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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urpose of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 and 

the prevalence of disease in postoperative patients admitted to general surgical-medical ICU. 

  Methods: Between 1 January 2007 and 31 December 2007, 646 cases of 612 patients admitted to a general post-

operative patients admitted to general surgical-medical ICU were examined.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ICU treatment and ICU monitoring groups according to Knaus' suggestion which defines the kinds of treat-

ment done exclusively in ICU. Patients' demographics, preoperativ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SA) grade, prevalence of disease and emergent operation rate were analyzed. 

  Results: 255 patients (39.5%) were included in the ICU treatment group and 391 cases (60.5%) in the ICU mon-

itoring group. The prevalence of respiratory, gastrointestinal, and central nervous diseases was higher significantly in 

the ICU treatment group. In addition, the average of ASA grade and the duration of operation were higher sig-

nificantly in the ICU treatment group.

  Conclusions: Admission rate only for monitoring was higher than one for intensive treatment. An alternative strat-

egy should be considered to care for postoperative patients who need just clos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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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의 병  상태, 동반 질환들, 그리고 수술과 마취의 

복잡한 상호작용들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수술후 환자실

의 입실을 흔하게 만들고 있으나 수술후 환자실로의 입

실한 환자들의 특성과 그 입실이 타당하 는지에 한 연

구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1,2) 본 연구의 목 은 

576병상을 가진 병원에서 수술후 일반 내외과계 환자실

로 입실한 환자들의 임상  특징을 후향 으로 으로 

조사하고 환자실에서 집 치료를 해 반드시 입실하여

야 하는 환자군과 감시만을 목 으로 입실한 군으로 분류

한 Knaus의 방법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한 후, 양군 사이에 

향을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상  방법

  본 병원은 일반 내외과계 환자실, 신경계 환자실, 신

생아 환자실의 3개의 환자실을 운 하고 있는데, 본 연

구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화망과 의무기록을 이

용하여 후향 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일반 내외과계 환자실로 이송된 환자들만을 

상으로 하 다. 본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수술과 신생아가 

수술을 받고 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경계와 

신생아 환자실로 이송되는데, 이 경우들은 본 연구 상

에서 제외하 다. 한 환자에서 두 번 이상 수술 받은 경우

는 다른 경우로 취 하 고, 염증성 처치나 화상 처치 같은 

비침습  처치를 받으러 환자실로부터 수술실로 왕래하

던 경우들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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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 distribution of the postoperative patients admitted to the 

ICU.

Fig. 2. Distribution of underlying disease of the patients. C-V: 

cardiovascular; Pul: pulmonary; CNS: central nervous;  Endo: 

endocrine; G-I: gastrointestinal; G-U: genitourinary; Hema: 

hematologic system.

Fig. 3. ASA classification of postoperative patients admitted to the 

ICU.

  환자들의 연령  성별 분포, 기  질환의 종류, 미국 마

취과 학회의 신체 상태분류 등 (American Society of Ane-

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SA class), 수술 

 출발지, 수술 수기, 마취 방법, 응  수술 여부, 수술 시

간과 회복실 경유 여부를 조사하 다. 기 질환은 각각의 

질병들에 하여 심 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추신경계, 비뇨생식계, 액계, 기타로 구분하 으며, 

환자실에서의 처치 내용과 사망 여부에 하여 조사하 다. 

  한 Knaus의 방법에 따라 Cullen 등의 Therapeutic inter-

vention scoring system (TISS)를 구성하는 처치  본 병원 

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집  치료 곧, 기도내 삽 , 기계 

환기, 기  개, 기 지 내시경, 심박조율, 승압제 사용, 부

정맥 치료, 압력 낭에 의한 수 , mannitol 투여, 간질 치료, 

사성 이상 치료, 심정지 후 처치, 액 투석, 하루 6 L 이

상의 수액 투여와 같은 14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들을 조사

하여 이  한 가지라도 받은 환자를 집 치료군으로 포함

시켰으며, 이  한 가지도  시술 받지 않은 환자를 감

시군으로 하여 두 군 사이에 인구특성, 기  질환, ASA 

class, 수술  출발지, 응 수술 여부, 등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3-7)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5.0을 사용하여 

빈도 비교시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을 그리고 평균값 

비교시 student t-test을 시행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연구기간  6,185명에서 7,262건의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수술후 일반 내외과계 환자실로 이송된 626명의 794건 

 비침습  처치를 받으러 내원하 던 14명에서 148건을 

제외한 612명에서 646건을 상으로 분석하 다. 

  평균 연령은 59.5세 으며 연령별 분포는 70 가 152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0∼9세가 3명으로 가장 었고(Fig. 1) 남

성인 경우가 47.7% (308명), 여성인 경우가 52.3% (338명)이

었다. 기  질환 에 심 계 질환이 49.3%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24.6%, 내분비계 질환이 

20.1% 순으로 많았다(Fig. 2).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상태 

분류별 분포는 class 3이 35.9%로 가장 많았다(Fig. 3). 

  수술  출발지는 병실이 7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응 실 12.8%, 환자실 5.7%, 분만실 5.3% 순이었다(Fig. 

4). 수술과는 외과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형

외과 23.2%, 산부인과 15.5% 순이었다(Table 1). 수술 수기

의 종류에는 외과의 경우 외과 수술   34.1%, 장 

27.4%, 간담도계 17.8% 순으로 많았으며, 정형외과의 경우 

정형외과 수술  퇴부 44.0%, 고   슬  치환술 

22.0%, 척추 수술이 13.3% 순으로 많았으며, 산부인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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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Departments

Departments Patient (n=646)

GS 343

GS＋GY   2

GS＋OS   1

OS 150

OS＋PS   1

PS  14

OB  58

GY  42

GU  19

GU＋GS   2

ENT  13

Opth   2

Oral   6

GS: general surgery; GY: gynecology; OS: orthopedic surgery; 
PS: plastic surgery; OB: obstetrics; GU: genitourinary surgery; 
ENT: otolaryngology; Oph: ophthalmology; Oral: oral surgery.

Table 2. Number of Procedures of Intensive Treatment in ICU

Number of the procedures
Total

1 2 3 4 5 6 7 8

GS 121 43 10 11 3 1 0 0 189

OS  35 15  5  3 2 0 1 0  61

PS   4  2  0  1 0 0 0 0   7

OB   5  2  3  0 2 0 0 0  12

GY   7  5  1  0 0 0 0 0  13

ENT   2  2  3  1 0 0 0 0   8

Oph   0  1  0  0 0 0 0 0   1

GU   4  5  2  0 1 0 0 1  13

Oral   0  0  3  1 1 0 0 0   5

Total 178 75 27 17 9 1 1 1 255

GS: general surgery; OS: orthopedic surgery; PS: plastic surgery; OB: obstetrics; GY: gynecology; ENT: otolaryngology; Oph: ophthal-
mology; GU: genitourinary surgery; Oral: oral surgery.

Fig. 4. Distribution of departures for the operating theater.

우 산부인과 수술  제왕 개술 49.0%, 자궁 출술 37.0% 

순으로 많았다. 수술후 입실 환자들  응 수술을 받고 입

실한 환자들은 27.1%이었다.

  환자실 입실기간은 평균이 1.92일이었으며 12명(1.9%)

이 환자실에서 사망하 다.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집 치

료군에 속해 있었다. 수술  심정지가 발생하 던 한 명을 

제외한 11명은 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 다. 사인으

로는 다발성 장기 부 증 4건, 패 증  패 성 쇽 3건, 

그 외 5건 순이었다. 이  한 명은 내과 환자로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기계환기를 받던 환자로 기 개술

을 수술실에서 이비인후과의사가 시행하고 12일 후 사망한 

경우로 사인이 외과  문제는 아니었다.

  환자실에 입실하여 한 가지 이상의 집  치료를 받은 

집  치료 군은 255건(39.5%)이었고 감시군은 391건(60.5%)

이었다(Table 2). 환자실에 입실하여 한 가지의 집  치료

를 받은 경우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가지는 75건, 3

가지는 27건, 4가지는 17건, 5가지는 9건, 그리고 6, 7, 8가

지의 집  치료를 받은 경우가 각 1건씩 있었다(Table 2). 

과별로 수술후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  집  치료 군

에 포함된 경우의 비율은 구강외과가 83.3%로 가장 높았으

며, 비뇨기과 61.9%, 이비인후과 61.5%, 외과 54.3%, 안과 

50.0%, 성형외과 46.7%, 정형외과 40.1%이었으며, 산부인과

는 부인과 29.5%, 산과 20.7%로 그 비율이 가장 었다

(Table 1, 2).  집  치료를 받은 종류  승압제 사용, 기

도내 삽 , 기계 환기 순으로 많았다(Table 3). 기 질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뇌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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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cedures of Intensive Treatment Provided in ICU

     Procedures Case

Vasoactive agent 115

Intubation state
Mechanical ventilation

 89
 77

Fluid infusion (＞6 L/day)  70

Pressure activated transfusion  64

Post-arrest treatment  14

Metabolic acidosis/alkalosis treatment  10

Hemodialysis  10

Fresh tracheostomy   8

Arrythmia treatment   7

Epilepsy treatment   5

Mannitol infusion   4

Emergency bronchoscopy   2

Pacing   2

Table 4. Comparison of Underlying Diseases and Other Factors 
between Two Groups

Incidence

Underlying 
disease

T M p value

C-V 128/255 (50.2%) 191/391 (48.8%) NS

Pul  73/255 (28.6%)  74/391 (18.9%) p＜0.001

CNS  28/255 (11.0%)  24/391 (6.1%) p=0.02

Endo  58/255 (22.7%)  73/391 (18.7%) NS

G-I  55/255 (21.6%)  46/391 (11.8%) p＜0.001

G-U  34/255 (21.1%)  47/391 (12.0%) NS

Hema  14/255 (5.5%)  17/391 (4.3%) NS

Others  39/255 (15.3%)  61/391 (15.6%) NS

Preop ICU  28/255 (11.0%)  12/391 (3.1%) p＜0.001

Emergency  73/255 (28.6%) 102/391 (26.1%) NS

N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V: cardiovascular; Pul: pulmo-
nary; Endo: endocrine; G-I: gastrointestinal; G-U: genitourinary; 
CNS: central nervous; Hema: hematologic system; T group: ICU 
treatment group; M group: ICU monitoring group.

Table 5. Comparison of Age, Gender, ASA Class and Operation 
Duration between Two Groups

T group M group p value*

Age 62.4±15.9 57.6±17.6 p=0.001

Male (%) 55.2 (141/255) 42.7 (167/391) p=0.002

ASA class 2.81±1.07 2.37±0.97 p＜0.001

Duration of operation 272±172 212±111 P＜0.001

*p values are based on T test and Z test. T group: ICU treat-
ment group; M group: ICU monitoring group.

집  치료군에서 감시군보다 유의하게 빈도가 높았으며, 집

 치료군이 감시군보다 수술  환자실 입실 여부가 유

의하게 높았으나 응  수술 여부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Table 4). 그리고 연령과 성비는 두 군 사이에 차이

가 없었으나 ASA class와 수술시간의 평균값에서 집  치료

군이 감시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수술받은 환자들의 8.5%에서 일반 내외과

계 환자실로 입실했으며, 일반내외과계 환자실 환자들

의 30.2%가 수술후 입실한 경우 으며 입실한 환자들의 

60.5%가 감시 목 으로 입원하 다.

  Swann은8) 신경외과 수술을 제외한 수술 받은 환자들  

1.43%가 환자실에 입원하 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8.9%로 더 높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수

술후 환자실 입실의 비율이 높다는 을 암시한다. 한 

환자실 입실 환자들의 20∼61%가 수술후 환자들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보고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9-15) 

  자들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 병원 수술실에서 

침습  술기와 계 없는 환자들에 한 화상과 염증 처

치 등의 비침습  단순처치가 많이 행해진다는 것을 발견

하 다. 이는 수술실의 효율  운 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송 과정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험에 

환자들을 처하게 만들 수 있다.16) 따라서 이런 상황은 단순

한 처치와 더불어 최소 침습  침상 술기(minimally invasive 

bedside procedure)를 한 환자실 침상의 충분한 면 과 

장비 는 별도의 시설 확보의 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59.5세인 평균 연령과 체 환자들의 45.4%를 차지한 65

세 이상인 환자들의 비율은 다른 연구들과 비슷하 다.13,17) 

수술후 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 에 노인이 많은 것은 

노화와 동반된 질환으로 인하여 심장과 폐 비량의 상실

로 인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동반 질환들의 빈도가 증가

하므로 수술후 합병증의 발병 험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

이다.9,18,19)
 그러나 나이 자체는 환자실 환자의 후에 상

 없거나 최소한의 향만 주는 반면, 기  건강 문제의 

존재가 후에 크게 향 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단지 노

인이라는 이유가 환자실 입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14) 

  수술후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기  질환 빈도는 

일반 환자실의 경우 소화기계, 심 계, 호흡기계의 순

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선 

심 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순이었다.3,18,20)  

응 수술후 환자실로 이송된 경우들의 비율은 체의 

27.1%로 다른 연구에서 나온 15∼26%에 비하여 약간 높았

다.13,19,21) 

  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처치들을 통하여 질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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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수화시키기 해 Cullen 등5-7)이 고안한 TISS를 구성

하는 처치  73∼80가지 종류의 수기들을 Knaus는4,22) 생명

지지치료(life-supporting therapy)인 집 치료, 진단 이며 

찰 인 감시, 그리고 일상 인 병실 간호의 세 부분으로 나

었다. 이후 집 치료의 31∼33가지 항목을 환자실에서 

반드시 는 가장 우수하게 실시될 수 있는 술기로 제시하

고 이 술기를 받았거나 받을 환자의 비율에 한 조사를 

근거로 환자실의 기능의 효율과 입실의 타당성에 한 

연구를 하 다.3,4,10,17,20,21) 자들은 Knaus가 제시한 집 치

료 항목  본 병원에서 실시 인 14가지를 용하여 조

사하 다. 

  Knaus 등4)은 환자실에 입실시 49%의 환자들이 감시를 

해 입실하 으며, 지역병원의 경우 입실 환자들의 80%가 

감시를 한 입실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Thibault 등22)

은 내과계 환자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77%가 비침습

 감시를 목 으로 입원하 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20∼80%의 다양한 비율이 단지 감시를 해 환

자실에 입원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8,10,17,20-24) 

  환자실에서 행하여진 빈도가 높은 처치는 승압제 투여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도내 삽 , 기계 환기 순이었는데 

기도내 삽  빈도가 높은 것은 수술실에서 기도내 튜 가 

발 되지 않은 81건과 수술실이나 회복실에서 재삽 한 8

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 신경계 환자실

의 경우 기계 환기, 승압제, 간질 치료의 빈도 순이었고,21) 

기 지 내시경을 시술받은 환자들을 고식 으로 환자실

로 입원시킨 특성이 있는 Rose 등25)의 연구에서는 수술후 

단지 2.2%만이 환자실에 입실하여 기계 환기를 받았다고 

보고하 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자에서 기 지 내시경을 

수술 범 에 다수 포함하므로 이런 경우가 배제된 본 연구

와 차이에 향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연구기간 동안 사망한 환자는 12명으로 치사율이 

1.9% 는데 이는 다른 연구의 0.8%의 거의 두 배 다.19)
 

Zimmerman 등17,21)의 연구에 의하면 감시 군이 연령, 질환의 

증도, 사망률에 있어 유의하게 낮았는데, 연령을 제외하

고 우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들은 수술후 환

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높은 비율이 단지 감시만을 해 

입원했음을 보여주었다.4,20,26) 환자실에 입원되는 것은 여

러 가지 요인들, 즉 질환의 증도, 신생물이나  수술

같은 특정 진단명이나 특정 수술의 비율, 환자실 의사의 

유무, 의사의 어떤 치료에 한 선호도, 병원의 종류, 그리

고 환자실의 수 과 침상 수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5,17,24)

  ASA class가 수술후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에 하여 측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한 정시 객

성 확보에 있어 문제 도 있을 수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12,27-29) 그러나 당시 마취기록지에 기록된 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 ASA class는 수술후 집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단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수술후 환자실에 입실함으로 얻는 험  효과 비(risk- 

to-benefit ratio)는 환자의 연령, 수술  건강 상태, 수술 종

류, 그리고 수술 진행경과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

다.3) 따라서 수술후 환자실 입실에 한 일률 인 기 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Wagner 등
10)

은 획일 인 기 으로 개별 환자에 한 임상  단을 

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 다. 그리고 불필요한 환자실 

입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 한 이며 정신 인 해

를 가하므로 수술후 감시를 한 환자들을 한 별도의 

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술받은 후 감시 목 으로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비율이 60.5%나 된다는 결과는 본 병원의 수술후 환자들  

환자실 입실에 한 선별에 있어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

하 다. 다른 연구들에서 이에 한 안으로 질환의 증

도에 따른 수술후 경과 감시를 한 환자실의 운 이 

빈번하게 제시되었다.8,11,12,15,17,21,23,30-34) 환자실은 환자

실 환자의 조기 퇴실을 가능하게 해주며, 환자의 증도에 

따른 분류 입원을 원활하게 해주고, 비용을 감시키며, 

환자실 이용율을 개선시키며, 환자실 재입원을 감소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21,26,30-34) 수술후 감시 목 의 환자실

을 필요로 하는 외과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술후 감시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외과  술기들의 

등장과 그 시술들 수의 증가 때문이다.20,35) 마취와 수술 술

기의 발 은 노인들과 심각한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서도 외과계 환자실 입실의 필요성을 안 하게 일 수 

있게 되었다.32,36,37) 따라서 Wagner 등10)의 주장처럼 환자

실보다 덜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감시 목

으로 입실시키는 환자들에 해서 주기 이며 신 한 찰

로도 가역 일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을 처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의 침상수가 

증가할수록 환자실에서 필요한 처치 종류가 증가하기 때

문에 감시를 한 환자실 입실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병상 침상 수의 차이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국내의 다른 기 에 직 으로 용하거나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4,10,14) 병원에 따라 수술실에

서 시술하는 종류와 방침의 차이, 환자실 환자  간호사 

비율, 담의사 근무 여부에 있어 국내 병원별 차이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38) 한, 자들이 용한 Knaus의 방법론

은, 를 들면 수술후 지속  경막외 차단에 한 언 이 

없는 반면, Swann은8) 환자실에서 반드시 처치받아야만 

하는 술기로 규정하 듯이, 환자실에서 반드시 실시하여

야 하는 처치가 무엇인가 하는 병원 방침에 따라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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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수술  

외과의가 입실을 결정한 이유에 해서 부분의 경우에서 

기록상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후향 으로 조사한 본 연

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자들은 일개 학병원에서 수술후 환자

실로 이송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시 목

으로 입실한 경우들의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 받은 후 환자실로의 불필요한 입실을 이

고 환자실의 본래의 목 에 맞게 운용되도록 환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국내 다병원간, 문 

환자실간, 그리고 문과 별로 환자실 입실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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