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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rotocol is associated with improved clinical outcomes. 

However, implementation of ERAS in clinical practice is difficult because it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complex standardization. Moreover, maintenance and auditing of ERAS protocols is another challenge.

Current Concepts: The ERAS society provides guidelines for surgery in almost all areas, and each guideline 

consists of approximately 20 items. Audits are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the items are being applied 

appropriately in a compliant manner as well as monitor and improve ERAS protocols. Numer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eve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ame ERAS protocol, postoperative short-term outcomes such as 

reductions of hospital stay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better in the high-compliance group than in 

the low-compliance group. In addition, some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application of ERAS protocols 

with high compliance can improve the long-term survival outcomes in cancer patients. In this regard, ERAS has 

been hypothesized to improve long-term oncological outcomes by minimizing surgical stress and reducing the 

postoperative inflammatory response and damage to immune func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tocols, auditing of compliance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ERAS implementation. High compliance may lead to improved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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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10여 년간 소화기 외과 영역의 발전은 실로 놀라웠

다. 수술기법 영역에서, 복강경 및 로봇과 같은 최소침습수

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발전과 보편화로 인해 수술

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1,2]. 이로 인해 수술 후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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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증진, 통증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합병증 감

소와 재원기간의 감소로 이어졌다[1]. 최소침습수술기법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환자의 회복 증진을 위한 시스템적 접

근이 바로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이다[3,4]. ERAS는 수술 전, 중, 후에 

많은 항목을 적용하여 수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복합 수술 전후 관리이다[3,4]. ERAS의 시작은 북

유럽에서 이루어졌으며, 200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첫 

ERAS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05년 대장수술에서 ERAS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현재는 직장, 위, 간, 

췌장, 담도, 유방, 충수돌기수술 등의 일반 외과 영역뿐 아니

라 비뇨기계, 부인과, 폐, 심장수술 등 모든 외과수술 영역에

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5-9].

ERAS에 대한 시행과 그 연구결과 또한 십 수년간 축적되

면서, ERAS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수술 후 합병증

과 재원기간을 줄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여러 보

고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10,11]. Greco 등[12]

이 보고한 메타분석은 대장직장암수술을 시행하고, 전통적

인 방법으로 수술 후 치료를 했던 환자군과, ERAS로 수술 

후 치료를 했던 환자군의 수술 후 임상적인 결과를 비교하였

던 16개의 무작위대조시험 연구를 포함하였다. 총 포함된 환

자 수는 2,376명이었고, ERAS로 수술 후 치료를 했던 환자

군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 후 치료를 했던 환자군에 비해 

재원기간(5.8일 대 8.0일)과 수술 후 합병증 비율(0.6:1)이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ERAS의 임상적인 장점은 명확하지만, 막상 실제

로 ERAS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ERAS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먼저, ERAS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며, 각 병원에 맞는 ERAS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과 외에도 마취과, 재활의학과 간호사, 약

사, 영양사, 재활의학과 등의 다학제 팀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즉 병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

든 것이 갖춰진 다음, ERAS를 시행하더라도, 이러한 ERAS 

프로토콜을 적용 받는 환자 개개인이 실제로 프로토콜을 제

대로 준수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좋은 교육환경

에서 교육받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확률이 높지만, 절

대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ERAS 프로토콜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환자들이 그 프로토콜을 잘 준수해야만 기대

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ERAS 순응도(compliance)와 그 감

시(auditing)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ERAS 순응도란 무엇인가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ERAS는 전통적 수술 후 관리

와는 차별화되며, 수술 전부터 수술 중, 수술 후에 이르기까

지 환자의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많은 항목을 환자에

게 적용시키는 시스템적인 환자관리 프로토콜이다. 이를 위

해서는 각 항목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실제 환자에게 

프로토콜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장 및 직장절제술을 예로 들어보면, 2018년에 발표된 

ERAS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ERAS 시행에 있어서 

2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ERAS 학회에서는 16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순응도 및 준수율을 

감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13].

먼저 수술 전 요인으로는 환자 교육 및 상담(pread-

mission informa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수

술 전 환자 최적화(preoperative optimization), 선행재

활(prehabilitation), 수술 전 영양 관리(preoperative 

nutritional care), 빈혈 교정(management of anemia), 

장 준비(bowel preparation), 마취 전 약제 조절(pre-

anesthetic medication), 수술 전 수액 및 전해질 치료

(preoperative fluid and electrolyte therapy), 수술 전 금식 

및 탄수화물 음료(preoperative fasting and carbohydrate 

loading)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 치료방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준수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수술 중 요인으로

는 구역, 구토 방지(prevention of nausea and vomiting), 

예방적 항생제(antimicrobial prophylaxis), 표준화된 마

취 프로토콜(standard anesthetic protocol), 수술 중 수

액 및 전해질 치료(intraoperative fluid and electrolyte 

therapy), 수술 중 저체온 예방(preventing intra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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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rmia), 수술 접근(surgical access), 복강 내 배액

관 삽입(drainage of the peritoneal cavity and pelvis), 

비-위관 삽입(nasogastric intubation), 수술 후 요인으로

는 수술 후 통증 관리(postoperative analgesia), 혈전 예

방(thromboprophylaxis), 수술 후 수액 및 전해질 치료

(postoperative fluid and electrolyte therapy), 배뇨관

(urinary drainage), 수술 후 장 마비 예방(prevention of 

postoperative ileus), 수술 후 혈당 조절(postoperative 

glycemic control), 수술 후 영양 관리(postoperative 

nutritional care) 등 총 24가지 항목에 대해 어떻게 처치할

지를 근거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다[5].

각 수술 별로 ERAS 항목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병원 별 상황에 맞게 병원 별 프

로토콜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를 환자들 또는 의료진이 얼마

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프로토콜대로 모든 항목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감시하여 환자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의료진 또한 프로토콜의 순응도가 어는 정도인지 인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RAS 순응도에 따른 수술 후 단기 결과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연구들은 같은 ERAS 프로토콜

을 적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순응도에 따라 환자들을 나누

어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순응도가 높은 환자들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수술 후 단기 결과가 우수함을 

보고하였다[14-16]. 유럽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

장절제술 후 ERAS를 시행한 5개 병원의 환자 425명의 수술 

후 단기 결과를 보고한 연구에서, ERAS 순응도의 중요성이 

최초로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목표한 재원기간 감소 등의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시행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수술 후 환자들의 프로토콜 준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17].

2015년 보고된 문헌에서는 92명의 환자들을 ERAS 시행

시기 별로 3개 그룹(1, 2, 3)으로 나누었고, 16개 항목의 순

응도를 비교하였을 때, 후기 환자들인 그룹3 환자들의 순응

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순응도가 높은 

그룹3의 환자가 그룹1, 2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재원기간

과 낮은 합병증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8]. 벨기에

에서는 대장직장암수술을 받고 ERAS 프로토콜을 적용한 환

자 284명의 수술 후 단기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저

자들은 19개의 ERAS 항목을 적용하였고, 그 중 17개 이상

의 항목의 순응도를 만족시킨 고순응도군과 17개 미만의 순

응도를 가진 저순응도군을 비교하였을 때, 저순응도군이 고

순응도군에 비해 유의하게 재원기간이 길고(P＜0.001), 수

술 후 합병증 비율이 높았으며(P＜0.001), 주요 합병증 위험

도가 1.71배 증가하며(P＜0.001), 재수술의 위험도가 1.78

배(P=0.001)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9]. 이탈리아에서는 

290명의 위절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전향적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ERAS 환자들을 순

응도 70% 기준으로 고순응도군 및 저순응도군으로 나누었

고, 고순응도군이 저순응도군과 비교하여 수술 후 전체 합

병증 발생 위험도가 0.42배(P=0.003), 주요 합병증 발생 위

험도가 0.34배(P=0.006)로 감소하며, 재원기간이 0.81배

(P=0.007)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20].

이러한 ERAS 순응도의 임상적 중요성은 소화기계 수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전향적 관찰연구에서

는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폐절제술을 시행하고, ERAS 

14개의 항목을 적용하여 수술 후 단기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

찬가지로 ERAS 항목의 순응도가 높을수록 재원기간과 수술 

후 합병증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1].

이렇듯 ERAS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원기간과 수술 후 합병증 측면과 

ERAS 순응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ERAS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 

항목들에 대한 준수율을 감시하여 순응도를 높여야만 ERAS 

시행을 통해 기대하는 임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ERAS 순응도에 따른 수술 후 종양학적 장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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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ERAS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수술 후 회복 증진

으로 인해 재원기간과 수술 후 합병증 감소라는 수술 후 단

기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암 환자에게서 최소한의 수

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ERAS 프로토콜

은, 장기적인 생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

을까? 아직 이에 대한 근거 및 문헌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

다. 하지만 ERAS의 역사가 오래된 북유럽 그룹에서는 이에 

대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22-24].

ERAS 순응도와 장기 생존 결과와의 연관성을 최초로 보

고한 연구는 2016년 스웨덴의 Gustafsson 등[22]이 발표한 

문헌으로 확인된다. 연구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장, 

직장암으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였던 911명의 환자들의 프

로토콜 순응도, 수술 후 단기 결과(재원기간, 수술 후 합병

증), 수술 후 염증 마커로 C반응단백질, 생존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저자들은 순응도 70%를 기준으로 고순응도군과 저

순응도군으로 환자들을 나누었다. 70% 이상의 고순응도군

이 273명(30.0%)이었으며, 먼저 수술 후 단기 결과로서 재

원기간(고순응도군, 7.5일; 저순응도군, 8.9일; P=0.008), 

수술 후 합병증(고순응도군, 86명[31.5%]; 저순응도군, 268

명[42.0%])에서 ERAS 고순응도군이 통계적으로 우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장기 생존 결과를 보더라도, ERAS 중재에 

대한 순응도가 70% 이상인 환자에서 5년 암 관련 사망 위험

은 70% 미만인 환자에 비해 위험비는 0.58 (95% 신뢰구간, 

0.39-0.88)로 낮았다. 5년 대장암-관련 생존율은 고순응도

군이 85.4%, 저순응도군이 78.7%로 보고되었다. 이와 비슷

한 후속 연구가 폴란드에서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2013

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 직장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근

치적 수술을 시행하였던 350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

트 연구였다. 저자들은 순응도 80%를 기준으로 환자들을 나

누었고, 80% 이상의 고순응도군이 241명이었다. ERAS 프

로토콜 준수율 80% 이상의 고순응도군은 입원기간이 현저

히 단축(6일 대 4일, P＜0.001)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4.7% 대 23.3%, P＜0.001). 

생존과 관련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저순응도군이 고순응도군

에 비해 위험비 3.38 (95% 신뢰구간, 2.23-5.21)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23]. 위 두 연구는 ERAS 준수율이 높은 경

우, 수술 후 단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양학적 생

존 결과도 우수했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음성 결

과가 나온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다.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ERAS 순응도 

80%를 기준으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3년 생존

율은 고순응도군 63%, 저순응도군 56%로 양 군 간의 생존율

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75) [24].

이처럼 ERAS와 암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의 관련성에서

는 아직 보고된 연구의 수도 부족할뿐더러,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ERAS의 높은 순응도가 장기 생존율

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

다. ERAS가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보고들에

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가설은 염증반응과 면역력이다. 

수술 후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염증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염증반응들은 종양의 

성장과 혈관 신생(neo-vascularization)을 촉진시키는 pro-

metalloproteinase-9를 증가시키게 된다[25,26]. 수술 직후의 

이런 미세환경의 변화는 암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된다[27].

ERAS는 수술 후 발생하는 면역력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후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는 

ERAS를 시행 받은 환자들은 세포매개면역과 면역 기능을 

더 잘 보존한다[28,29]. 기존 치료 내에서 치료받은 환자

와 비교하여 ERAS 프로토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대장암

에 대한 선택적 개복수술 후 수술 후 면역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연구도 있다[30].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ERAS를 시행한 환자와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 후 관리를 했

던 환자들의 각종 염증 마커를 비교했을 때, ERAS를 시행

하였던 환자 그룹에서 수술 후 염증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하

였다[3]. 수술 후 염증과 암의 불량한 예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7]. 즉, ERAS를 시행하면 

수술 후 염증반응이 감소하고, 면역력 저하를 최소화함으로

서, 암의 재발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 ERAS와 장기 생존율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역시 가설이며, 장기 생존율과

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RAS 순응도 감시  823

Bae JH·Audit of eRAs compliance



결론

외과 영역에서의 의료 발전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기술, 수술기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

나, 이러한 모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음은 자명한 사

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근거중심의 ERAS 프

로토콜에 의한 수술 전, 후 환자관리 프로그램은 수술과 관

련된 많은 의료진에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프로토

콜을 단지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자 개개인에게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의 척도가 ERAS의 순응도이며, 

이 척도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모두를 바로 순응도 감시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 문헌

들에서 보듯이 같은 ERAS를 적용한 환자 가운데, 순응도가 

높은 환자들이 수술 후 단기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암 환자들의 생존 결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

들이 차츰 쌓이고 있는 상태이다. ERAS의 순응도 감시를 통

한 프로토콜의 시행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에게 여러 가

지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수술 후 회복 향상; 환자순응도; 치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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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수술 후 회복 향상(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순응도 감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치료 성적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분석하

여 고찰하고 있다. ERAS 프로그램이 재원 기간과 합병증을 감소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 결과도 좋아질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ERAS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염증반응 

감소와 면역력 감소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술이나 

항암치료와 같은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ERAS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 암 환자의 생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해주며 이를 위

해서 ERAS 순응도 감시를 통해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ERAS를 시행할 때 자칫 간과되기 쉬운 순응도에 대하

여 강조함으로써 실제 임상 진료에서 ERAS를 적용하는 데에 많

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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