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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mbulatory Anesthesia for Gynecologic and Obstetric Patients
Sang Ho Shin, M.D., Yoon Kyung Lee, M.D., Sung Gang Cho, M.D., and Hong Seuk Y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Background: Ambulatory surgery saves the medical cost, makes patients return to their daily activities
earlier than inpatients, reduces the incidence of nosocomial infection and postoperative delirium in the
elderly. But aiming at the discharge on the day of surgery, the anesthesiologist should make the careful
selection of proper patients for ambulatory anesthesia and manage with specialized skill. We reviewed
the anesthetic records of gynecologic and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during six and half years.
Methods: We reviewed the anesthetic records and postanesthetic care records of gynecologic and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from January 1997 to May 2003. Data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patients' demographic profiles, physical status of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y, anesthetic techniques and agents, type and duration of operation. The incidence and causes of unexpected
postoperative admissions, complications and cancellations of operation were reviewed.
Results: Three hundred and fifty four patients were operated as ambulatory surgery out of all elective
surgery from January 1997 to May 2003. All patients were classified as physical status 1 or 2 by ASA
classification. The most common type of operation was hysterosalphyngoscopic surgery (49.7%). The
most common anesthetic technique was general anesthesia (96.3%) with endotracheal intubation and
continuous propofol infusion. The incidence of unexpected postoperative admission was 2.8% and those
were requested by surgeon.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 cancellation of operation and unexpected
admission was low. Many gynecologic procedures can be performed efficiently and safely in the outpatient setting with proper ambulatory anesthetic technique and prudent pati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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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당일 수술은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아와 노
인 환자에서는 익숙한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격리불안과 수술 후 혼란을 감소시키며 면역
력이 감소된 환자의 병원감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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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불필요한 병실 이용을 줄임으로써 가용병상을 증

관찰을 위해 수술 종료 후 제 1 회복실로 이송시키고

가시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병실을 이용할 수 있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제 2

1)

회복실로 이송하였다.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게 한다.

그러나 당일수술은 수술 당일에 환자가 퇴원할 수

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퇴

있어야 하므로 마취과의사는 당일수술의 대상 환자를

원에 따른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에 귀가하는 것을

선택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가

원칙으로 하였다.

준수해야 할 사항, 마취 방법의 선택, 마취와 수술에 따
른 부작용의 원인과 처치방법 등을 숙지해야 하고, 수

결

과

술실과 회복실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전문화된 관
심이 요구된다.2)

본원 당일 수술센터에서 1997년 1월부터 2003년 5월

저자들은 본원에서 시행된 산부인과 수술 중에서 당

까지 외과의가 직접 실시한 국소마취를 제외하고 마취

일 수술로 시행된 환자들의 정보를 후향적으로 검토하

의가 관련되어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354명으로 같은

여 당일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과 주술기 환자 관리에

기간 동안 부인과 계획수술환자 19,667명 중 1.8%이었

대해서 조사하였다.

고 연도별 당일 수술건수로는 97년 29명(0.89%)에서
2003년 31명(2.15%)으로 전체의 5%를 넘지 못하였다
(Table 1).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135명(38.1%)과

대상 및 방법

113명 (31.9%)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Fig. 1).
대상 환자는 1997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본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로는 1이 309명(87.3%),

당일 수술센터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354명으로

2가 45명(12.7%)이었고(Table 2), 동반질환은 간기능 이상

하였고 병력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지를 이용하여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 및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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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른 환자 상태, 동반질환, 수술의 종류, 마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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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사용된 약제, 마취시간, 회복실에서 Aldrete score의
사하였다.

수술 전 면담은 2-3일 전에 하였고 빠른 회복과 경과

100
Number

변화, 합병증, 수술 후 입원사유 및 수술취소 사유를 조

80
60
40

Table 1. Yearly Distribution of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Ambulatory
Year
Total elective surgery
surge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97
3231
29 (0.89%)
1998
3212
56 (1.74%)
1999
3404
63 (1.85%)
2000
2367
52 (2.19%)
2001
2784
40 (1.47%)
2002
3224
83 (2.57%)
2003
1445
31 (2.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9667
354 (1.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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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 distribution of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patients.
Table 2. ASA Classification of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Patients
ꠧꠧꠧꠧꠧꠧꠧꠧꠧꠧꠧꠧꠧꠧꠧꠧꠧꠧꠧꠧꠧꠧꠧꠧꠧꠧꠧꠧꠧꠧꠧꠧꠧꠧꠧꠧꠧꠧꠧꠧꠧꠧꠧꠧꠧꠧꠧ
ASA class
Number of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309 (87.3%)
2
45 (1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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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xisting Diseases in Gyna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Patients
ꠧꠧꠧꠧꠧꠧꠧꠧꠧꠧꠧꠧꠧꠧꠧꠧꠧꠧꠧꠧꠧꠧꠧꠧꠧꠧꠧꠧꠧꠧꠧꠧꠧꠧꠧꠧꠧꠧꠧꠧꠧꠧꠧꠧꠧꠧꠧ
Number of
Diseases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patic dysfunction
9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6
Hypertension
5
Diabetes mellitus
3
Thyroid disease
3
Congenital heart disease
2
Asthma
2
Atrial fibrillation
1
Impaired coagulation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과 상기도 감염, 고혈압 등이 있었다(Table 3).
수술 종류는 자궁경 수술이 176명(49.7%), Bartholin
낭종 절제술이 52명(14.7%)이었다(Table 4).
마취방법으로는 전신마취가 342명(96.3%)이었으며
전신마취에서 사용된 기도유지 방법으로는 기관 내 삽
관이 311명(96.6%)으로 가장 많았고, 후두마스크가 10
명(2.8%), 안면 마스크가 20명(5.8%)이었다(Table 5). 부
위마취는 12명(3.4%)으로 척추마취가 7명, 미추마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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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Number of
Operation name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ysterosalphingoscopic surgery
176 (49.7%)
Cystectomy of Bartholin's cyst
52 (14.7%)
Pelviscopic surgery
48 (13.5%)
Excision of vaginal, labial,
17 (4.8%)
vulvar mass
Removal of intrauterine device
11 (3.1%)
Posterior repair of vaginal wall
11 (3.1%)
Laser vaporization for vaginal
10 (2.8%)
intraepithelial neoplasm
Resectoscopy
9 (2.5%)
Drainage and curettage
7 (2.0%)
Labioplasty
3 (0.8%)
Electrocauterization
3 (0.8%)
Closure of labium defect
2 (0.6%)
Release of vaginal stricture
1 (0.3%)
Herniorrhaphy
1 (0.3%)
Incision and drainage
1 (0.3%)
Incision of imperforate hymen
1 (0.3%)
Mcdonald operation
1 (0.3%)
Vaginal exam for vaginal bleeding
1 (0.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54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명이었다(Table 6). 전신마취의 마취유도약제는 propofol (83.3%)이 가장 많았고, 마취유지는 propofol을 이용
한 정맥마취가 179명(52.3%), 흡입 마취제를 사용한 경
우가 162명(47.7%)이었고 fentanyl과 propofol을 이용한
감시마(monitored anesthetic care)가 1명(0.3%)이었다.
사용된 근이완제로는 vecuronium (64.7%)이 가장 많았
다(Table 7). 마취유지 시간은 30-60분이 57.9%였다
(Fig. 2).
제 1 회복실 입실 당시 350명(98.9%)의 환자가 8점
이상의 Aldrete score를 보였고, 7점을 보인 환자는 4명
(1.1%)이었으며 입실 후 1시간 30분 이내에 353명(99.7%)

Table 5. Airway Management Techniques fo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Type of
Airway management
Number of
anesthesia
technique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neral
Endotracheal intubation
311
Anesthesia
Laryngeal mask airway
10
Facial mask holding
20
Monitored anesthetic care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4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 환자가 10점에 도달하였다(Fig. 3).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증례는 6명(1.7%)이었고 수
술 후 오심과 구토가 가장 많았다(Table 8).

자의 평균연령은 32.6세이었고, 모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이었으며 기관내삽관을 이용한 전신마

수술 후 입원한 환자는 10명(2.8%)이었다. 원인은 4

취가 시행되었다. 이외에 Bartholin 낭종 절제술을 위해

명이 술 후 출혈에 대한 우려, 2명이 오심과 구토이었

수술실에 입실하였다가 술 전에 발견하지 못한 후두개

고, 전신 상태 불량, 수술 후 통증, 수술 중 부정맥, 악성

내 종괴로 인하여 기관 내 삽관 곤란으로 수술이 취소

종양으로 진단된 경우가 각각 1명씩 이었다. 입원한 환

된 경우가 1예 있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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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esthetic Agents fo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Anesthetic
Number of
agents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duction
Propofol
285 (83.3%)
agents
Thiopental sodium
49 (14.3%)
Sevoflurane
7 (2.0%)
Midazolam
1 (0.3%)
Maintenance
Continuous
infusion
179 (52.3%)
of propofol
Sevoflurane
110 (32.2%)
Enflurane
44 (12.9%)
Isoflurane
8 (2.3%)
Intermittent injections of fentanyl
1 (0.3%)
and propofol
Muscle
Vecuronium
207 (60.5%)
relaxants
Rocuronium
89 (26.0%)
None
22 (6.4%)
Succinylcholine
8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42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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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uration of Anesthesia fo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Score 7
Score 8
Score 9
Score 1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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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ional Anesthetic Techniques fo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Type of
Airway management
Number of
anesthesia
technique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gional
Caudal anesthesia
5
Anesthesia
Spinal anesthesia
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

100

0
Entry time

After
60 min

After
90 min

Fig. 3. Aldrete score at the recovery room afte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고
Table 8.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Gynecologic and/
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Complications
Number of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and vomiting
3
Pain
2
Arrhythmia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fter
30 min

찰

당일 수술의 실시 현황이 외국처럼4,5)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외과의
사의 인식이 개선되고 당일수술체계가 발달되면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본원에서도 이용률이 늘어가고
있으며 당일 수술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
어 산부인과에서는 당일 수술을 시작한 1997년 0.89%
에서 2003년 2.15%로 증가 추세였으나 아직은 5%를 넘
지 못하였다.
당일수술에서 적절한 환자의 선택은 안전과 효과적

신상호 외 3인: 산부인과 영역에서 당일수술 마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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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mographic Data of Admitted Patients after Gynecologic and/or Obstetric Ambulatory Surgery
ꠧꠧꠧꠧꠧꠧꠧꠧꠧꠧꠧꠧꠧꠧꠧꠧꠧꠧꠧꠧꠧꠧꠧꠧꠧꠧꠧꠧꠧꠧꠧꠧꠧꠧꠧꠧꠧꠧꠧꠧꠧꠧꠧꠧꠧꠧꠧꠧꠧꠧꠧꠧꠧꠧꠧꠧꠧꠧꠧꠧꠧꠧꠧꠧꠧꠧꠧꠧꠧꠧꠧꠧꠧꠧꠧꠧꠧꠧꠧꠧꠧꠧꠧꠧꠧꠧꠧꠧꠧꠧꠧꠧꠧꠧꠧꠧꠧꠧꠧꠧ
ASA classification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 age
32.6 (average 28-43) yea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esthetic technique
General anesthesia with endotracheal intub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 duration
71.5 minut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ype of operation
Pelviscopic operation
6
Hysterosalphinogscopic operation
2
Myomectomy
2
Cause of Admission
Postoperative bleeding
4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
Postoperative poor general condition
1
Pain
1
Intraopeative arrhythmia
1
Myoma diagnosed as malignancy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6)

10)

인 치료를 위한 기본 사항이다. 선택될 수 있는 수술

자도 대상으로 가능하다.

종류로는 수술 후에 생리적 변화가 적고 출혈이 적으

당일 수술의 24%가 3등급이었고 이들을 1, 2등급과 비

며 경구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 치료가 가능하면서 합

교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환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6,7)

Warner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방

그러므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보다는 수술의

법의 발달과 비침습적 수술 수기의 급격한 개발로 최

종류, 적용 가능한 마취기법 및 환자의 사회적인 여건

근에는 많은 수술들이 당일수술로 선호되고 있다. 산부

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마취과

인과적 영역에서는 인공 임신중절 및 소파술, 자궁 경

학회 신체등급분류 1, 2의 환자들만 있었다. 이는 환자

부 생검술, 원추 경부 조직 절제, 자궁경 검사, 질식 자

와 외과의사 모두의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병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수술이어야 한다.

8)

궁 절제술, 질성형술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본원에서도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자궁경으로 시행될 수 있 는 수술(자궁내막 근종 절제

환자의 나이가 당일 수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

술, 용종 절제술 등)이 당일 수술의 가장 많은 부분

는 것에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나이가 회복시간이나

(49.7%)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Bartholin 낭종 절

마취 후 합병증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고10,11) 이번

제술(14.7%), 골반강경을 이용한 진단적 및 치료적 시

조사에서도 나이는 2세부터 9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술(13.5%), 외음부의 종괴, 농양의 제거, 질 후방 복원,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노인과 소아 환자에서도 특별한

자궁내 장치 제거 등 광범위한 시술이 안전하게 시행

합병증이나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입원은 없었다. 다

되고 있다. 과거에는 당일 수술의 종류뿐만 아니라 수

만 수태연령 60주 미만의 유아는 수술 후 무호흡이 발

술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60분 이내로 수술시간

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수술에 적합하지 않다.

을 한정시켰고 2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은 합병증의 위

소아는 장시간의 금식으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9)

6)

12,13)

한편

험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Meridy에 의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 수술로 계획되도록 하거나 예

마취시간과 회복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마취시간을

정된 수술시간에 따라 수분섭취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 본 연구에서는 10세 이하 소아는 6명으로서 2세 여

7분에서 140분에 이르기까지 수술시간은 다양하였고

아가 가장 어렸고 propofol에 의한 마취유도와 유지를

평균시간은 58.9분이었으며 2시간 이내가 97.7%였다.

하였으며 기도유지는 기관내삽관으로 하였고 수술은

대상 환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의

질부 종괴 절제술을 받았다. 노인환자에서는 나이보다

건강한 사람과 수술 전에 효과적으로 조절된 3등급 환

생리적인 연령이 중요하며 환자의 신체상태 등급 분류,

30 정맥마취：제 8 권 제 1 호 2004
수술의 종류 및 마취방법, 가정에서 가능한 간호의 질

로 추측된다.

등이 환자 선택에 고려되어야 한다. 입원한 노인환자의

전신마취의 보조제로 사용된 근이완제로는 vecuro-

과반수에서 수술 후 일시적인 섬망이 올 수 있으므로

nium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비

가능한 한 낯익은 환경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5)

14)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rocuronium은 작용발현이 빨라서

노인 환자의 마취방법에 관하여

점차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Succinylcholine

전신마취보다는 척추마취에서 정신활동의

은 빠른 근이완과 짧은 작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술

감소가 적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후 근육통,20,21) 악성 고열증의 위험과22) 같은 단점으로

이 4명이었고 최고령은 90세 환자로서 sevoflurane을 사

점차 쓰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술 후 근육통은 젊고

용하여 기관내삽관 상태로 자궁내막 용종절제술을 받

활동적인 여성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았다. 이러한 차이는 마취과 의사의 선호도의 차이로

인과 당일수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점

생각된다.

차 제외되고 있다.

Chung은

21)

산부

당일 수술 환자의 병력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수술

전신 마취를 위한 기도유지 방법으로는 기관내삽관

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기왕력, 진찰

이 311명(9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면 마스

소견, 각종검사 등은 마취과의사와 외과의사에 의해 시

크가 20명(5.8%), 후두 마스크 10명(2.8%)이었다. 본 연

행되어야 하며 환자의 병력과 검사소견은 철저히 분석

구와는 달리 흡인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짧은 수술에

평가되어야 한다. 당일 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환자와

서는 기관내삽관보다는 인후통, 위막성 후두염, 애성

마취의의 면담은 수술 수 일전 외래 면담이나, 우편 설

등 기도 관련 합병증을 저하시킬 수 있는 후두 마스크

16)

문지, 전화를 통한 면담 등이 시도되고 있다.

본원에

23,24)

후두 마스크

가 당일 수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는 수술 2-3일 전에 마취과의사가 환자를 외래에서

는 삽입수기가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추가기구가 필요

직접 면담하고 있어 환자나 마취의 모두에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며 삽입 중 혈역학적 변화가 적고 근이완제

느껴질 수 있지만 마취과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 상

없이도 삽입이 용이하여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길항을

담 및 교육함으로써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위한 항콜린에스터라제의 투여에 따른 수술 후 오심과

것은 물론 마취방법을 설명하면서 마취과정을 계획할

구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수 있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류, 후두 경련을 막지 못하고 높은 팽창압이 필요한 조

25)

그러나 위내용물의 역

산부인과 당일 수술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취 방법으

절호흡에서 후두 마스크의 사용은 위로 흡기량의 일부

로는 전신마취, 척추마취, 미추마취, 감시마취가 시행

가 누출되어 위를 팽창시켜 술 후 오심과 구토가 증가

되고 있다. 전신마취의 마취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정맥

되고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26)

그러므로

마취 유도제로서는 propofol이 83.3% (285명)로 가장 많

금식이 안된 환자, 위운동이 저하된 환자, 위식도 역류

았다. Propofol은 thiopental보다 10배나 빠른 대사율로

또는 열공 탈장의 병력이 있는 환자, 폐유순도가 저하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오심과 구토가 적어서 당일 수

되었거나 기도저항이 증가된 환자 등에서는 금기이

술 마취에 적합하지만 정주통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

다.23-25) 본 연구에서 후두 마스크의 사용이 적은 것은

17,18)

다.

정주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다 큰 혈관을 이
o

용하고 lidocaine을 혼합 정주하거나 4 C로 냉각시켜 정
19)

주하는 등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본원에서는

propofol 정주 직전에 2% lidocaine 40 mg을 정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쇄석위로 시행되는 복강경 수술이어
서 복압상승과 기도저항 증가가 후두마스크에 적합하
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부위마취는 12명(3.4%)이었다. 이는 본
원에서는 부위마취의 경우 마취과의사의 선호도에 따

마취유지 약제로는 propofol이 179명(52.3%)으로 가

라 시행되고 있는데 척추마취 후 발생 가능한 경막천

장 많았고, sevoflurane이 110명(32.2%)이었다. 최근 국

자 후 두통과 요저류, 운동차단의 지연 회복으로 인한

내에 보급된 sevoflurane과 desflurane은 낮은 혈 중 용해

퇴원시간 지연 혹은 입원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

도로 인한 빠른 마취심도 달성과 각성으로 propofol에

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환자를 노인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투약과 용량조절로 당일수술

에 국한하고 천자바늘을 25-26 G를 사용하며 연필끝

마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점차 이용이 증가될 것으

모양의 척추바늘을 사용하면 경막천자 후 두통의 빈도

신상호 외 3인: 산부인과 영역에서 당일수술 마취관리

31

를 저하시킬 수 있고 요저류와 운동차단의 지속은
lidocaine, mepivacaine과 같이 작용시간이 짧은 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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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택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부위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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