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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nationwide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was performed in Korea to determin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for surgical site infections (SSI) after craniotomies (CRAN), ventricular shunt operations (VS), gastric
operations (GAST), colon operations (COLO), rectal operations (RECT), hip joint replacements (HJR), and knee joint
replacements (KJR).
Methods: We collected data regarding demographics, clinical and operative risk factors for SSI, and antibiotics
administered to the patients who underwent CRAN in 18 hospitals, VS in 19 hospitals, GAST in 19 hospitals, COLO in
19 hospitals, RECT in 19 hospitals, HJR in 24 hospitals, and KJR in 23 hospital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09.
Al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real-time web-based reporting system.
Results: The SSI rate of CRAN, VS, GAST, COLO, RECT, HJR, and KJR was 3.68 (22/1,169), 5.96 (14/235), 4.25
(75/1,763), 3.37 (22/653), 5.83 (27/463), 1.93 (23/1,190), and 2.63 (30/1,139), respectively, per 100 operations. The
only significant risk factor for SSI after CRAN was postoperative cerebrospinal fluid leakage. Th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SSI after GAST were multiple procedure, reoperation, infection of other sites, and transfusion. In HJR, the
duration of preoperative hospital stay and operation time were longer, and the need for general anesthesia, transfusion,
and steroid use and the incidence of contaminated/dirty wound, obesity, and infection of other si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infected group. In KJR, the duration of preoperative hospital stay was longer and the need for
reope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fected group, and in addition, the incidence of SSI was higher among
males.
Conclusion: The maintenance of surveillance on SSI is very important because surveillance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o the surgeon and infection control personnel, which in turn helps decrease the incidence of 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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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감시 방법을 단순화

서

론

하면서도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자
료만을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2009

병원 감염 중 수술부위 감염은 전체 병원감염

년도 연구에서는 2008년도 감시대상 수술에 대

중 2-3번째 빈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감염이며, 국

해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위험인자분석을 위한

소적인 감염에서부터 전신적 감염까지 일으켜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한 감염사례를 확보하고

이환율 및 사망률을 증가시켜 입원기간을 연장

이를 분석 하였다. 또한 지난 3년간 축적된 자료

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지만[1,2], 적극적인

를 토대로 이후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을 제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약 35%까지 예방할 수 있

외한 자료의 수집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실

는 감염관리의 우선대상 중 하나이다[3].

용적인 자료수집 방안을 제시하여, 차기 연구에

수술부위 감염은 대개 수술 전후 및 수술 중의

서 감시 대상 수술과 참여기관 수를 대폭 늘리기

각종 환경적 요인과 환자 측 인자는 물론 외과의

위한 선도연구의 개념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대

사의 수술기법도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수술부

장수술과 2009년도 후반기 감시를 시행하는 신

위 감염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시행하고, 그 결과

경외과 개두술과 뇌실 단락술에 대해서는 기존

를 외과의에게 알려주는 것이 수술부위 감염을

감시방법과 달리 위험도 분석과 감염률을 구하

줄이는데 중요하다[3-5]. 그러나 국내에서 수술부

기 위한 필수 자료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감염감

위 감염에 대한 전향적 감시 자료는 매우 부족하

시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2009년 시

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전향적 수술부위 감염 감

행된 전국병원 감시체계 수술감염 부분 개두술,

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2006년에 질병관리본

뇌실단락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직장절제술,

부의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한 “전국 중환자실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의 결과를 보고하고

병원감염 감시체계 구축 연구”의 한 세부과제로

자 한다.

정형외과 인공관절 삽입술을 대상으로 수술부위
감염감시체계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6]. 이
후 2007년도에는 개별 용역과제로 분리되어 시
행된 “전국 수술부위 감염 감시체계 구축 연구”

대상 및 방법
1. 참여병원과 감시대상 수술

에서 외과의 위절제술이 감시에 추가되었고[7],

4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중 감시

인터넷 기반의 전산프로그램(http://konis.cdc.go.kr)

대상 수술을 시행하는 해당 외과의와 협력연구

을 구축하여 대상 의료기관의 감시 자료를 정확

가 가능하고 감염감시 경험이 1년 이상 된 전담

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

감염관리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

다. 하지만 2개 진료과의 3개 수술만 감시에 포

였고, 공고를 내어 참여가 가능한 병원들을 모집

함되어 감시 수술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하여 전국에서 28개 병원이 참여하였다. 각 수술

고, 전국을 대표하는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

별로 개두술 18개, 뇌실단락술 19개, 위수술 19

의료기관 수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개, 대장/직장 수술 14개, 고관절치환술 24개, 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기존 인공관

관절치환술 23개 병원이 감시에 참여하였다.

절술과 위절제술 외에 신경외과 개두술과 뇌실
단락술을 감시에 추가하였고, 참여기관도 전국

2. 조사방법

24개 병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

개두술 및 뇌실단락술은 2009년 1월부터 12월

인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까지 12개월간 시행된 수술에 대해 수술부위감

것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염 감시를 하였다. 위절제술, 대장/직장수술, 인

감염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각 병원에 큰 부담이

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수술부위감

되어서 결국 더 많은 병원들이 감염감시에 참여

염감시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술 받은 환

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제한점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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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수술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웹기반

전 30일 이내에 다른 신경외과수술(주로 수두증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감시를 진행하고, 2009년 7

이 동반되어 시행하는 단락수술) 유무, 개두술을

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서는 새

시행하게 된 이유(종양, 혈관수술, 외상, 감염, 생

로 개발된 웹기반 보고 체계를 이용하여 감시를

검), 수술 부위(supratentorial, infratentorial), 뇌척

진행하였다.

수액 누출 유무, 입원 당시 Glasgow Coma Scale

인공삽입물이 없는 위수술, 대장수술, 직장수

(GCS) 점수, 당뇨, 비만(이상체중의 20% 이상:

술, 개두술은 수술 후 4주(또는 30일)까지, 인공

키, 체중), 흡연, 스테로이드 사용, 영양결핍(혈청

삽입물이 있는 뇌실 단락술은 수술 후 6개월까

알부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무와 종류를 추가

지,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 후 12개월까지 감염

하여 조사하였다. 뇌실단락술에 대하여는 개두술

발생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수술부위 감염 발생

시 조사항목에 더하여 미숙아 유무, 이전의 단락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병원 감염 감시 경험이 있는

수술 유무, 수술 중 내시경 사용 유무, 단락 삽입

감염관리간호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수술과

술 전 재원기간, 이전 단락감염 유무, 항생제 사

의 전담 간호사가 수행한 후 감염관리간호사가

용유무, 수두증의 원인질환 에 대하여 더 조사하

검토하였다. 조사자는 감시 대상 환자를 매일 파

였다. 후반기(7-12월) 감시에는 위의 조사 항목

악하여 환자의 인적 사항 및 수술과 관련된 자료

중 공통 필수 항목만을 조사하였다.

를 기록 하였다. 이후 해당 외과 의사와 협조하

위절제술, 대장, 직장수술에서는 공통 필수항

여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수술부위를 직접

목 외에 복강경수술 여부를 조사하여 National

관찰하거나 의무기록 분석과 해당 외과 의사 또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수술부위감염

는 감염내과 의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수술부위

위험도지수(NNIS Risk Index, NNIS RI)를 산출하

감염을 전향적으로 확인하였다. 퇴원 후 병원에

였고[11], 위수술의 경우에만 전신마취 여부, 당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감염관리간호사가 각 수

뇨, 체중, 키, 체질량지수, 비만(이상적 체중의

술별 마지막 추적 감시일에 환자에게 전화를 해

20% 이상), 흡연, 스테로이드 사용, 수술 전 재원

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기간, 예방 항생제 사용 행태를 조사하였다.

수술부위 감염의 정의는 1992년 미국 질병관

인공관절치환술에서는 위의 공통 필수항목 외

리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

에 수술부위 감염에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층류

vention, CDC)의 정의를 사용하여 표재성(superfi-

수술실(laminar flow room), 수술실의 HEPA filter

cial incisional) 수술부위 감염, 심부(deep incisio-

여부, 환기여부, 관절경 사용 여부, 외상, 수술 주

nal) 수술부위 감염, 기관/강(organ/space) 수술 부

변일(수술당일 전후 1일)의 적혈구 수혈 여부, 항

위 감염으로 분류하였다[8].

생제 함입 시멘트 충전물 및 항생제 비함입 시멘

3. 조사항목
각 수술에 대하여 공통으로 수술부위감염 발
생률 및 원인균 분포, 수술과 관련된 외부인자인
창상 단계 분류(청결, 청결-오염, 오염, 불결)[9],
마취방법(전신, 부분), 재수술 여부, 응급 수술 여

트 충전물 사용 여부, 당뇨, 비만(이상체중의
20% 이상: 키, 체중), 흡연, 다른 부위의 감염여
부, 스테로이드 사용, 예방 항생제 사용 행태를
더 조사하였다.

4. 산출지표와 통계분석

부, 수술 전 감염 유무, 수술 전 재원기간, 수술

수술부위 감염률은 100건 수술 당 감염 건수를

전 30일 이내에 다른 신경외과수술(주로 수두증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위험보정 수술부위 감염

이 동반되어 시행하는 단락수술) 유무, 수술 시간

률은 NNIS RI에 따라 100수술 당 감염건수를 백

(75th percentile를 기준), 나이, 성별, 입원일, 입원

분율로 계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시 신체 상태에 대한 ASA (American Society of

(version 12.0, Chicago, USA)을 이용하였다. 수술

Anesthesiologists) 분류[10]를 조사하였다.

부위 감염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간의

전반기(1-6월) 감시에서 개두술에 대하여 수술

비교는 범주형 변수들에서 카이제곱 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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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소화된 후반기(7-12월) 감시를 비교하였을 때 100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위험인자

수술당 전반기 2.46 (18/733), 후반기 5.73 (25/

분석은 단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

436)이었다(Table 3).

고, 의미 있는 위험인자들에 대해 이분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2. 수술부위감염 사례
수술부위감염 부위는 234건 중 기관/강 감염

을 시행하였다.

155건, 심부감염 33건, 표재성 감염은 47건으로

결

과

1. 감시대상 수술과 수술부위 감염률

각 수술별 감염부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수
술부위감염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술 후
중간값은 개두술 12일(2-30일), 뇌실단락술 19일

연구기간 중 감시대상이 되었던 개두술, 뇌실

(4-65일), 위절제술 8일(2-28일), 대장수술 9일

단락술, 위절제술, 대장수술, 직장수술, 고관절치

(2-24일), 직장수술 6일(2-21일)이었다. 고관절치

환술, 슬관절치환술은 각각 1,381건, 283건, 1,783

환술후 수술부위감염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 675건, 466건, 1,249건, 1,153건으로 총 6,990

각각 수술 후 2주 이내 10건(43.5%), 1달 이내 11

건이었다. 이 중 수술부위감염과 관련 없이 사망

건(47.8%), 3개월 2건(8.7%)이 발생하였고, 슬관

하였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또는 재수술 등으

절치환술 술부위감염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2주

로 인하여 감시를 지속할 수 없었던 378건을 제

이내 13건(43.3%), 1개월 이내 11건(36.7%), 3개월

외한 6,612건(개두술 1,169건, 뇌실단락술 235건,

이내 2건(6.7%), 6개월 이내 2건(6.7%)이 발생하

위절제술 1,763건, 대장수술 653건, 직장수술 463

였다.

건, 고관절치환술 1,190건, 슬관절치환술 1,139건)

수술부위감염시 개두술 43건 중 21건, 뇌실단

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각 수술 별로

락술 14건 중 11건에서 균이 동정되었다. 위수술

성별, 연령, 상처 종류의 분포를 Table 1에 제시

75건 중 61건에서 배양검사를 시행, 51건에서 59

하였다.

개의 원인균이 동정되었고, 대장수술 후 감염된

연구 기간 중 개두술, 뇌실단락술, 위절제술,

22건 중 21건에서 배양검사 시행, 17건에서 21개

대장수술, 직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의 원인균이 동정되었으며, 직장수술 후 감염된

후 발생한 수술부위감염은 각각 43건, 14건, 75

27건 모두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24건, 29개의 원

건, 22건, 27건, 23건, 30건으로 수술부위 감염률

인균이 동정되었다. 고관절치환술 후 감염된 23

은 각각 100수술당 3.68, 5.96, 4.25, 3.37, 5.83,

건 중 총 21건의 원인균이 동정되었고, 슬관절치

1.93, 2.63이었다(Table 2). 위험도를 보정하기 위

환술 후 감염된 30건 중 원인균이 동정된 경우는

한 NNIS RI별 수술부위 감염률을 Table 2에 제시

14건이었다. 흔한 원인균을 Table 5에 제시하였

하였다. 개두술의 경우 전반기(1-6월) 감시와 간

다.

Table 1. Demographic findings and distribution of wound classes according to operative procedure
Charateristics

Ventricular
Craniotomy
Gastrectomy
shunt operation
(N=1,169)
(N=1,763)
(N=235)

Colon
surgery
(N=653)

Rectum
surgery
(N=463)

Hip
prosthesis
(N=1,190)

Knee
prosthesis
(N=1,139)

Male gender
598 (51.2%) 125 (53.2%) 1,132 (64.2%) 372 (57.0%) 295 (63.7%) 512 (43.0%) 135 (11.9%)
Age (y), median
53 [0-108]
56 [0-100]
61 [23-96]
64 [0-89]
63 [0-92] 66 [15-105] 69 [31-87]
[range]
Wound classes
Clean
1,142
229
0
0
0
1,157
1,104
Clean-contaminated
6
5
1,757
632
454
11
20
Contaminated
10
0
2
10
4
3
0
Dirty
11
1
4
11
5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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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gical site infection (SSI) rates according to operative procedures and risk index category
SSI rate* (2009)
Operations

T75†
(min)

NNIS risk
index

No. of
operations

No. of
SSI

Rate

95% confidence
interval

KONIS
(2008)

KONIS
(2007)

Craniotomy

369

0
1
2
3
Total

477
585
106
1
1,169

15
22
5
1
43

3.14
3.76
4.72
3.68

1.57-4.72
2.21-5.31
0.61-8.81
2.60-4.76

3.01
3.47
1.83
3.09

Ventricular shunt operation

125

0
1
2
3
Total

108
98
29
0
235

5
6
3
0
14

4.63
6.12
10.34
5.96

0.60-8.06
1.29-10.95
0-22.1
2.91-9.01

4.76
5.77
4.44
5.24

Gastrectomy

250

0 (+)
0 (-)§
1
2
Total

335
902
487
39
1,763

7
37
30
1
75

2.09
4.10
6.16
2.56
4.25

0.84-4.31
2.89-5.65
4.16-8.79
0.07-14.29
3.35-5.33

0.91
2.17
4.56
17.24
2.84

5.29
6.11
6.11
10.53
4.41

Colon surgery

230

0
1
2
Total

417
201
35
653

9
11
2
22

2.16
5.47
5.71
3.37

1.12-4.15
3.03-9.88
1.43-22.85
2.22-5.12

Rectum surgery

270

0
1
2
Total

300
146
17
463

18
8
1
27

6.00
5.48
5.88
5.83

3.78-9.52
2.74-10.96
0.83-41.76
4.00-8.50

Hip prosthesis

130

0
1
2
3
Total

643
486
58
3
1,190

10
9
3
1
23

1.56
1.85
5.17
1.93

0.81-2.88
0.92-3.54
1.21-14.70
1.28-2.90

1.26
1.19
5.88
1.33

0.65
2.80
1.46

Knee prosthesis

135

0
1
2
Total

786
315
38
1,139

20
8
2
30

2.54
2.54
5.26
2.63

1.63-3.92
1.21-5.02
0.54-18.20
1.84-3.75

1.50
1.10
11.1
1.63

0.44
1.12
0.61

‡

†
‡
*Per 100 operations; The 75th percentile of the distribution of procedure duration, rounded to the nearest minute; lap§
aroscope used; laparoscope not used.
Abbreviations: NNIS, National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KONIS, 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3.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인자

뇌실단락술, 인공관절치환술 후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위수술에서 수

수술부위감염의 위험 인자의 분석은 위험 인

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단변량분

자 항목을 등록한 1-6월까지 개두술 733건, 뇌실

석에서 남자, NNIS RI가 높은 경우, 재수술, 수

단락술 14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두술,

혈, 다른 부위 동시 수술, 흡연, 다른 부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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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gical site infection (SSI) rate after craniotomy according to surveillance period
Surveillance period

NNIS risk index

No. of operation

No. of SSI

Rate*

95% confidence interval

January - June

0
1
2
3
Total

283
365
85
0
733

7
8
3
18

2.47
2.19
3.52
2.46

0.65-4.29
0.68-3.70
0-7.53
1.33-3.58

July - December

0
1
2
3
Total

194
220
21
1
436

8
14
2
1
25

4.12
6.36
9.52
5.73

1.30-6.95
3.11-9.11
0-23.22
3.54-7.92

*Per 100 operations.
Abbreviation: NNIS, National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Table 4. Type of surgical site infections (SSI) according to operative procedure
Operations
Craniotomy
Ventricular shunt operation
Gastrectomy
Colon surgery
Rectum surgery
Hip prosthesis
Knee prosthesis
Total

No. of operation

No. of SSI

1,169
235
1,763
653
463
1,190
1,139
6,612

43
14
75
22
27
23
30
234

Superficial
incisional, N (%)
9
1
10
8
4
9
6
47

Deep incisional,
N (%)

(21)
(7)
(13)
(36)
(15)
(39)
(20)
(20.1)

3
2
12
5
3
2
5
32

Organ/space,
N (%)

(7)
(14)
(16)
(23)
(11)
(9)
(17)
(13.7)

31
11
53
9
20
12
19
155

(72)
(79)
(71)
(41)
(74)
(52)
(63)
(66.2)

Table 5. Etiologic pathogens of surgical site infections according to operative procedure
Organism
Gram-positive
S. aureus (MRSA)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MRCNS)
Enterococcus spp.
Streptococci
Gram-negative
P. aeruginosa
E. coli
K. pneumoniae
A. baumannii
Enterobacter spp.
C. freundii
Others
Total

Craniotomy,
N

8 (7)
5 (5)
1

Ventricular
Gastrectomy,
shunt
N
operation, N
5 (4)
4 (4)

Ractum
surgery,
N

Hip
prosthesis,
N

8 (5)

3 (3)

3 (3)
13 (12)

5
6

13

6

1

1

3

4
10

2
7

1
1

1
5

4
2

2

1
1

15
50*

9
29*

21

1
21

2

7 (5)
8 (4)

Colon
surgery,
N

11

15
2
9
59*

Knee
prosthesis,
N
5 (5)
6 (4)
2

1
14

*Mixed infection included.
Abbreviations: MRSA,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CN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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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factors of surgical site infection according to operation procedures (univariate anlaysis)
Operation

Not-infected
Infected
P value
N (%) or mean±SD N (%) or mean±SD

Risk factors

Craniotomy* (N=733)

Postoperative CSF leakage

14 (2.0)

2 (11.1)

0.009

Ventricular shunt operation*
(N=142)

Operation time (min)
EVD before shunt operation

106.2±70.1
42 (31.8)

186.4±156.2
0 (0.0)

0.035
0.034

Hip prosthesis (N=1,190)

Preoperative hospital stay (days)
Contaminated or dirty wound
HEPA Filter
MRSA carrier
Operation time (min)
Re-operation
Emergency operation
Trauma

4.6±8.3
19 (1.6)
1,068 (91.5)
16 (13.7)
112±58
129 (11.1)
29 (2.5)
402 (34.4)

8.3±9.4
3 (13.0)
18 (78.3)
2 (8.7)
145±115
8 (34.8)
3 (13.0)
14 (60.9)

0.031
0.008
0.044
0.045
0.007
0.003
0.022
0.008

Knee prosthesis (N=1,139)

Male
Preoperative hospital stay (days)
Laminar flow room
Re-operation

127 (11.5)
4.1±6.9
689 (62.1)
43 (3.9)

8 (26.7)
7.0±8.7
13 (43.3)
4 (13.3)

0.019
0.022
0.037
0.032

*January-June.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SF, cerebrospinal fluid; EVD,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등이 수술부위감염과 관련이 있는 지표였다. 수

는 1세대 cephalosporin이 12건(13.8%), 2세대 ce-

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phalosporin이 6건(6.9%), 3세대 cephalosporin이 65

시행하였을 때에 다른 부위 동시 수술, 재수술,

건(74.7%)이었다.

다른 부위 감염, 수혈 등이 위수술후 감염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였다(Table 7).

위절제술 1,763건 중 1,712건(97.1%)에서 예방
적인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졌고, 이 중 1,690건
(98.7%)에서 피부절개를 하기 전 60분 이내에 투

4. 항생제 사용행태

여가 이루어졌다(Table 7). 예방적 항생제의 종류

각 수술별 예방적항생제 사용 행태를 Table 8

는 1세대 cephalosporin이 701건(40.9%), 2세대

에 제시하였다. 1-6월 등록된 분석대상의 개두술

cephalosporin이 940건(54.9%), 3세대 cephalosporin

733건의 수술 가운데 총 664건(90.6%)에서 예방

46건(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항생제의

적인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졌고, 이 중 256건

투여기간은 매우 다양하였고(범위 0-68일, 중간

(38.6%)에서 피부절개를 하기 60분 이내에 투여

값 4일), 수술당일만 예방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가 이루어졌다. 예방적 항생제의 종류는 1세대

가 100건(5.8%), 1일 이내 중단한 경우가 283건

cephalosporin이 119건(17.9%), 2세대 cephalosporin

(16.5%), 2-3일간 투여한 경우가 377건(22.0%),

이

35건(5.3%),

3세대

cephalosporin이

455건

(68.5%)이었다. 항생제의 투여기간은 매우 다양
하였고(범위 1-62일, 중간값 9일), 49건(7.4%)만이
수술 3일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중단하였다.

4-7일간 투여한 경우가 800건(46.7%)을 차지하였
다.
고관절치환술시 감시대상 1,190건의 수술 가운
데 총 1,120건(94.1%)에서 예방적인 항생제 투여

뇌실단락술시 1-6월까지 감시대상 142건의 수

가 이루어졌다. 예방적 항생제 투여시간 분석이

술 가운데 총 87건(61.3%)에서 예방적인 항생제

가능한 1,115건 중, 1,074건(96.3%)에서 피부절개

투여가 이루어졌다.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87

를 하기 60분 이내에 투여되었다. 예방항생제의

건 중 42건(48.3%)에서 피부절개를 하기 60분 이

종류는 1세대 cephalosporin이 582건(52.0%), 2세

내에 투여가 이루어졌다. 예방적 항생제의 종류

대 cephalosporin이 319건(28.5%), 3세대 ce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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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factors of surgical site infections after gastrectomy*
Variables
Hospital

Operative procedure/month

Gender

NNIS risk index

Diabetes mellitus

Emergency operation

Laparoscopic operation

Multiple procedure

Obesity

Date of operation

Presence of other site infection

Transfusion

Reoperation

Smoking

Steroid therapy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900 beds
＜900 beds

1
2.48 (1.31-4.72)

0.005

10-30 cases
＜10 cases
≥30 cases

1
0.38 (0.16-0.87)
1.35 (0.67-2.72)

0.023
0.395

Male
Female

1
0.64 (0.35-1.17)

0.146

0 (laparoscope not used)
0 (laparoscope used)
1
2

1
0.68 (0.19-2.42)
1.44 (0.78-2.63)
0.49 (0.06-4.22)

0.551
0.243
0.519

No
Yes

1
1.02 (0.50-2.09)

0.952

No
Yes

1
0.35 (0.07-1.88)

0.221

No
Yes

1
0.83 (0.32-2.18)

0.705

No
Yes

1
2.57 (1.31-5.04)

0.006

No
Yes

1
0.88 (0.49-1.56)

0.658

July-August
September-October
November-December

1
0.67 (0.38-1.19)
0.48 (0.26-0.90)

0.174
0.022

No
Yes

1
9.45 (3.44-25.98)

＜0.001

No
Yes

1
3.16 (1.62-6.14)

＜0.001

No
Yes

1
8.32 (3.32-20.82)

＜0.001

No
Yes

1
1.64 (0.93-2.88)

0.089

No
Yes

1
1.93 (0.51-7.32)

0.333

*Multivariate analysis.

losporin이 134건(1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수술 3일 이내에 예방항생제를 중단하였고 1,051

다. 항생제의 투여기간은 매우 다양하였다(평균

건(94.9%)에서 4일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9.3±6.9일, 범위 1-72일). 57건(57/1108, 5.1%)만이

슬관절치환술시

1,139건의

수술

중

1,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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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racteristics of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Operations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N (%)

Craniotomy (N=733)
Ventricular shunt operation (N=142)
Gastrectomy (N=1,763)
Hip prosthesis (N=1,190)
Knee prosthesis (N=1,139)

664
87
1,712
1,120
1,110

(90.6)
(61.3)
(97.1)
(94.1)
(97.5)

Rate of administration within
60 min before incision, N (%)
256
42
1,690
1,074
1,078

(38.6)
(48.3)
(98.7)
(96.3)
(97.3)

(97.5%)에서 예방적인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졌

력에 위한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

다. 투여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1,108건 중 1,078

와 같은 변화가 감염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는데

건(97.3%)에서 피부절개를 하기 60분 이내에 투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년째 수행

여가 이루어졌고, 1세대 cephalosporin이 667건

되는 감시로 감염확인 방법에 더 숙달되었을 가

(60.1%), 2세대 cephalosporin이 381건(34.3%), 3세

능성도 있다.

대 cephalosporin이 47건(4.2%)으로 대부분을 차지

위수술의 경우 2007년부터 3년간 연구를 연속

하였다. 항생제의 투여기간은 매우 다양하였다

적으로 진행하여 3년간 총 3,844건의 위수술 후

(평균 6.2±5.6, 범위 1-43일). 분석 가능한 1,100건

수술부위감염 여부를 감시하여 139건의 감염사

중 391건(35.5%)에서 수술 3일 이내에 예방항생

례를 확보하였다. 지난 3년간 위수술과 관련한

제를 중단하였고 709건(64.5%)에서 4일 이상 항

자료는 수술, 숙주, 예방항생제에 관한 위험인자

생제를 투여하였다.

를 함께 조사하였는데 감염사례를 축적하여서 3
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고

찰

는 위험인자를 찾아내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도부터 조

신경외과 개두술의 경우 수술부위감염률이 2008

사지표를 표준화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위험인자

년 3.09%에서 2009년 3.68%로 조금 증가 하였고

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사를 지속할 경우 수년

[12], 기존 감시 프로토콜로 수행한 전반기 감시

간 쌓인 자료를 토대로 의미가 있는 인자를 결정

에서는 2.46%였지만 간소화된 개정 프로토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술부위감염을 줄이기 위한

수행된 후반기 감시에서는 5.73%로 더 많은 증가

중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3년간 연속적으

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참여병원의 구성이 다른

로 위수술 연구에 참여하였던 5개 의료기관의 자

점과 후반기 감시의 경우 필수 위험인자만을 남

료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에 2007년, 2008년,

기고 다른 숙주 위험요인을 조사항목에서 대폭

2009년의 100수술 당 감염률이 각각 4.41, 3,48,

줄여 감시 프로토콜을 간소화 하였으며, 이로 인

3,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해 자료 입력에 위한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않았다(P=0.661). 그러나 2009년 7-12월의 6개월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감염 환자를 더 많이

간 이뤄진 수술을 2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7-8월,

찾아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뇌실

9-10월, 11-12월에 시행한 수술을 따로 분석하였

단락술의 경우는 추적 관찰 기간이 6개월이므로

을 때에 교란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11-12월에 시

후반기 감시에 등록된 증례는 아직 추적 관찰기

행한 수술이 7-8월의 수술에 비해 감염률이 유의

간이 많이 남아 있어 감염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

하게 낮아서(P=0.022)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감염률보다 더 높

염감시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을 가능성도

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5.96% vs 5.24%). 후반

배제할 수 없었다.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지속적

기 감시의 경우 필수 위험인자만을 남기고 다른

인 감시활동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 의료진

숙주 위험요인을 조사항목에서 대폭 줄여 감시

에게 되먹임(feedback)해주는 것이 수술부위감염

프로토콜을 간소화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료 입

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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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지만

리는 수술 시간 전체 중 75 percentile에 해당하는

향후 본 연구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추

시간의 근사값)가 미국의 이전 NNIS 보고에서는

이를 관찰한다면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감염

4시간, 최근 NHSN 보고에서는 225분으로 보고되

률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8년 6시간, 2009년

이번에 새롭게 수술부위감염감시를 시작한 대

369분으로 미국보다 2시간가량 길었다[16,17]. 아

장수술의 경우 위수술과는 달리 위험인자와 관

마도 수술시간이 더 긴 것이 미국보다 국내 신경

련된 자료 수집을 대폭 줄이고, 감염률을 구하는

외과 수술부위감염의 감염률이 높은 것과 관련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와 함께 감염사례에 대한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생물 정보만을 수집하였다. 직장수술의 경우

뇌실단락술에서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로는

100수술 당 감염률이 5.83이었고 직장을 포함하

수술시간과 단락술 이전에 뇌실외배액술(extra-

지 않은 대장수술의 경우 3.37로 직장수술에 비

ventricular drainage, EVD) 시행이 감염과 관련 있

해서는 낮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었다. 다른 연구에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던 수

지는 않았다(P=0.067). 미국 National Healthcare

술 전 재원기간, 당뇨, 수혈 등 대부분의 인자들

Safety Network (NHSN)의 자료에서 직장수술의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

경우 NNIS RI가 0, 1-2의 경우 각각 감염률이

았다. 하지만 뇌실단락술의 경우 아직 감시기간

3.47, 7.99이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6.00,

이 모두 종료되지 않았고 수술 건수가 적어 차후

5.52이었다[13]. 대장수술의 경우 미국 NHSN 자

2008년 감시결과와 종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료는 NNIS RI가 0, 1, 2의 경우에 각각 3.99, 5.59,

있겠다.

7.06이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2.16, 5.47, 5.71이었
다[13].

위수술에서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를 분석
한 결과 단변량분석에서 남자, NNIS RI가 높은

정형외과 인공관절수술의 경우 수술부위감염

경우, 재수술, 수혈, 다른 부위 동시 수술, 흡연,

률은 고관절치환술 1.93 (95% CI 1.28-2.90)으로

다른 부위 감염 등이 수술부위감염과 관련이 있

2008년의 1.33 (95% CI 0.74-2.41)과 비교하여, 통

는 지표였다.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다소 상승한 것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 다른 부위 동시

으로 보이며, 슬관절치환술 역시 2008년에는 1.63

수술, 재수술, 다른 부위 감염, 수혈 등이 위수술

(95% CI 0.94-2.80)이었으나, 2009년 결과는 2.63

후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였다. 반

(95% CI, 1.84-3.75)으로 상승하였다. 실제 감염률

면 2008년도 연구와는 달리 NNIS RI와 감염률의

이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 수술부위감염

관련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증명하지

감시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정확한 감염률이

못했고 복강경 수술도 다변량분석에서 통계적인

파악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겠으며, 이후의

관련성이 없었다. 최근 미국의 NHSN에서 제시한

추세를 확인해야 하겠다.

수술부위감염률 보고서에 따르면 위수술에 대해

개두술에서 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를 분석

기존의 NNIS RI 0 (복강경수술), 0 (개복수술), 1,

한 결과 유일하게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

2-3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0-1, 2-3으로 단순하게

경우가 감염과 관련이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두 군으로 분류하여 감염률을 제시하고 있다[13].

위험인자로 확인된 수술 후 뇌척추액 누출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

추후 감염률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자로 밝혀져 있다[14,15]. 수술 후 7일 이내 뇌척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액 누출은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

규모가 작을 경우에 감염률이 더 높았으나 수술

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주의 깊은

건수가 월 10건 미만인 경우에 감염률이 더 낮은

지혈과 봉합과 같은 세심한 수술기법과 함께 수

것으로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대규모 연구

술 전 후 수두증을 더 잘 치료하는 것이 강조된

가 필요하다.

다. 개두술에서 T75 (특정 수술을 시행하는데 걸

정형외과 인공관절수술의 수술부위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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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는 고관절치환술의 경우 감염군에서 수술

원인균은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에

전 재원기간이 길었으며, 오염-불결상처일 경우

듣지 않는 내성균으로 원인균은 methicillin 내성

가 많았고, 수술시간이 길었다. 또한, 감염군에서

인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NS)와 Sta-

재수술 또는 응급수술을 시행받았거나, 외상이

phylococcus aureus, Enterococcus 등의 그람 양성

있는 경우가 많았고, 슬관절치환술에서는 감염군

균이 가장 많았으나, 그람양성균 외에도 cefotax-

에 남자가 많았고, 수술 전 재원기간이 길었으며,

ime 내성 Klebsiella pnemoniae, Acinetoabcter,

재수술을 시행받은 경우가 많았다. 고관절치환술

Pseudomonas spp. 등의 그람 음성균이 동정되어

및 슬관절치환술 모두에서 NNIS RI가 많을수록

이전 외국의 다른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18].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위수술의 수술부위감염의 종류는 69.3%가 기관/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직 감시기간이 진행

강 감염이었고 전체 감염의 89.3%가 1-2주 이내

중이어서 2008년에 계획하였던 것처럼 3년 이상

에 발생하였다. 원인균으로는 Enterobacter cloa-

의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에 위험인자 분석이 필

cae가 가장 흔했지만 CNS나 S. aureus와 같은 그

요하겠다.

람양성균도 흔했다. 특히 CNS와 S. aureus는 ox-

개두술에서 예방항생제로 3세대 cephalosporin

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해서 내성균에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 연구에서 예방항생

의한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수술부위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예방항생제로 흔히 권고하는 1세대 cephalosporin

위한 항목으로 항생제 사용 행태를 지표로 도입

에 듣지 않는 균이 감염을 일으킨 병원체의 상당

하였으나 수술부위 감염에는 숙주 인자, 수술장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MRSA (methicillin-re-

인자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sistant S. aureus)도 흔해서 적절한 예방항생제의

작용하고 항생제의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한 항

종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제의 종류, 투여기간, 투여시기 등에 대한 각

인공관절삽입술은 대부분(80-90%)이 수술 1개

기관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이기 때

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교과서적으로도 수술 1개

문에 이 연구 결과만으로 예방항생제의 효과를

월 이내에 수술부위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항생제 병합

본 연구의 감시기간이 2009년 7-12월이었고, 분

투여, aminoglycoside 투여, 3세대 cephalosporin 투

석시점이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여가 매우 흔하였다. 이는 연구 기간 중에 보건

발생한 수술부위감염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

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임상질지표 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방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전

항생제의 사용 적정성 평가에 신경외과 수술이

향적인 수술부위감염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

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기존 수술 이외에도 대

인다. 위수술에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행태는

장수술과 직장수술에 대한 감염감시체계를 구축

전반적으로 2008년 연구와 비슷하였다. 주로 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

택한 예방항생제는 1세대와 2세대 cephalosporin

다. 차기 연구를 대비한 감시 프로토콜의 개정도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부 절개 60분 이

참여병원에 많은 호응을 얻어 참여병원과 감시

전에 투여하였으며 병합투여는 거의 없었다. 항

대상 수술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생제의 투여기간도 중간값은 4일로 2008년 연구

대된다. 또한 지속적인 감염감시와 되먹임을 통

와 같았지만 2009년도 연구에서 항생제를 1일 이

해 각 병원에서 감염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내 중단한 경우가 22.3%로 2008년도 6.9%에 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년간

해 약간 증가하였다.

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두술의 수술부위감염의 종류는 72.1%가 기

본 감시체계가 다양한 수술에 대한 정확한 감염

관/강 감염이었고, 수술 후 2일에서 30일 사이(중

률 자료를 안정적으로 산출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값 12일)에 발생하였다. 감염부위에서 동정된

적인 정책 마련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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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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