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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

본 연구는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

을 분석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Y대학 종

합 병원에서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성인당뇨환자 907명 중 선정과 제외기준을 만족한 총 566명의 환자

의 일반적 특성, 당뇨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수술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흉

부감염환자의 일반적 특성, 당뇨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수술관련 특성을 비

감염환자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3.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흉부감염군이 비감염군보다 수술 전 당화혈색소(t=-3.565, p<.001)와 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최고 혈당(t=-3.756, p<.001)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

다. 만성신질환(χ²=7.558, p=.008)과 수술전 비강 내 균 배양(χ²=15.155,

p=.007)은 흉부감염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빈도수가 높았으며, 수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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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7일 후 백혈구 수치(t=-4.881, p<.001)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

백질 수치(t=-5.384, p<.001), 수술 후 재원일수(t=-2.790, p=.007)가 흉부감

염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

2. 단변량 분석결과 수술 전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OR=1.309, 95% CI=

1.122-1.527, p<.001),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최고 혈당이 높을수록(OR=1.006,

95% CI=1.003-1.009, p<.001), 만성신부전인 경우(OR=2.140, 95% CI=1.232

-3.715, p=.007), 수술 전 비강 내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가 배양된 경우(OR=3.676, 95% CI=1.105-12.236, p=.034), 수

술 전 비강내 기타균이 배양된 경우(OR=3.976, 95% CI=1.437-10.793,

p=.008), 수술 6 또는 7일 후 백혈구 수치가 높을수록(OR=1.218, 95% CI=

1.120-1.324, p<.001),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백질 수치가 높을수록

(OR=1.013, 95% CI=1.008-1.019, p<.001), 수술 후 기계호흡 보조시간이 길

수록(OR=1.012, 95% CI= 1.000-1.025, p=.045)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 발생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다변량 분석 결과 수술 전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OR=1.367, 95% CI=1.137

-1.643, p<.001), 수술 전 비강내 MRSA가 배양된 경우(OR=8.862, 95%

CI=2.442-32.166), p=.001), 수술 전 비강내 기타 균이 배양된 경우(OR=3.664,

95% CI=1.121-11.979, p=.032), 수술 6 또는 7일 후 백혈구 수치가 높을수록

(OR=1.110,95% CI=1.008-1.222, p=.034),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백질

수치가 높을수록(OR=1.015, 95% CI=1.007-1.023, p<.001), 무심폐기 하 관상

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 발생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수술 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서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백질

이 45.75mg/dL (C반응단백질 수치의 평균)이상인 군은 수술 전 당화혈색소

가 7.5% 미만이면서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백질이 45.75mg/dL 미만

인 군보다 흉부감염 발생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OR=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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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2.724-17.739,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수술 전 당화혈색소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반응단백질 수치를

확인하였다. 수술 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

회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이 높아 수술 6 또는 7일 후 C

반응단백질 수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흉부감염, 당뇨환자, C반응단백질, 당화

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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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Furnary & Wu, 2006; Leavitt et al., 2004; Liu et al., 2016). Boreland,

Scott-Hudson, Hetherington, Frussinetty와 Slyer (2015)의 연구에서는 관상

동맥우회술을 포함한 개심술을 받은 당뇨환자에게 수술 후 지속적 인슐린 정

맥주사(continuous insulin infusion)를 통해 혈당을 계속 200mg/dL이하로 유

지한 경우가 혈당이 높을 때마다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standard diabetes

management)하여 혈당을 순간적으로 조절한 경우보다 수술부위 감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8% VS 2%, p<.001), 당뇨환자의 수술 후 혈당 조

절이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당뇨 이외에도 심폐기 사용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장기생존률 및 종격동염

(mediasinitis)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Milano, Kesler, Archibald,

Sexton, & Jones, 1995). 김미혜, 정재심과 정성호(2016)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도 당뇨와 더불어 심폐기 사용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인

자로 확인되었다. 심폐기 사용이 감염의 위험요인이 되는 이유는 심폐체외순

환에 따른 복합적인 전신염증 반응 및 이에 따른 합병증이 심장, 뇌, 혈액, 폐,

신장, 위장관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Arom et al., 2000).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은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폐기로 인한 사망률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김기봉, 임홍국, 허재학, 안혁, & 함병문,

(2000). Benetti, Naselli, Wood 와 Geffner (1991)의 연구에 따르면 심폐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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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on-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보다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이 수술 후 감염 발생률, 수술 후 강심제 사용, 호흡기계와 신

경계 합병증 발생률, 색전증, 부정맥 발생, 수혈의 필요성,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적용시간, 재원기간, 수술비용 등이 감소한 반면 수술 사망률, 수술 중 심근경

색 발생빈도, 이식혈관의 개존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무심폐기 하 관

상동맥우회술은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신부전, 호흡기 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

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Ji, Mei, Wang. & Ding,

2014), 시행률은 점점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무심폐기하 관상동맥우회술의

시행률은 전체 관상동맥우회술의 64.4%를 차지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그러나 이렇게 여러 장점을 가지며, 특히 수술부위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에도 여전히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

염은 발생하고 있다. Liu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

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수술 후 흉부감염률이 6.2% 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비당뇨환자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흉부 감염률(9.2% vs 4.67%)을

보였으며 수술 후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더 높았고, 수술 후 발생하는 모든 감

염(흉부감염, 호흡기계 감염, 비뇨기계 감염, 다른 장기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

았다.

이처럼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에도 당뇨는 여전히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요인이며, 당뇨환자는 비당뇨환자들보다 수술부위 감염에 대해 취약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 발생의 고위험군

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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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

부감염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당뇨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

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당뇨환자 중 흉부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당뇨환자의 흉부감염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

(1) 이론적 정의

관상동맥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또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은 협심증으로

발생한 흉통을 완화시키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로서 환자의 동맥경화가 없는 동맥이나 정맥을 환자의 관상동맥과

우회이식하여 관상동맥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수술이다

(Treat-Jacobson & Lindquist, 2007). 특히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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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에 혈관을

이식하는 수술기법으로 심폐기를 이용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2) 조작적 정의

관상동맥 다지혈관증 (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을 가진

환자에게 정중흉골술로 시행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말한다.

2) 흉부감염

(1) 이론적 정의

흉골 창상에서 배액 되는 액체나 흉골 창상 조직의 검체 등 흉골 창상에서

균을 배양한 결과 양성인 경우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의 분류를 참고하여 표재성 흉부감염(superficial

sternal wound infection, SSWI)과 심부 흉부감염(deep dternal wound

infection, DSWI)으로 나눌 수 있다. 표재성 흉부감염의 경우 피부 또는

피하조직까지 감염된 경우이며 심부 흉부감염은 흉골 또는 종격동까지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하는 흉부 감염으로 상처에서 균이

동정이 되고 치료를 위해 단순 봉합을 하거나 음압 상처 치료(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NPWT)를 하거나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표재성 흉부감염과 심부 흉부감염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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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당뇨환자와 수술부위 감염

수술부위 감염은 병원 감염 중 2-3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감염이다(Martone & Nichols, 2001). 수술부위 감염의 주요 관련요인으로는

수술 전과 후의 환경적 요인, 환자 요인, 의료인들의 인식, 외과의사의

수술기법 등이 있으며, 최근 수술실 환경의 개선, 수술 술기의 비약적인 발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로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방법이 발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 감염 발생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의료계의

숙제이다. 따라서 수술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감염빈도를 높이는 위험인자들을 미리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정확한 방침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Lazar, Salm, Engelman, Orgill, &

Gordon, 2016; Leavitt et al., 2004).

당뇨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Liu et al., 2016; Song, Yoon, Park, Park, & Jung, 2009; Stolar, Hoogwerf,

Gorshow, Boyle, & Wales, 2008; Sudhakaran & Surani, 2015; 김미혜, 정재

심, & 정성호, 2016). 당뇨는 고혈당 및 지질대사의 장애를 유발하여 혈소판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응고인자와 섬유소용해 기능을 방해하여 응고장애 및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Carson et al., 2002), 비특이

적 선천성 면역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다핵형 백혈구(polynuclear

leukocyte)의 기능 저하 및 호중구의 화학주성(chemotaxis)과 탐식작용

(phagocytosis), 세포 내 살균 활성기능 등을 감소시켜 감염의 위험요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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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지아, 2017). 또한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수술이나 질병 등의 스트레스

상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혈중 코티솔, 카테콜라민,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등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당신생(gluconeogenesis)및 글

리코겐의 분해, 지방, 단백질 분해가 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혈당이 초

래될 수 있다(최성희, 2007). 따라서 수술 후 당뇨환자는 더욱 혈당의 항상성

유지가 어렵고 고혈당이나 비정상적인 혈당 조절상태로 인해 감염이 잘 발생

하고 상처 치유도 잘 되지 않는다(Sudhakaran & Surani, 2015; 송석원 et al.,

2004).

수술 후 적절한 혈당조절은 당뇨환자의 수술부위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장

기적인 합병증 및 사망률 예방, 의료비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tolar, et

al., 2008).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2017년 수술부위감염 예방 지침에 따르면 당뇨와 상관없

이 수술 후 혈당을 200mg/dL 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뇨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혈당뿐만아니라 수술 전 혈당도 철저하게 조절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Sudhakaran & Surani, 2015).

감염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발열과 같은 감염 징후의 확인과 더불어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수치,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s, ESR),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등의

혈액학적 표지자가 주로 사용된다(Póvoa et al., 2005). Tegnell, Aren, 와

Ohaman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CRP 수치가 심장수술 후 흉부감염

예측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p=.07),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향후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일반적으로 CRP

는 1mg/dL 이하는 정상 또는 의미 없는 수치, 1-10mg/dL 는 중등도 상승,

10mg/dL 이상 증가할 때 고농도 상승으로 인식되고 있는데(Piper et al.,

2009), 감염이나 외상, 악성 종양과 같은 급성기 반응시 CRP가 간에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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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수치가 증가한다. 수술 후 CRP 수치는 수술부위 감염이 없을 때

수술 2∼3일 후 최고치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수술 후 3주째에는 대부분

1mg/dL 이하의 정상치로 돌아온다(Kini, Vonnum, Neumaier, Scherer, &

Jenny, 2008). 그러나 서유성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부위 감염이 있는

경우는 감염이 없는 경우보다 CRP 수치가 수술 3일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부감염(deep infection)의 경우는 수술

후 약 13일경에, 표재성 감염군(superficial infection)은 수술 후 대략 10일경에

감염군에서 CRP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비감염군에서

수술 후 점차 CRP 수치가 감소하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감염군의

이러한 CRP 수치의 변화양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후 수술부위의 급성

감염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

미국의 경우 매년 52만 명 이상의 새로운 관상동맥질환자가 발생하고,

38만명 이상이 사망하여 관상동맥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34%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zaffarian et al., 2016). 국내 관상동맥 질환자는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790,990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2).

관상동맥우회술은 다지혈관 관상동맥질환(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의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대상자의 자가 정맥이나 동맥을 채취하여

폐색된 관상동맥에 이식하여 폐색된 관상동맥을 대신하는 우회로를 만드는

수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수술 후 심근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여 신체적



- 8 -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며, 대상자의 협심증 증상 완화 및 심장발작을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Treat-Jacobson &

Lindquist, 2007). 국내 관상동맥우회술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심장혈관수술

중 66.1%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한국 심장재단, 2014), 관상동맥우회술

의 건수도 2013년 3066건, 2014년 3302건, 2015년 3805건, 2016년 39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7).

정중흉골절개술로 수술하는 심장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의 발생률은 약

1∼5%이며, 수술 후 사망률은 14∼47%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Reyna et

al., 2006). 국내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의 2014년 수술부위 감염 감시

결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감염은 3.72%로 인공삽입물이

관여된 7개의 수술 중 감염률이 가장 높았다. Reyna 등(2006)의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염률이 약 2%로 정중흉골절개술로 수술하는

심장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부위 감염률을 보였다. 따라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위험인자가 거론되고 때로는 결과가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감염은 한 가지의 원인에

따른 결과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라 해석된다(Lazar et

al., 2016; 백종현, 정태은, 이동협, 이장훈, & 김정희, 2010).

Furnary 와 Wu(2006)의 The Portland diabetic project에 의하면

심장수술을 받은 당뇨환자에게 나타나는 수술 후 첫 3일간의 고혈당이 수술

후 사망률과 흉부감염, 재원기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인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심장수술을 시행받는 당뇨환자에게 수술 후 3일 동안

지속적 정맥내 인슐린 주입법(continuous intravenous insulin infusions)으로

목표 혈당을 150mg/dL이하로 유지한 경우 흉부감염과 사망률의 빈도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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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간의 23% 단축의 효과가 있었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당뇨는 흉부

수술부위 감염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으며(Kubota et al., 2013;

Lenz, Brandt, Fraund-Cremer, & Cremer, 2016; Nakano et al., 2008), 그

외에도 관상동맥우회술 시 양측 내흉동맥(bilateral internal mammary

artery)을 이식편으로 사용한 경우(Barner, Standeven, & Reese, 1985)와 수술

전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Nakano et al., 2008), 수술 전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수술 후 패혈증이나 감염성 심내막증이

발병한 경우, 비강 내 Staphylococcus aureus가 존재하는 경우(Cimochowski

et al., 2001; Si et al., 2014), 고령과 이전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와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NYHA Class)가 III 또는 IV

인 경우(Hassan, Smith, & Engel, 2006) 등이 개흉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 감염의 관련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국내에서는 백종현 등 (2010)의 연구에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당뇨와 수술 전 흡연,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경우가 보고되었고, 개심술 후 발생한 흉골 감염의 위험인자로는 비만,

만성폐쇄성 폐질환, 수술 후 출혈량과 수혈량, 기계호흡보조시간, 중환자실

재원기간, 흉골 재봉합 여부, 조기 응급 재개흉 여부로 결과가 보고된 경우도

있었다(장원호, 박한규, 김현조, & 염욱, 2003).

심폐기 사용 역시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Milano 등

(1995)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관상동맥 수술시 심폐기의 사용은 깨끗하고

정제된 수술 시야의 확보 및 정확한 문합을 손쉽게 할 수 있어

관상동맥우회술의 괄목한 성적을 가져왔다(김기봉 등, 2000). 그러나 심폐기

사용 시 각종 염증성 물질들의 유리, 비박동성 혈류, 심장의 저관류,

저체온으로 인해 관상동맥우회술 후 중추신경계 손상, 뇌졸중 및 신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이기종, 주현철, 양홍석, 이교준, & 유경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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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맥과 정맥에 침습적으로 도관이 삽입되고,

환자의 혈액이 심폐기를 거치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미혜 등(2016)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관상동맥우회술 후 심폐기를 사용한

경우, 당뇨, 체질량 지수가 30.0kg/㎡ 이상인 비만군, 총 수혈량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김기봉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은

이러한 체외순환에 따른 합병증도 피할 수 있기에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신부전 환자, 호흡기 질환환자 등 동반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게 특히

유리하며,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률 역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Sa et al., 2011). 그러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한 흉부감염 발생률이 당뇨환자에게서 비당뇨환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기에 당뇨는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전히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Li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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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당뇨환자 중 흉부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일반적 특성, 당뇨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수술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당뇨환자의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Y대학 종합 병원에서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성인 당뇨환자 907명 중 다음의 구체적인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한

566명이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1>과 같다.

1) 선정 기준

(1)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관상동맥 다지혈관증을 진단받고 정중흉골술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자

(2) 어떤 입원기간에서든지 당뇨로 진단을 받은 자로 당뇨 진단기준은 미국

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의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 제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에 상관없이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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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HbA₁c ) 6.5% 이상

② 공복 혈장 혈당 126mmHg/dL 이상

③ 75g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200mmHg/dL 이상

④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체중감소)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2) 제외 기준

(1)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과 다른 복잡 심장수술을 병행한 자

(2) 최소절개술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자

(3) 응급으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자

(4)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내 감염의 징후 없이 사망한 자

(5)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내 다른 장기 수술을 받은 자

(6)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명백한 다른 감염의 징후가 있는 자

(7) 분석할 특성 중 불완전한 항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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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자 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TC: education =8, BMI =2, LV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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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이전에 서울시 소재 Y대 병원 내 연구윤리 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NO. 4-2018-0063)을 얻은 후,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성

인 환자 중 당뇨인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병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구 자료는 타인의 접

근이 제한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수집하였으며 자료가 보관된 컴퓨터를 암호화

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병원등록번호와 다른 일련번호로 코드화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는 <부록1>의 증례기록서의 항목만을 기입하여 개인정

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각 연구 대상자의 입원

기록, 간호정보조사지, 수술기록, 수술간호기록, 협진기록, 투약기록, 중환자 간

호기록, 검사 결과지를 의무기록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교육수준,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흡연력, 수술 후 흉부감염 발생일(수술 날짜 기준)

2)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특성

당뇨 진단기간, 수술 최소 3개월 전 HbA₁c수치, 수술 전 당뇨약물 종류,

수술 전 최대 3일간 혈당 평균(mg/dL), 수술 전 입원기간 동안 최고

혈당수치(mg/dL), 수술 후 최대 3일간 혈당 평균(mg/dL),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최고 혈당수치(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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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1) 동반질환 여부 :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천식(asthma), 뇌경색(cerebrovascular accident, CVA),

면역억제제 치료여부,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PAOD)/경동맥질환(carotid artery disease)

(2) 혈액 검사 결과 : 수술 전 혈장단백질(albumin) 수치, 수술 전 CRP

수치, 수술 전 WBC 수치,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수치

(3) 수술 전 허혈성 심장질환의 임상양상 :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4) 수술 전 임상상태 : 비강 내 균배양 검사 결과(nose culture), 수술 전

감염여부(폐렴, 패혈증, 요로감염), 수술 전 최근 3개월 심박출량(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4) 연구 대상자의 수술관련 특성

수술 전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원일수, 수술시간, 수술

후 기계호흡 보조시간, 수술 시 사용한 내흉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IMA)의 개수, 수술 후 24시간 내 수혈량(ml), 수술 후 24시간 내 수혈한

적혈구 개수(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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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3.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 중 흉부감염 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적

특성은 t-test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4) 연구 대상자 중 흉부감염 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은 t-test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5)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은 로지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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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5.3 ± 8.3세로 남자가 405명(71.6%), 당뇨진단기간은

평균 12.67 ± 9.93년이었다. 수술 전 HbA₁c는 평균 7.62 ± 1.44 % 이었으며,

6.5% 미만이 97명(17.2%), 6.5-7.4%이 227명(40.3%), 7.5% 이상이 239명(42.5%)

이었다. 수술 전 당뇨조절 방법은 441명(77.9%)이 경구용 혈당 강하제를

사용하였다. 수술 전 3일간 평균 혈당은 평균 175.20 ± 41.92mg/dL, 수술 전

입원기간동안 최고 혈당은 평균 265.15 ± 89.88mg/dL이었으며, 수술 후 3일간

평균 혈당은 평균 209.76 ± 48.81mg/dL, 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최고혈당의

평균은 335.34 ± 79.40mg/dL이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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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articipants

n (%) or M ± SD

Age(years) 65.3 ± 8.3

Male 405 (71.6)

BMI(㎏/m²) 24.39 ± 3.15

< 25 341 (60.1)

25-30 208 (36.7)

> 30 17 (3.0)

Education Primary 116 (20.5)

Middle-High 306 (54.1)

University 144 (25.4)

CAD family Hx 96 (17.0)

Smoking 297 (52.5)

DM diagnosis period(years) 12.67 ± 9.94

Preop HbA₁c (%) 7.62 ± 1.44

< 6.5 97 (17.2)

6.5-7.4 227 (40.3)

≥ 7.5 239 (42.5)

Preop DM control Oral 441 (77.9)

Insulin 93 (16.4)

None 32 (5.7)

Preop POCT glucose mean(mg/dL) 175.20 ± 41.92

Preop POCT glucose MAX(mg/dL) 265.15 ± 89.88

Postop POCT glucose mean(mg/dL) 209.76 ± 48.81

Postop POCT glucose MAX(mg/dL) 335.34 ± 79.40

Table 1. Demographic and diabet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66)

* BMI; Body mass index, CAD; Coronary artery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Preop;

Preoperative, Postop; Postoperative, POCT; Point of care testing, MAX; maximun



- 19 -

2)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80.0%), 고지혈증(43.3%), 만성신부전(21.7%),

뇌경색(15.4%), 말초동맥 및 경동맥질환(12.7%)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술 전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대상자가 510명(90.1%)이었다. 수술 전 심박출량의

평균은 53.96 ± 15.14% 이었다.

수술 전 비강내 균 배양검사 결과 총 149명(26.4%)에게서 균이 배양되었고

빈도는 메티실린 민감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MSSA)(11.0%),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oNS)(7.6%), 기타균(5.3%),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2.5%)의 순서였다.

수술 전 감염이 있었던 환자는 18명(3.2%)이었으며, 수술 전 WBC의

평균은 7.186 ± 1.97 10^³/μL, 수술 전 CRP의 평균은 8.157 ± 16.65mg/L

였다. 이 두 가지 수치는 모두 수술 6 또는 7일 후 평균이 증가하였고, 수술 6

또는 7일 후의 WBC의 평균은 9.11 ± 2.77 10^³/μL, 수술 6 또는 7일 후

CRP의 평균은 45.75 ± 32.49mg/L 이었다.

평균수술시간은 236.39 ± 36.44분이었으며 왼쪽 내흉동맥이나 오른쪽

내흉동맥 중 하나라도 사용한 경우가 539명(95.2%)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양쪽 내흉동맥을 사용한 경우는 20명(3.5%)이었다. 평균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3.47 ± 5.38일, 평균 인공호흡기 적용시간은 19.39 ± 15.54시간이었으며 평균

수술 전 재원기간 3.65 ± 3.38일, 평균 수술 후 재원기간은 11.41 ±

14.62일이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Table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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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articipants

n (%) or M ± SD

Comorbidity HTN 453 (80.0)

Dyslipidemia 245 (43.3)

CKD 123 (21.7)

CVA 87 (15.4)

PAOD/Carotid Disease 72 (12.7)

COPD/Asthma 28 (4.9)

Immunosuppressive

therapy
9 (1.6)

Preoperative clinical Angina 510 (90.1)

characteristics AMI 141 (24.9)

Preop LVEF(%) 53.96 ± 15.13

Nose cx

MSSA 43 (7.6)

CoNS 14 (2.5)

MRSA 30 (5.3)

Others 11 (1.9)

Preop infection

Pneumonia 11 (1.9)

UTI 1 (0.2)

Sepsis 6 (1.1)

Table 2. Preoperative and operativ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66)



- 21 -

Variables Categories
Participants

n (%) or M ± SD

Preop blood test Albumin (g/dL) 3.95 ± 0.51

WBC (10^³/μL) 7.19 ± 1.97

CRP (mg/L) 8.16 ± 16.65

Postop blood test WBC (10^³/μL) 9.11 ± 2.77

(POD#6 or POD#7) CRP (mg/L) 45.75 ± 32.49

Operative data Operation time (min) 236.39 ± 36.44

IMA usage

NO 7 (1.2)

LIMA or RIMA 539 (95.2)

Both IMA 20 (3.5)

Postop RBC transfusion (pint) 0.72 ± 1.137

Postop transfusion for 24hr(ml) 251.80 ± 404.06

Postop ventilator time(hrs) 19.39 ± 15.54

Preop HOD(days) 3.65 ± 3.38

Postop HOD(days) 11.41 ± 14.62

ICU day(days) 3.47 ± 5.38

Table 2. (continued)

* HTN; Hypertension, CKD; Chronic kidne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PAOD; Peripheral artery occlusive disease, Carotid
disease; Carotid artery disease,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Nose cx; Nose culture, MSSA;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CoN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UTI; Urinary tract infection, IMA; Internal mammary artery,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HOD; Hospital of day, POD; Post operative day, RBC; Red
blood cell,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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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ound infection

n (%) or M ± SD

(n=66)

No infection

n (%) or M ± SD

(n=500)

p-value

Age(years) 63.61 ± 7.94 65.51 ± 8.32 .079

Male 49 (74.2) 356 (71.2) .607

BMI(Kg/m²) 24.83 ± 3.45 24.34 ± 2.93 .514

< 25 36 (54.5) 305 (61.0) .510

25-30 27 (40.9) 181 (36.2)

> 30 3 (4.5) 14 (2.8)

Education ≤Primary 12 (18.2) 104 (20.8) .519

Middle-High 40 (60.6) 266 (53.2)

≥University 14 (21.2) 130 (26.0)

CAD

family Hx
11 (16.7) 85 (17.0) .946

Smoking 32 (48.5) 265 (53.0) .490

2. 흉부감염군과 비감염군의 특성 비교

1) 일반적 특성과 당뇨적 특성 비교

두 군에서 일반적 특성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수술 전 HbA₁c (t=-3.565,

p<.001)와 수술 후 3일간의 평균혈당(t=-2.035, p=.042), 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최고 혈당(t=-3.756, p<.001)이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f demographic and diabetic characteristics (N=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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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ound infection

n (%) or M ± SD

(n=66)

No infection

n (%) or M ± SD

(n=500)

p-value

DM diagnosis

period(years)
13.87 ± 9.49 12.52 ± 9.99 .283

Preop

HbA₁c (%)
8.21 ± 1.53 7.55 ± 1.42 <.001

< 6.5 6(9.1) 91(18.3) .005

6.5-7.4 207(41.6) 20(30.3)

≥ 7.5 198(40.0) 40(60.6)

Preop DM Oral 45(68.2) 396(79.2) .120

control Insulin 17(25.8) 76(15.2)

None 4(5.9) 28(5.6)

Preop POCT

glucose

mean(mg/dL)

181.67 ± 41.87 174.35 ± 41.89 .321

Preop POCT

glucose

MAX(mg/dL)

275.48 ± 97.17 263.79 ± 88.89 .186

Postop POCT

glucose

mean(mg/dL)

221.23 ± 51.87 208.26 ± 48.25 .042

Postop POCT

glucose

MAX(mg/dL)

369.45 ± 82.20 330.84 ± 78.00 <.001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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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ound infection

n (%) or M ± SD

(n=66)

No infection

n (%) or M ± SD

(n=500)

p-value

Comorbidity HTN 400 (80.0) 53 (80.3) .954

Dyslipidemia 215 (43.0) 30 (46.5) .705

CKD 100 (20.0) 23 (34.8) .006

CVA 75 (15.0) 12 (18.2) .501

PAOD/

Carotid disease
61 (12.2) 11 (16.7) .306

COPD/Asthma 24 (4.8) 4 (6.1) .555

Immunosuppre
-ssive therapy 9 (1.8) 0 (0.0) .608

Preoperative Angina 453 (90.6) 57 (86.4) .279

clinical AMI 128 (25.6) 13 (19.7) .297

characteristics LVEF(%) 54.11 ± 14.92 52.83 ±16.76 .519

2) 질병관련 특성과 수술관련 특성 비교

만성신부전(χ²= 7.558, p=.006)과 수술 전 비강 내 균 배양 결과 양성인 경

우(χ²= 15.155, p=.006)가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수치(t=-4.881, p<.001)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

(t=-5.384, p<.001), 수술 후 재원일수(t=-2.790, p=.007)가 두 군 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arison of preoperative and operative clinical characteristics

(N=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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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ound infection

n (%) or M ± SD

(n=66)

No infection

n (%) or M ± SD

(n=500)

p-value

Nose cx 386 (77.2) 42 (63.6) .006

MSSA 50 (10.0) 11 (16.7)

CoNS 40 (8.0) 3 (4.5)

MRSA 10 (2.0) 4 (6.1)

Others 14 (2.8) 6 (9.1)

Preop infection

Pneumonia 10 (2.0) 1 (1.5) 1.000

UTI 1 (0.2) 0 (0.0)

Sepsis 6 (1.2) 0 (0.0)

Preop Albumin(g/dL) 3.94 ± 0.52 3.96 ± 0.41 .330

blood test WBC(10³/μL) 7.24 ± 2.00 6.74 ± 1.64 .052

CRP(mg/L) 8.28 ± 16.41 7.21 ± 18.50 .623

Postop WBC(10³/μL) 8.91 ± 2.68 10.64 ± 2.93 <.001

blood test

(POD#6 or #7)
CRP(mg/L) 42.31 ± 29.12 71.88 ± 43.37 <.001

Operative data
Operation

time(min)
235.92 ± 36.41 240.00 ± 36.71 .393

IMA usage

NO 6 (1.2) 1 (1.5) .589

LIMA or

RIMA
477 (95.4) 62 (93.9)

Both IMA 17 (3.4) 3 (4.6)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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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ound infection

n (%) or M ± SD

(n=66)

No infection

n (%) or M ± SD

(n=500)

p-value

Postop RBC

transfusion

(pint)
0.69 ± 1.09 0.97 ± 1.40 .057

Postop

transfusion

for 24hr(ml)
244.54 ± 396.3 306.82 ± 457.8 .517

Postop

ventilator

time(hrs)
18.87 ± 12.94 23.29 ± 28.25 .215

Preop

HOD(days) 2.64 ± 1.322 4.26 ± 11.919 .274

Postop

HOD(days) 9.81 ± 3.43 23.55 ± 39.97 .007

ICU day(days) 2.64 ± 1.32 4.26 ± 11.91 .274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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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

1)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

단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수술 전 HbA₁c (OR=1.309, 95% CI=1.122-1.527, p<.001), 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최고혈당(OR=1.006, 95% CI=1.003-1.009, p<.001), 만성신부전(OR=

2.140, 95% CI=1.232-3.715, p=.007), 수술 전 비강내 MRSA배양(OR=3.676,

95% CI=1.105-12.236, p=.034), 수술 전 비강내 기타균 배양(OR=3.976, 95%

CI= 1.437-10.793, p=.008),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수치(OR=1.218, 95%

CI= 1.120-1.324, p<.001),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OR=1.013, 95% CI=

1.008-1.019, p<.001), 수술 후 기계호흡 보조시간(OR=1.012, 95% CI=

1.000-1.025, p=.045), 수술 후 재원일수(OR=1.128, 95% CI=1.078-1.181,

p<.001)가 파악되었다. 다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수술 전 HbA₁c (OR=1.367, 95% CI=1.137-1.643,

p<.001), 수술 전 비강내 MRSA 배양(OR=8.862, 95% CI=2.442-32.166,

p=.001), 수술 전 비강내 기타균 배양(OR=3.664, 95% CI=1.121-11.979,

p=.032),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수치(OR=1.110, 95% CI=1.008-1.222,

p=.034),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OR=1.015, 95% CI=1.007-1.023,

p<.001), 수술 후 재원일수(OR=1.101, 95% CI=1.046-1.159, p<.001)가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Table 5>에 기술되어 있다.



- 28 -

Variables Catergori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Age(years)
0.974

(0.945-1.003)
.080

Male
0.858

(0.478-1.539) .607

BMI(㎏/m2) 0.858
(0.478-1.539) .607

〈 25 ref

25-30
1.264

(0.743-2.151)
.388

〉30
1.815

(0.498-6.621)
.366

Education ≤ Primary ref

Middle

or High

1.303

(0.658-2.582)
.448

≥University
0.933

(0.414-2.104)
.868

CAD family
history

0.976

(0.491-1.943)
.976

Smoking
0.835

(0.499-1.395)
.490

DM Diagnosis

period(years)

1.013

(0.988-1.039)
.300

Table 5.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after OPCAB (N=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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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rgori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Pre op

HbA₁c (%)

1.309
(1.122-1.527) .001 1.367

(1.137-1.643) .001

〈 6.5 ref

6.5-7.4
1.451

(0.564-3.734)
.440

≥ 7.5
3.033

(1.242-7.410)
.150

Pre op

DM control
None ref

Oral
0.802

(0.269-2.389)
.691

Insulin
1.506

(0.467-4.860)
.493

Preop POCT
glucose

1.004
(0.998-1.010) .183

mean(mg/dL)

Preop POCT
glucose

1.001
(0.999-1.004) .321

MAX(m/dL)

Postop POCT
glucose

1.004
(0.998-1.010) .183

mean(mg/dL)

Postop POCT
glucose

1.006
(1.003-1.009) <.001

MAX(mg/dL)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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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rgori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Comorbidity HTN 1.019
(0.535-1.943) .954

Dyslipidemia
1.105

(0.659-1.850) .705

CKD 2.140
(1.232-3.715) .007

CVA 1.259
(0.643-2.466) .501

PAOD/

Carotid Dz

1.493
(0.714-2.900) .308

COPD/

Asthma

1.280
(0.430-3.810) .658

Preoperative
clinical Angina 0.657

(0.306-1.411) .282

characteristics

AMI 0.713
(0.376-1.351) .299

Preop

LVEF(%)

0.995
(0.978-1.011) .519

Preop

infection
Pneumonia 0.743

(0.094-5.900) .779

UTI .000 1.000

Sepsis .000 .999

Table 5. (continued)



- 31 -

Variables Catergori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Nose cx

No growth ref

MSSA
2.022

(0.978-4.180)
.057

2.336
(1.027-5.318) .043

CoNS 0.689
(0.204-2.325) .549 0.412

(0.073-2.308) .313

MRSA 3.676
(1.105-12.236)

.034 8.862
(2.442-32.166)

.001

Others
3.939

(1.437-10.79
3)

.008 3.664
(1.121-11.979)

.032

Preop

blood test

Albumin

(g/dL)

1.082
(0.653-1.793) .760

WBC

(10^3/μL)

0.868
(0.753-1.001) .052

CRP

(mg/L)

0.996
(0.978-1.013) .624

Postop

blood test

(POD#6 or

POD#7)

WBC

(10^3/μL)

1.218
(1.120-1.324) <.001 1.110

(1.008-1.222) .034

CRP

(mg/L)

1.013
(1.008-1.019) <.001 1.015

(1.007-1.023) <.001

Operative

data

Operation

time(min)

1.003
(0.996-1.010) .392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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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rgori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IMA usage

NO ref

LIMA or

RIMA

0.780

(0.091-6.585)
.819

Both IMA
1.059

(0.092-12.234)
.963

Postop RBC

transfusion (pint)

1.210

(0.993-1.475)
.059

Postop transfusion

for 24hr(ml)

1.000
(1.000-1.001) .242

Postop

ventilator time(hrs)

1.012
(1.000-1.025) .045

Preop HOD(days)
1.032

(0.968-1.101) .334

Postop HOD(days)
1.128

(1.078-1.181)
<.001

1.101

(1.046-1.159)
<.001

ICU day(days)
1.089

(0.926-1.280) .305

Table 5. (continued)

* multivariate analysis factors: age, sex, BMI, education, smoking, CKD, COPD, preoperative

HbA₁c , DM diagnosis period, nose cx, postoperative #6 or #7 WBC, postoperative #6 or #7

CRP, postoperative POCT glucose MAX, IMA usage, postoperative transfusion for 24hr,

postoperative RBC transfusion(pint), ventilator time, postoperatove hospital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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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₁c

(%)

CRP

(mg/dL)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7.5 < 45.75 < ref ref

7.5 < ≥ 45.75 4.368 .001 2.502 .056

(1.836-10.388) (0.976-6.416)

≥ 7.5 45.75 < 2.809 .021 2.505 .049

(1.170-6.742) (1.033-6.261)

≥ 7.5 ≥ 45.75 10.068 <.001 6.951 <.001

(4.297-23.586) (2.724-17.739)

3)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서 당화혈색소와 C반응단백질의 관계

다변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요인인 수술 전

HbA₁c과 수술 6 또는 7일 후 CRP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상자를 HbA₁c

7.5%와 평균CRP인 45.75mg/dL를 기준으로 네 개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 model Ⅰ>이다. 수술 전 HbA₁c가 7.5%이상이면서

수술 6 또는 7일 후 CRP가 45.75mg/dL이상인 군은 수술 전 HbA₁c가

7.5%미만이면서 수술 6 또는 7일 후 CRP가 45.75mg/dL 미만인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흉부감염의 위험이 높았다(OR=6.951, 95% CI=2.724

-17.739, p<.001).

Table 6.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after OPCAB; HbA₁c and CRP; model Ⅰ

* multivariate analysis factors: age, sex, BMI, education, smoking, CKD, COPD, DM

diagnosis period, nose cx, postoperative #6 or #7 WBC, postoperative POCT glucose MAX,

IMA usage, postoperative transfusion for 24hr, postoperative RBC transfusion(pint),

ventilator time, postoperatove hospital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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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Group A ref ref

Group B
3.463 .002 2.504 .031

(1.567-7.651) (1.086-5.772)

Group C
10.068 <.001 6.951 <.001

(4.297-23.586) (2.724-17.737)

<Table 7, model Ⅱ>의 결과는 <Table 6, model Ⅰ>의 결과를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내주며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군으로

나누었을 때의 분석결과이다.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B군이 A군보다 2.504배(95% CI=1.086-5.772,

p=.031), C군이 A군보다 6.951 배(95% CI=2.724-17.737, p<.001)더 높다.

① A군 : HbA₁c 7.5% 미만이면서(and) CRP가 45.75mg/dL 미만인 군

② B군 : HbA₁c 7.5% 이상이거나(or) CRP가 45.75mg/dL이상인 군

③ C군 : HbA₁c 7.5% 이상이면서(and) CRP가 45.75mg/dL이상인 군

Table 7.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after OPCAB; HbA₁c and CRP; model Ⅱ

* multivariate analysis factors: age, sex, BMI, education, smoking, CKD, COPD, DM

diagnosis period, nose cx, postoperative #6 or #7 WBC, postoperative POCT glucose MAX,

IMA usage, postoperative transfusion for 24hr, postoperative RBC transfusion(pint),

ventilator time, postoperatove hospital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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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HbA₁c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를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Halko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과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3555명의 환자

중 당뇨진단과 상관없이 HbA₁c가 7.0% 이상인 환자들이 HbA₁c가 7.0%

미만인 환자들보다 심부 흉부감염(DSWI)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5.29배 더

많이 발생하였다. Sato 등(2010)의 연구도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HbA₁c가 6.5% 이상인 당뇨환자와

비당뇨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심부흉부감염 및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패혈증을 포함한 심각한

감염(severe infection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35). Alserius,

Anderson, Hammar, Nordqvist, 과 Ivert (2008)의 연구에서도 605명의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당뇨 진단여부와

상관없이 관상동맥우회술 전 HbA₁c가 6.0% 이상인 경우가 수술 전 HbA₁c가

6.0% 미만인 경우보다 표재성 흉부감염(SSWI)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13.9%

vs 5.5%, p=.007).

그러나 HbA₁c가 수술부위 감염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Tsuruta 등(2011)의 연구에서는 893 명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당뇨환자 306명을 HbA₁c가 6.5% 미만인 군, 6.5% 이상 7.5%

미만인 군, 7.5%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세 군 간의 수술 후

종격동염 발생률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p=.11). Knapik, Ciesla, Filipiak,

Knapik, 과 Zembala (2011)의 연구도 2665 명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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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당뇨환자 735 명을 대상으로 HbA₁c가 7.0% 이상인 군과 7.0% 미만인

군을 비교했을 때 수술 후 흉부감염률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p=.31).

이처럼 수술 전 HbA₁c가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지표로서 연구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혈당관리의 지표로서 HbA₁c보다는 혈당수치를 활용해 왔으며,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직후의 혈당을 150∼180mg/dL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강조해 왔다(Furnary & Wu, 2006; Furnary, Zerr, Grunkemeier, &

Starr, 1999; Lazar et al., 2004; Li, Sun, & Wu, 2006; Ogawa et al., 2016).

그러나 수술 후 혈당수치와 더불어 수술 전 HbA₁c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HbA₁c가 2-3 개월간의 평균혈당을 반영하는 수치로서 수술 전의

장기간 혈당의 조절 정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Gomez-Perez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HbA₁c는 2011 년부터 미국 당뇨병협회(ADA)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채택되었고, HbA₁c는 혈당 수치와는 달리 식사 또는

시간과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공복혈당 및 당부하 2시간 후

혈당과 상관성이 있는 점, 스트레스나 질병 등의 상황에 변화가 심하지 않은

점에서 혈당 조절 정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Gillett,

2009). 또한 수술 후 혈당은 프로토콜에 따라 2 시간마다 자주 측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HbA₁c는 한번 혈액검사 후에는 계속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HbA₁c는 당뇨병 진단에 있어 인종간 차이가 있었고(Rohlfing et al.,

2000), 용혈성 빈혈, 임신, 출혈,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적혈구 교체율에

변화가 있거나 헤모글로빈의 이상이 있는 경우와 신기능의 이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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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도 측정값의 차이가 있었으며(Gomez-Perez et al., 2010), 당 대사의

이상이 없어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ani et al., 2008).

당뇨 관리에 있어 목표 HbA₁c는 연령, 동반질환, 당뇨진단기간, 임신여부,

당뇨의 유형, 저혈당 여부, 당뇨로 인한 혈관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당뇨병협회(ADA)에 따르면 의식수준이 명료하고, 동반만성질환이 거의

없으며, 신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목표

HbA₁c를 7.5% 미만으로 정하였고, 의식수준이 명료치 않고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반한 노인의 경우는 목표 HbA₁c를 8.0-8.5%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당뇨를 진단받은 기간이 짧은 경우는 HbA₁c를 6.5%

미만으로, 당뇨진단 기간이 길수록 목표 HbA₁c를 8.0% 미만을 목표로 권고

한다(American Diabetes Assoiation[ADA], 2018).

본 연구에서 흉부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수술 전 HbA₁c는 두 군의 수술 전

혈당 조절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흉부감염군의 수술 전 HbA₁c의

평균은 8.21 ± 1.52%로 비감염군의 수술 전 HbA₁c인 7.54 ± 1.41%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더 높았기에(p<.001), 흉부감염군이 비감염군보다 수술

전 혈당 조절에 더 취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흉부감염군은

평균연령은 약 65세, 비감염군은 63세였으며, 당뇨진단기간은 흉부감염군에서

약 13년, 비감염군은 약 12 년으로 두 군 모두 미국 당뇨협회(ADA)의 기준에

따르면 HbA₁c를 8.0-8.5% 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수술부위 감염예방을 위해 수술 전 철저한 혈당조절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Sudhakaran & Surani, 2015),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당뇨환자의 수술

전 HbA₁c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HbA₁c가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지표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avaratnarajah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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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강력한 염증반응을 야기시키는 과정으로 특히나 심폐기를 사용하는

심장수술의 경우는 그 반응이 전신적인 염증반응으로 나타나기에(Raja &

Berg, 2007), 비특이적 급성반응 인자인 CRP가 상승하게 된다.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on-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은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보다 CRP 수치가 수술 후 6시간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올라가며(100mg/L vs 60mg/L), 더 오래 높은 상태(120 시간 이상 유지

vs 24시간 이후 감소)로 지속이 된다(Schulze et al., 2000). 그러나 Parolari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15 명과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14 명의 대상자의 수술 후 4일, 8 일,

30 일의 고감도 C반응단백질(high sensitivity CRP, hs-CRP)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6).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술 후 감염이

없는 경우의 hs-CRP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었는데, hs-CRP는 수술 후

4일에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하였다가 수술 후 30 일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기의 수술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Fujii 등(2011)의 연구를 보면 예정된

직장수술 시행 후 CRP는 수술 후 3일째 약 100mg/L 가량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수술 후 7일에 약 20mg/L 이하로 거의 정상범위로

돌아온다. 하지만 수술상처의 감염이 있는 경우는 CRP 수치 가 수술 후 약

100mg/L 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CRP가 수술 후 3일이 지난 뒤

감소되는 폭이 낮아 수술 후 7일에 약 80mg/L정도로 측정되었고. 수술부위

이 있는 군이 감염이 없는 군보다 수술 후 7일째 CR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p<.001). 이 연구에서는 수술부위 감염에

대해 CRP의 cutoff-value를 수술 후 7일 째 36mg/L(민감도 71.4%, 특이도

83.1%)로 측정하였다. Kini. 등 (2008)의 연구에서는 1418명의 골절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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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명의 수술부위 비감염군과 17 명의 감염군을 비교하였으며 CRP는 두 군

모두 수술 후 2일째 가장 높은 수치(약 100mg/L vs 약 170mgL)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감염군의 CRP는 수술 후 2일 이후에 점점 감소하여 수술 후 12 일

정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감염군의 경우에는 수술 후 2일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3일부터 다시 상승하여 수술 후 4일째부터는

비감염군의 CRP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6 일에 약 100mg/L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후 4일째의 CRP의 cutoff

value를 96mg/L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가 흉부감염군에서 비감염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록 수술의 종류가

다르지만 수술 후 CRP 수치가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에

있어 이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의 역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수술 후 CRP의 변화양상을 일별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이 전신마취로 시행되는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CRP의 변화 양상이 다른 장기 수술과

비슷하리라고 추측이 된다. 또한 일별로 CRP의 수술 후 변화양상을 확인

한다면 CRP의 변화양상에 따른 흉부감염의 정도 파악이 더욱 분명 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본 연구에서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수치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CRP외에 감염의 예측 인자로서 WBC의

가치는 여러 연구에서 논란이 있지만 CRP는 반감기 19시간으로 WBC보다

짧아 염증반응과 질병을 감지하는 것에 있어 더욱 가치가 있는 수치라는

연구가 있었다(Welsch et al., 2007). Fujii 등(2011)의 연구에서도 CRP의

경우는 수술 후 1∼3일에 감염군이 비감염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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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WBC는 수술 후 두 군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CRP의 경우는 감염군에서 비감염군과 다른 변화양상이 확실히 보였기에 수술

부위 감염의 지표로서 WBC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술

6 또는 7일 후 WBC 의 가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이 CRP과 수술 전 HbA₁c , WBC 등의 혈액검사 수치로서 수술

부위 감염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상처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상처

사정을 통한 감염의 우선적인 관리이다(Grey, Enoch, & Harding, 2006).

상처의 사정은 상처 치유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개의

수술부위는 수술한지 5일 후에 아물어 healing edge가 촉지 된다. Healing

edge는 절개부위의 1mm 부위로 수술 후 5∼9일 사이에 완성되고, 수술 부위

봉합선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약 수술 후 5∼7일 사이에 healing

site가 촉지 되지 않는다면 수술부위의 감염, 열개의 위험성이 높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Rodeheaver & Stotts, 1995). 여기서 확인 된

수술 후 5∼7일라는 기간은 CRP가 수술부위 감염 시 수술 후 7일에 감염군이

비감염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점과 연관지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수술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사정하는 것과 혈액검사 수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다면 수술부위 감염의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논문에서 의미 있는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만성신질환은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시에는 흉부감염군이 비감염군보다 만성신질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시에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수술 후 조직의 산소공급을 저해하는 흡연과 만성폐쇄성폐질환(Yip, 2015)도

본 연구에서는 수술부위 감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 aureus

비강보균자가 비보균자에 비해 심장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발생위험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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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었고(Segers, Speekenbrink, Ubbink, van Ogtrop,

& de Mol, 2006), 본 연구의 결과도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비강내

MRSA와 기타균이 배양된 군의 흉부감염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최근 외과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짧은 입원기간과 조기

퇴원, 또는 외래 수술 및 당일 수술 등과 같은 진료 형태의 변화로 인해

수술부위 감염의 진단이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재혁

외, 2004). 수술부위 감염 감시는 의과의사, 감시 간호사, 감염관리 인력에

의해 수술부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과 감염관리자가 검사결과와 환자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고 외과의와 토론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관찰이 가장 정확하게 수술부위 감염을 알게 되는 방법이지만

예민도는 높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술부위 감염이 진단되는 기간은 평균

수술 후 약 20일 후로 비감염군의 수술 후 평균 11일의 재원기간을 지나

진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술부위 감염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관찰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원기간 내의 수술부위의 문제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며, 수술부위의 문제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사정과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증상들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술부위 감염시

대상자들은 근육통과 비슷한 몸살기운과 열이 나기 시작한다. 또한 흔히 느낄

수 있는 수술부위의 통증과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되며 수술부위에 발적과 붓기, 당김증상을 동반한

열감도 느낀다(Torpy, Burke, & Glass, 2005). 이 단계를 지나면 수술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상자들은 보통 이 시기가 되어야 수술부위의

문제가 생김을 알게 된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수술부위 감염 증상을 미리

알려주고 스스로 상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외래에서의 수술부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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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수월하고 주의깊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나온 수술 전 HbA₁c와 수술 후 6∼7일의 CRP가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부위 감염 감시

(surgical site infection surveillance)를 하고 그 감시결과를 외과의에게

피드백 하는 것을 통해 3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최희정,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수술부위 감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의 고위험군인 당뇨환자의 흉부감염 흉부감염을

예측하는 보편적이고 유용한 지표로 사용가능한지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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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심폐기의 효과를 배재한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대상자들을 분석하여 수술 전 HbA₁c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를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으로 밝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제언

1)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수술 전

HbA₁c와 수술 6 또는 7일 후 CRP 수치가 당뇨환자에 있어 무심폐기 하

관상동맥우회술 후 흉부감염을 예측하는 보편적이고 유용한 지표로 사용

가능한지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본 연구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2) 본 연구에서는 감염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대상자의 주관적인 증상까지 함께 사정하여

당뇨환자의 무심폐기 하 흉부감염의 위험요인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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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for the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after off-pump coronary bypass grafting

with diabetic patients

Choi, Jeong Eun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the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SWI) in diabetic patients underwent

off-pump coronary bypass grafting (OPCAB).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among 907 diabetic

patients who underwent OPCAB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Seoul from

January of 2008 to December of 2016. Among these, 566 diabetic patients

satisfied the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Fro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research institution, selected patients’ demographic, diabetic,

perioperative clinical and operative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The risk

factors for the postoperative SWI have been analyzed by the univariate

analysis followed by the backward stepwis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ultivariate risk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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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Results : In the univariate analysis, preoperative HbA₁c (OR=1.309, 95%

CI=1.122-1.527, p<.001), highest glucose level during postoperative hospital

days (OR=1.006, 95% CI=1.003-1.009, p<.001), chronic kidney

disease(OR=2.140, 95% CI=1.232-3.715, p=.007), nasal carriage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OR=3.676, 95% CI=

1.105-12.236, p=.034), nasal carriage of other bacteria (OR=3.976, 95% CI=

1.437-10.793, p=.008), white blood cell (WBC) level during postoperative six

or seven days (OR=1.218, 95% CI=1.120-1.324, p<.001) and C-reactive

protein (CRP) postoperative six or seven days (OR=1.013, 95% CI=

1.008-1.019, p<.001) were isolated as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preoperative

HbA₁c (OR=1.367, 95% CI=1.137-1.634, p<.001), nasal carriage of MRSA

(OR=8.862, 95% CI=2.442-32.166, p=.001), nasal carriage of other bacteria

(OR=3.664, 95% CI=1.121-11.979, p=.032), WBC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OR=1.110, 95% CI=1.008-1.222, p=.034) and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OR=1.015, 95% CI=1.007-1.023,

p<.0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Patients whose preoperative HbA₁c was higher than

7.5%,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was higher than

45.75mg/dL have shown to be more susceptible to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than the other patients with less HbA₁c and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OR=6.95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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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724-17.739, p<.001).

Conclusions: Preoperative HbA₁c and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were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Diabetic patients whose HbA₁c was higher than 7.5%,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are more vulnerable to the

postoperative SWI after OPCAB, and monitoring CRP of postoperative day

six or seven days after OPCAB would aid to predict the sternal wound

infection after OPCAB in diabetic pati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off-pump coronary bypass grafting (OPCAB), postoperative

sternal wound infection (SWI), diabetic patients, C-reative protein (CRP),

glycated hemoglobin (HbA₁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