 것이 선호되기도 한다[34,35].

3) 오심 및 구토의 예방 및 치료

수술 전, 오심 및 구토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항상 실시

하고 모든 환자에게 다중적 예방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위험인자(여성, 비흡연자, 수술 후 오심 및 구토를 경험

하였거나 멀미를 하는 사람, 수술 후 아편양제제가 필요한 

경우)를 두 가지 이상 가진 환자는 두 가지 다른 기전의 항구

토제를, 세 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는 두 가지 이상의 항구토

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36,37]. 아편양제제의 사

용량은 오심 및 구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다중적 통

증 관리를 통해 아편양제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전 정맥 마취

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38]. 제왕절개수술을 부위 마취로 

시행하는 경우 저혈압의 발생이 많은데, 이는 수술 중후 오

심 및 구토 발생을 유발하므로 수액 주입과 함께 페닐에프린

(phenylephr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예방

적 지속 주입을 권고한다[39].

4) 정상 체온의 유지

수술 중 낮은 수술실 온도와 마취로 인한 체온 조절 반응

의 장애 때문에 환자에게 저체온이 발생한다. 저체온은 간과

하기 쉬운 합병증이지만 약물 대사 이상, 창상 감염, 심혈관 

합병증의 증가 및 혈액응고장애 등을 유발하여 주술기 환자

의 회복을 저해한다[40,41]. 따라서 저체온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한데, 수술실의 적절한 온도 유지와 

함께 공기예열시스템(forced air warming system), 온수 매

트 및 수액가온기구(fluid warming system) 등을 사용하여 

체온을 36℃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42]. 심장수

술의 경우 심폐우회술 이탈 후 체온을 다시 올리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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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체온이 상승되면(＞37.9℃) 인지장애, 감염, 신 기

능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서서히 체온을 올리며 고

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43,44].

4. 수술 후 구성 요소: 다중적 통증 관리

다중적 통증 관리는 ERAS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통

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 아편양제제의 사용량 및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회복을 호전시킨다. 통증 관리는 수

술에 따라 특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편

양제제와 함께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비스테로

이드소염제, 가바펜티노이드, COX-2 억제제,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케타민(ketamine) 등의 비마약성 진통

제와 신경축(neuraxial) 및 말초신경 차단, 국소마취제 침

윤(local anesthetic infiltration) 등의 부위 마취를 모두 함

께 적용한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전부터 수술 중 및 수

술 후까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편양제제의 복용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및 흉

부수술의 경우 흉부 경막외 진통이 전통적으로 권고되었으

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배가로근막(transversus 

abdominis plane) 및 척추 주위(paravertebral) 차단, 국소

마취제의 지속적 창상 주입, 척수강 내 아편양제제 주입 등

이 경막외 진통을 대체하고 있다[31,45-47].

결론

ERAS는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환

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수술 후 회복의 질을 향상시

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ERAS의 역할이 

증명이 되었지만 실제로 ERAS를 시행하는 병원은 많지 않

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

료진이 진료 관행을 바꾸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ERAS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취통증의

학과 의사뿐 아니라 외과 의사를 비롯한 ERAS팀의 진료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ERAS팀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ERAS 프로토

콜을 업데이트하고 순응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 중 환자 

관리를 넘어 통합적인 주술기 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여야 한다. 수술 전 환자의 전신상태의 평가 및 최적화, 그

리고 환자 교육 및 상담을 위한 마취 전 외래와, 주술기 동안

의 다중적 통증 관리를 위한 급성 통증 조절팀은 마취통증의

학과 의사가 ERA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48].

찾아보기말: 수술 후 회복 향상; 마취; 수술전후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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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수술 후 회복향상 프로그램(ERAS)의 다양한 가이드라

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마취와 관련된 공통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특정 수술에서 권고하고 있는 요소

들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ERAS의 마취 관련 요소로서 입

원 전 환자 전신상태의 최적화, 수술 직전 금식 시간의 최소화 및 

탄수화물 음료 섭취, 수술 중 마취 방법 및 마취 약제의 결정, 수

액 투여, 오심 및 구토의 예방, 적극적 체온 유지, 그리고 수술 후 

다중적 통증 조절을 시행 등에 대해 근거와 함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 관리

를 넘어 통합적인 수술전후기 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술 환자 교육 및 상담을 위한 마취 전 외래를 운영하고 수

술 후 다중적 통증 관리를 위한 급성 통증 조절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ERAS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

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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