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방광 및 주위 조직의 제거, 골반림

프절 절제술 및 요루전환술의 세가지 종류의 수술로 구성

되어 있고, 이를 한 번에 시행한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

고, 장기 입원 기간(length of stay, 8–9 day range in the 

United States and 15–20 days in Europe)을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많고,1 수술 후 단기 및 장기 합병증과 사망률이 

각각 약 27%–32%, 64%, 1.5%–5%로 높은 수술이다.2-5

복잡하고,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수술에서 환자

의 치료와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

(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최근 상당한 관심을 받

고 있다.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프

로토콜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다학제 방식의 노력을 통해, 

여러 수술 분야에서 다양한 환자의 수술 후 개선된 치료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ERAS 프로그램의 이점은 

복잡한 수술로 여러 치료 팀이 참여해야 하고, 수술 전후 

이환율이 높으며, 수술 후 입원 기간이 긴 환자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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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with advances in perioperative medical care, anesthetic management, and surgical tech-
niques, radical cystectomy (RC) which remains the gold standard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muscle-invasive bladder cancer, yet is still associated with a high morbidity rate as well as 
a prolonged length of hospitalization (LOH). Recently,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developing multimodal and multidisciplinary strategies that might aid in the acceleration 
postoperative convalescence by decreasing variance in perioperative care for patients having 
complex operations. Many patient series have shown that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rotocols can improve outcomes in patients having RC by reducing the incidence of 
gastrointestinal complications and the LOH without increasing readmissions or overall mor-
bidity. Many studies are going to evaluate and incorporate scientific data in ERAS program to 
modify as many of the variables leading to RC morbidity, as well as to enhance how patients are 
cared for before and after operation. In this review, we offer a summary of the preoperative, in-
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key components of undergoing an ERAS protocol for patients 
undergoing RC, as well as future research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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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했다. 수술 관련 연구의 경우 술자에 따른 교란변수가 

많아 직접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근거에 기반한 

수술 전후 치료 방법의 표준화가 임상 결과를 크게 향상시

킨다는 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뇨기 종양 수술 영역에서는 수술이 복잡하고,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ERAS 프로그

램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저자들은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결과, ERAS 프로그램의 역사, 근치적 방광

절제술 시 ERAS 프로그램 및 중재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각 ERAS 구성 요소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고, 앞으

로의 방향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의 결과들

방광암은 2020년 Globoca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

으로 10번째로 흔한 암이며, 573,000건이 새로 발생했고 

213,000명이 방광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6 한국에서는 

국가암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4,379명의 방광암 환

자(남: 3,525명, 여: 854명)가 발생하여 남성 유병자 수의 

7번째 흔한 암으로, 1,438명(남: 1,100명, 여: 338명)이 

방광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7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근육침습 방광암 혹은 방광 내 

bacillus Calmette–Guérin 주입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재

발성 고위험위군의 비근육침습 방광암의 표준치료법이다.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방광 및 주위 조직의 제거, 골반림프

절 절제술 및 요루전환술의 세가지 종류의 수술로 구성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로 비뇨기 의사가 수행

하는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 중 하나이다. 이에 더

해 방광암 환자는 진단 시 평균 연령(median age)이 73

세로 비교적 고령에 진단되며, 다양한 동반 질환들을 갖

고 있다.8 또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표준 치료로 사용되

는 술 전 항암화학요법의 사용으로 생존율의 향상이 입증

되었고 전반적으로 잘 견딜 수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생리

적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9,10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임상적, 병리학적 및 종양학적 결과

를 조사하는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들3,4,11에 따르면, 수

술 전후 사망률은 환자의 0.3%–4.5%로 보고되었다. 또

한 수술 후 30일 합병증 발생률은 27%–32%였고, 장폐색

증은 4%–18%였다.3-5 입원 기간은 미국의 경우 8–9일, 유

럽은 15–20일로 보고되었고,1 우리나라는 최근 다기관 로

봇수술 데이터베이스(Korean Robot Assisted Radical 

Cystectomy)를 이용하여 13–22일로 보고하였다.12 뿐만 

아니라 방광 절제 후 시행되는 요로전환술로 많은 환자들

은 대사장애를 포함한 생리적 변화와 함께, 신체 이미지 

변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생활 방식과 심리 사회적 적응

과 조정이 요구된다.

ERAS 프로그램의 역사

ERAS 프로그램(Early Recovery After Surgery Program)

은 수술 환자의 치료 방식을 표준화하고, 수술 후 결과를 

증진시키며,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거에 기반

하여 확립한 프로토콜이다. 1990년대 말, Kehlet13은 수

술 외상 및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고 수술 관련 합병증

을 줄이고 수술 전후 회복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ERAS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2001년에 

Ken Fearon과 Olle Ljungqvist는 근거에 기반하여 수술 

전후 치료법을 개선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ERAS 연구 그룹

을 창시하였다.4 ERAS Society (www.erassociety.org)

는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ERAS 프로그램 구

현을 위한 분야별 지침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대장 절제

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지침은 24개의 개별 요소를 지정하

고 있다.14 대장 수술 분야에서 ERAS 원칙은 수술 후 이환

율과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이 입증되었다.15-17 환자의 삶

의 질, 환자 만족도 및 경제적 파급 효과와 같은 결과에 대

한 ERAS의 역할을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ERAS 사용에 따른 해로운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18,19

ERAS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구체적인 ERAS 프로그램의 목표는 통합된 술 전, 술 중 

및 술 후 치료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술 후 스트레스 반

응을 경감시키고 표적기관의 기능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ERAS 프로그램은 15–20개의 개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술 전 요소 -- Preoperative Period

-  환자 교육: 금연 및 금주 교육, 영양 상태 평가, 장루 혹

은 요루 위치 확인 

-  동반질환 관리: 혈압, 당뇨 및 빈혈 등의 동반질환 관리, 

영양 공급(특히 영양 부족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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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8시간 동안 금식

-  가벼운 식사와 불투명한 음료(예: 차와 토스트, 과육 주

스, 우유)를 6시간 동안 금식

-  맑은 액체(제외: 알코올 음료, 우유가 든 음료, 주스)를 2

시간 동안 금식

-  수술 2시간 전에 탄수화물 음료(선택 사항): 비당뇨 환자

에게 모두 고려해야 함

2. 술 중 요소 -- Intraoperative Period

-  혈전 예방: 압박 스타킹, 저분자량 헤파린(고위험군에서

는 수술 후 4주까지 지속해야 함)

-  정상 체온 유지 Normothermia

-  수액 최적화 fluid optimization: 식도 도플러를 이용한 

목표 지향적 수액 요법

-  최소 침습 수술 접근법 

-  비위관 넣지 않기: 조기 제거 또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함

-  복강 내 또는 회음 배액을 하지 않기(결장 유출 또는 화

농성 배액과 같은 상황 제외): 문합 부위 주위나 골반 내 

배액관은 생략해도 안전함. 방광절제술 환자는 요누출의 

가능성으로 요관부목이 필요할 수 있음.

3. 술 후 요소 -- Postoperative Period

-  수술 후 1일째부터 장관 영양(enteral nutrition) 시작 

-  하루 두 번 고칼로리 보충 high-calorie supplements 

twice daily

-  다중 진통 요법 적용 multimodal analgesia (e.g., 

transverse abdominis block and opioid-sparing 

pain medications): 최대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의 

흉부 경막외 최소 아편유사제 및 펜타닐 기반 속효성 

-  아편유사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의 정기적 투여

-  다중 항구토 요법 적용 multimodal antiemetic 

regimen

-  일반적으로 수술 후 1일째에 요도 카테터의 조기 제거

ERAS가 적용된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결과들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근거 기반의 ERAS 프로그램을 구

현하고자 한 비뇨의학 전문의들의 노력에 힘입어 ERAS 

Society에서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

했다.20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사용된 많은 ERAS 원칙들

은 다른 수술 절차에서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채택되었

다(Table 1).

1. 수술 전 ERAS 구성 요소들

ERAS 프로토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은 환

자, 비뇨의학, 마취통증 전문의, 일반의 및 장루 전문 간호

사 등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진행하기 전에 수술 후 이환율이 

높은 환자를 미리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

술의 위험 이익 비율(risk benefit ratio)을 설명하고 더 나

아가 수술 후 관리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방광암은 70세 전후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

이다. 철저한 병력청취를 수행하고 간단한 자가 평가 설문

지를 통해 기존의 심혈관 및 호흡기질환을 식별해야 한다. 

환자의 기능적 능력은 metabolic equivalent (MET)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MET은 앉아서 휴식 시 성인의 산소 소

비량(3.5 mL O2 uptake/kg/min)을 나타내며, 다양한 운

동 정도를 MET로 표시할 수 있다. 대수술을 고려 중인 환

자는 4 MET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대략 계

단 한 층을 힘들지 않게 오르는 것과 같은 능력이다.21

1) 수술 전 환자 상담 및 교육

ERAS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수술의 목적과 예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술 절차, 장루의 위치 교육, 입

원 기간 및 퇴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환자와 상

담이다. 수술 전 상담이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결과를 향상

시킨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20 수술 전 환자에게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환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수

술 후 회복을 촉진하며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22,23 이 

외에도 수술 전 관리, ERAS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 

요루 및 정위성 신방광 관리 및 카테터 사용에 대한 자세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24,25

2)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처치

수술 전 조치로서 신체 운동, 금연, 약물 또는 알코올 중

단과 함께 동반질환(당뇨, 고혈압, 빈혈)의 조절은 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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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광절제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26,27 수술 전 신체활동과 운동은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

며,28 수술 전 영양실조는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높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병증을 줄이려면 수술 최소 2

주 전부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29 알코올 남용자들은 

수술 후 이환율이 2–3배 정도 증가하며, 가장 흔한 합병증

은 출혈, 상처 합병증 및 심폐 합병증이다. 수술 전 한 달

의 금주는 장기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술 후 이환율을 감

소시킨다.30,31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

인은 흡연이다. 흡연자(current smokers)들은 수술 후 폐

와 상처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며,32 합병증 발생을 줄이

기 위해서는 1개월 간의 금연이 필요하다.32,33

3) 경구 기계적 장 전처치

대장 수술 전 전통적인 기계적 장 전처치(mechanical 

bowel preparation)는 오히려 환자를 탈수시키고 전해질 

불균형, 생리적 스트레스 및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4,35 대장 수술을 받는 5,000명의 환자를 포함

한 메타 분석 결과, mechanical bowel preparation은 

아무런 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mechanical 

bowel preparation이 장문합부 누출 및 상처 합병증과 

관련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36

Tabibi 등37은 표준적인 3일의 기계적 장 전처치를 받

은 30명의 환자와 기계적 장 전처치를 하지 않은 32명의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들을 전향적으로 비교할 때 이환

율이나 입원 기간에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유사하

게, Xu 등38은 86명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

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양 군 간에 이환율, 입원 기간 또

는 첫 배변 시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에서도 “no bowel prep”군

(no bowel prep versus limited bowel versus enema 

only)에서 장 기능 회복, 퇴원 기간 또는 전반적인 합병증 

비율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39,40

4) 수술 전 금식

22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Cochrane 메타

분석 연구 결과, 자정부터 금식을 하여도 수술 마취 2시간 

전까지 환자가 수분(clear fluid)을 자유롭게 섭취한 경우

와 비교하여 수술을 유리할 수 있게 하는 위 용적의 감소

나 위액의 pH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1 

이 같은 여러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유럽 마취과학회 

가이드라인은 마취가 시작되기 최대 6시간 전에서 최소 2

시간까지 고형분 식품들(solids foods)과 수분을 허용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42

Table 1. Phases of ERAS protocol elements

Preoperative Intraoperative Postoperative

Counseling and education
    • Provide leaflets or multimedia information
    • Set expectations
    • Discharge planning
    • Stoma education

Antibiotic prophylaxis and skin preparation Avoid postoperative nasogastric intubation

Medical optimization
    • Optimize medical diseases
    • Encourage smoking and alcohol cessation
    • Physical conditioning (prehab)
    • Improve nutritional status

Anesthetic protocols
    • Use of thoracic epidural
    • Neural blockade
    • Minimal opioid use
    • Prevention of intraoperative hypothermia
    • Individualized goal-directed fluid therapy

Early enteric feeding

Avoid mechanical bowel preparation Minimize incision (minimally invasive approach) Early mobilization
Avoid fasting Less bowel manipulation Ureteral stenting
Carbohydrate loading Minimization of blood loss and transfusion Chewing gum
Alvimopan administration Instillation of local anesthetic at incision sites Multimodal opioid-sparing analgesia com-

bined with regional or local anesthesia
Preanesthetic medication
    • Avoid long active sedatives

Nausea and vomiting prophylaxis

Thromboembolic prophylaxis
    • Low-molecular weight or unfragmented heparin
    • Compression stockings and intermittent pneumatic 

Extended venous thromboembolism pro-
phylaxis

Compression devices Discharg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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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전 전분 축적 식사 요법(carbohydrate loading)

전분 축적 식사 요법은 마라톤 같은 경기 전에 에너지원

인 글리코겐을 축적할 목적으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 전 전분 축적 식사 요법은 갈증

을 줄이고 지방 제외 체중(lean body mass)과 근력을 유

지하며 조기 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43,44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수술 전에 탄수화물 부하 시 입원 기간이 크게 감소했다.44 

특히 수술을 받는 당뇨병 환자에서 수술 후 인슐린 저항성

과 고혈당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43,44

6) 수술 전 Alvimopan 투여

ERAS 프로토콜은 근치적 방광절제술 후 가장 흔한 합

병증인 장폐색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술 후 장폐색

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손상시키고 합병증 가능성을 높이

며 입원 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2,5,45 Alvimopan 

(상표명 Entereg)은 말초에 작용하는 μ-opioid 수용체 길

항제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의 μ-opioid 

수용체에 도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편유사 길항제의 중

추신경 부장용을 피하면서 위장관에서 μ-opioid 수용체

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46 Alimopan은 2008년 5

월에 수술 후 장폐색증 치료제로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다.47

방광 절제술 후 ERAS의 개별 부분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 중 하나로 Alvimopa 사용이 장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8 이 시험

에서, Alvimopan 코호트는 입원 기간이 짧았고(10.1일 

vs. 7.4일), 보다 빠르게 배변을 했고(5.5일 vs. 6.8일), 수

술 후 관련 질병(위장관 재삽입, 장기 입원 또는 장폐색으

로 인한 재입원)이 20% 적었다. 또한 Tobis 등49은 117

명의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에서 Alvimopan 투

여가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 이후 장 기능 회복 시간(5

일 vs. 6일)과 식이 요법 시작(6일 vs. 7일)을 단축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Alvimopan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저칼륨

혈증(9.5%)이고, 소화불량(7.0%), 요통(3.3%), 지연 배뇨

(3.2%)등이 있다.46 

7) 마취 전 약물

수술 전 항불안제가 수술 후 조기 식이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9 지속성 진정제는 고령 환자의 인지 

장애를 증가시키고 수술 후 조기 식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43 ERAS 가이드라인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속효성 

진정제를 사용하고 지속성 진정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

장한다.43

8) 혈전 색전증 예방

근치적 방광절제술 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심부정맥 

혹은 혈전증의 발생률은 약 4%로 보고되었으며,50 근치

적 방광절제술 전에 신보조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에서 

수술 후 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51 

이에 저분자량(low-molecular weight) 또는 비분획화

(unfragmented) 헤파린을 사용한 혈전 색전증 예방이 추

천되고 있다.52 또한, 압박 스타킹과 간헐적인 공기 압박 

장치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ERAS 

가이드라인은 수술 후 최소 4주 이상 색전증 예방 목적의 

저분자량 헤파린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3

2. 수술 중 ERAS 요소

ERAS 프로그램에서 수술 중(intraoperative period) 

요소로는 마취 및 수술 부분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예방적 항균제 사용 및 피부 준비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clean-contaminated” 수술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예방은 호기성 및 혐기성 세균에 대해 이뤄져야 한

다. 유럽 비뇨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항생제는 수술 1시간 

전부터 투여하고 최대 24시간 동안 계속 투여하라고 권고

하며, 특정 감염 위험 요인이 있거나 수술 시간이 연장된

(>3시간) 환자의 경우 72시간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한다.53

여러 유형의 술 전 피부 세정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 부위 감염의 전체 유병률은 포비돈-요오드 그룹보

다 농축된 클로르헥시딘-알코올 그룹에서 40% 더 낮았

다.54 최적의 피부 준비(skin preparation)와 관련하여 

여러 ERAS 지침에서는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chlorhexidine-alcohol 스크럽을 사용한 수술 전 피부 

소독을 권고한다.20,27

2) 마취 프로토콜

ERAS에 관한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그 이전의 직장결장 

연구에 따르면 ERAS 마취 프로토콜은 흉부 경막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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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epidural analgesia, T9-11), 최소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저체온증, 저산소혈증 및 저혈량증의 예방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55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수술 전후 관리에

서 흉부 경막외 진통조절법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무작

위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결장직장 수술 환자에서 흉

부 경막외 진통조절법이 자가 조절 진통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esthesia)에 비해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반

응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장 기능 회복을 가속화한다고 입증

되었다.56 뿐만 아니라 결장직장 수술 환자에서 흉부 경

막외 진통조절법이 입원 기간과 수술 후 장폐색을 줄인다

고 알려져 있어 널리 권장되고 있다.27 최근 ERAS society 

for cystectomy는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효과적인 ERAS 

프로토콜의 하나로 수술 후 72시간 동안 흉부 경막외 진통

조절법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20

3) 수술 중 저체온증 예방

수술 중에 흔히 나타나는 저체온증(심부 체온 36℃ 미

만)은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여 외과적 상처 감염을 촉진

할 수 있다.57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하 산소 장력을 감소시

키고 콜라겐 침착을 줄여 상처 치유의 강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결장직장 환자 수술에서 수술 중 저체온증을 피

하는 것은 감염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수술 후 응

고병증으로부터 보호하며 입원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57,58 따라서 유사한 생리 병리학을 감안할 

때,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것이 강

력하게 권고된다.20 저체온증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

략은 체온 조절 장치 에어 블랭킷(forced-air warming 

blankets)과 따뜻한 수액(warmed intravenous fluids)

의 사용이 권유된다.57

4) 수술 중 및 수술 후 수액 관리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수술 중 소변

량을 측정할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에 수액 관리가 어

려울 수 있다. 체액 과잉과 저혈량증은 모두 내장 기관

의 저관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폐색 및 이환

율 증가와 함께 입원 기간의 연장과 관련된다.59 경식도

(transesophageal) 도플러 장치와 같은 심박출량 모니터

를 사용하여 수액 및 승압제의 사용을 조절하는 목표 지향 

수액 요법(goal-directed fluid therapy, GDFT)은 조직

으로의 혈류를 최적화함으로써 장 관류를 개선하여 저관

류 및 그에 따른 장 허혈과 수술 후 장폐색의 발생을 줄이

는 것을 목표로 한다.59 결장직장 수술 시 GDFT는 술 후 

회복을 개선하고 합병증 및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59,60 Pillai 등61은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들 66명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목표 지향 수액 요법의 효과를 조사한 결

과 목표 지향 수액 요법을 받은 환자가 24시간과 48시간

에 장폐색과 구역 및 구토 발병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

다. 

5) 최소 침습적 접근

2003년에 처음 보고된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개

복에 비해 더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며, 진통제 사용 및 

bowel handling, 그리고 혈액 손실을 줄인다고 보고하였

다.62,63 개복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

술을 비교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로봇 근치적 방광절

제술은 혈액 손실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았다.64 그러나 개

복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수술 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보다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었다.

최근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개복 근치적 방광절제

술을 비교하는 다기관, 공개, 비열등성 3상 무작위 임상시

험, RAZOR trial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로봇 근치적 방광

절제술과 개복 근치적 방광절제술 사이의 전체 및 주요 합

병증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65

6) 수술 부위 배액관 관리

전통적으로 수술 후 절개 부위에 배액관 사용은 수술 부

위의 감염과 요 누출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ERAS 프로토콜은 가능한 한 수술 후 빨리 배

액관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66 결장직장 수술을 대상으

로 한 메타 분석에서 복강 내 배액관 사용이 장문합 부위 

열개, 상처 감염, 재수술, 복강외 합병증 또는 사망률 부분

에서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67 근치적 방

광절제술의 경우 요 누출이 장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대장 수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연구들을 

기반으로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 중 요 누출의 증거가 없

는 경우 수술 후 1일째에 배액관을 제거하는 것이 권고되

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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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ERAS 요소

전통적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는 비위관(naso-

gastric tube)을 방귀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고 오랜 기간 

금식 및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ERAS에 따

라면 수술 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치료 표준이 

권고되고 있다.

1) 요 배액(urinary drainage)

요관 스텐트 시술은 요 누출 개선, 수술 후 요관-소장 협

착 감소/장폐색 감소 및 대사성 산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

고 보고되었다.66 수술 후 요관 스텐트의 최적 거치 기간

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회장 도관 수

술 후 요관 스텐트는 수술 후 2주 이내에 제거될 수 있고, 

orthotopic neobladder 경우 응답자의 70%는 수술 2주 

이내에 요관 스텐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30%는 수술 2주 

후 요관 스텐트를 제거한다고 보고하였다.68 ERAS 가이드

라인은 경요도 카테터를 수술 후 첫째 날 제거할 것을 권

장하며 요관 스텐트는 수술 후 5일 후에 제거하라고 권고

하고 있으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43

2) 비위관 삽관(nasogastric intubation)

조기에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은 ERAS 프로토콜의 중

요한 요소이다. 복부 수술 후 비위관 삽관을 시행한 환

자 5,240명을 포함한 33건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포함

한 메타 분석에서, 수술 시 비위관 삽관을 하지 않거나 수

술 후 조기 제거한 환자들은 일반적인 방법(수술 시 비위

관 삽관, 수술 이후 장기능 회복 확인 후 비위관 제거)에 

따라 비위관을 유치한 환자들에 비해 장 기능의 조기 회

복(p<0.00001)과 폐 합병증 감소(p=0.01)를 보였다.69 비

뇨기 영역에서 조기 비위관 제거는 Pruthi 등70이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소개하였다. 연구자들

은 수술 후 첫째 날 비위관을 제거하고 둘째 날 환자에게 

맑은 액(clear fluid)을 투여하였고 넷째 날부터는 일상식

(regular diet)을 준 결과, 수술 후 이환율과 조기 회복이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수술 후 장폐색의 예방

근치적 방광절제술 후 장폐색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퇴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수술 후 장폐

색증은 환자의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환율을 

증가시키며, 입원 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5,45 수술 후 장

폐색의 예방과 관련하여 수술 전 alvimopan 투여, 적절한 

체액 모니터링, 최소 침습적 수술법 시행 및 요관 스텐트 

삽입과 같은 특정 치료법은 이미 ERAS의 다른 요소에서 

기술하였다. 그외 수술 후 장폐색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ondansetron과 덱사메타손의 혼합 투여는 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1,72 32명의 개복 근

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들(17명: 껌 씹지 않음/15명: 껌 씹

음)과 28명의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들(13명: 껌 씹

지 않음/15명: 껌 씹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

구와, 272명의 위장관 수술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껌을 씹는 것은 장폐색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첫 배변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보고하

였다.73,74 200명의 대장결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

작위 대조군 연구(bisacodyl 또는 placebo)에서 예방적 

경구 변비완화제(bisacodyl)는 수술 후 정상적인 배변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첫 배변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었다.75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개복 근치적 방광절제

술보다 빠르게 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2

4) 조기 식이

장 기능이 회복된 후에만 식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의 외과적 통념과 달리 식이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근육 

기능, 상처 치유 및 패혈증에 유익한 효과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76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조기 

식이의 이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Behrns 등77은 

소장 수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후 2일째에 맑은 

액체로 조기 식이를 시작하고 이어 일반 식이로 빠르게 진

행하는 것이 수술 후 이환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입원 

기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1,240명의 위장관 수술에 대한 15개의 무작위 대조

군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조기 식이군은 전

통적 식이군에 비해 전체 합병증이 감소했고, 사망률, 폐

렴, 문합부 열개, 장운동 회복 속도, 입원 기간 등의 부분

에서 부정적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78 근치적 방광절제술

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위에 제시된 증거들과 수술 받은 

환자들의 영양실조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증거

가 부족하더라도 수술 후 조기 식이를 권장하고 있다. 그

러나 수술 후 조기 식이는 구토가 증가할 수 있어, 주기적 

항구토제, 껌씹기, cholinergic stimulants, 변비 완화제, 

prokinetic agents, 마취제 투여 제한과 같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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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수술 후 정맥 수액

을 최소화하여 체액 과부하와 장 부종을 예방해야 한다.79

5) 수술 후 진통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

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적인 마약

성 진통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부분 또는 국소 마취와 결

합된 여러 방법의 통증 조절은 ERAS의 핵심 구성 요소이

다. ERAS 가이드라인은 통증 관리를 위해 전신 아편 유

사제보다 최소 72시간의 흉부 경막외 진통제(thoracic 

epidural analgesia)를 권장한다.43 대장 수술 시 흉부 경

막외 진통제는 통증 감소 외에도 장폐색을 감소시키고 수

술 후 회복을 촉진하며 심폐 고창(flatulence)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29 

6) 조기 보행(early mobilization)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은 수술 후 조기 보행을 가능하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전색전증 및 폐렴 발생 감

소 및 근력을 증가시키며 장폐색을 감소시키고, 입원 기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27,80,81 Jensen 등28은 근치적 방광절

제술 후 조기 보행이 환자가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근치적 방광절제술 시 ERAS 프로

토콜에서 조기 보행은 확립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다.

7) 퇴원 기준(discharge criteria)

ERAS 프로토콜은 환자가 효과적인 자가 통증 관리와 함

께 적절한 영양 섭취 및 정상적인 장 기능을 회복하고 요

루 또는 정위성신방광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른 임상 또는 

생화학적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58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요루 주머니 교체와 같은 요

루 관리와 정위성 신방광의 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제

공되어야 한다.

8) 삶의 질

몇몇 연구자들은 ERAS 프로토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82,83 Stowers 등82은 근치적 방광절

제술을 제외한 다양한 복부 수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에서 ERAS와 표준 치료 사이에 삶의 질 개선이 관찰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나, Karl 등83은 근치적 방광절제

술을 시행 받을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 또는 ERAS 

프로토콜을 이용한 치료에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삶의 질(QLQ-30) 설문지에 따라 

평가한 결과, ERAS군에서 지속적인 정서적 기능 점수의 

개선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 환자에서 ERAS 프로토콜 적용의 정서적 이점을 보

여주는 최초의 연구였다.83

4. 최근 대표적 연구 결과 및 향후 방향

2020년에 Williams 등84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출

간된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시행된 ERAS 결과들에 관한 체

계적 리뷰와 메타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22개의 연구 

결과(4,048명의 환자들)를 분석하였고, ERAS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환율 감소, 빠른 장 회복 및 짧

은 입원 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비위관을 피하고 국

소 마취 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입원 기간 감소와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현재도 ERAS 프로토콜은 복잡한 수술 환자를 돌보기 위

해 다학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수술 전후 관리

는 각각의 단계에서 중요성을 갖고 이으며 또한 서로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체액 관리 및 통증 조절과 같은 다양한 단

계에서 많은 중재(intervention)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치

료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중요하

다.

1) 수술 전

현재 ERAS 프로토콜의 수술 전 요소는 거의 모든 환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연령, 사회적 지원 시스

템, 재정적 요인, 동반질환 등을 포함한 환자의 독립적인 

요인에 따라 위험을 계층화하고 이에 따라 ERAS 프로토콜

을 수정함으로 개별 환자에 더 유익한 ERAS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술 전에 환자의 의료 및 기

능 상태를 최적화하는 사전 재활 및 영양 중재와 같은 개

념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48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경우 외

과적 수술의 긴급성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나 기능적 상

태를 교정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수술 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85 향후 수술 전후 치료를 최적화할 수 있는 

추가 방법을 제공하여 임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연

구 결과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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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중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있어 최근 가장 큰 변화는 로봇 수

술의 도입일 것이다.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대한 개복 접

근법과 로봇 접근법을 비교한 무작위 시험에서 로봇 방

광 절제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은 증가하였고 혈

액 손실은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수술 후 입원 기

간, 합병증 발생률 및 삶의 질 결과는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3 추후 연구는 로봇 방광절제술의 종양학

적 효능을 확인하고, 기능적 효능을 포함한 다른 잠재적

인 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들에 따

르면 외과적 접근 방식보다 ERAS 프로토콜의 적용이 임

상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Robotic Urology Section 

Scientific Working Group은 로봇보조 근치적 방광절제

술에서 수술 전후 치료로 ERAS 프로토콜의 사용을 추천하

고 있다.54 

수술 중 수액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ERAS의 다학제적 성격이 중요시됨에 따라, 환자 치료 및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다. 목표 지향 요법(goal-directed therapy)을 통

한 체액 관리의 최적화는 체액 및 혈액 제제의 사용에 있

어 필수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수술 중 수혈을 받는 환자

에서 암 관련 사망률 및 암 재발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87,88 

Maffezzini 등89은 방광절제술 시 지속적인 노르에피네프

린 주입과 제한된 수액 공급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제한적 수액 공급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

우 표준 프로토콜에 비해 혈액 손실과 수혈 횟수가 현저

히 낮음을 보고하였고,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후속 연구에

서는 제한된 수액 공급이 소화기계 합병증과 출혈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70,90 마취과 의사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 수액 관리뿐만 아니라 경막 

외 마취, 국소 차단 등의 통증 조절에 대한 최적의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3) 수술 후

현재 추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가장 분명한 영역 중 

하나는 감염성 합병증을 예방하고 통증 조절을 최적화하

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감염성 합병증은 근치적 방광

절제술 후 재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91 대부분

의 수술에서 수술 절개 전 단 회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권장되고 있지만 근치적 방광절제술 후 최적의 수술 전후 

항생제 적용 범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87 특히 수술 24

시간 이후의 억제 항생제의 사용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및 최적

의 식이법을 포함한 다양한 인자들이 근치적 방광절제술

을 받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임상적으로 중

요할 수 있으며 향후 ERAS에 통합될 것이다.92

결      론

ERAS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위한 수술 전

후 및 수술 중 치료의 중요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

며, 이후 여러 연구에서 ERAS가 술 후 환자의 회복을 향상

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ERAS의 어떤 요소가 근

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의 임상 경과에 가장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대한 ERAS 가이드라인의 

특정 항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아

닌 결장직장 수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한다. 향후 환자의 치료 경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밝혀내기 위하여 근치적 방광절제술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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