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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Nutri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intensive care for critically ill patients in an effort to decrease 

the mortality and morbid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priety of nutritional support and to under-

stand the effect of a nutrition consultationin critically ill patients to assess and analyze nutritional status.

  Method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06,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CU) ≥ 

7 days and between 20 and 80 years of age were included. Patients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patients dis-

charged against medicine advice, and patients with unknown weight were excluded. Two hundred sixty-two patients 

were enrolled. The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and the state of nutritional support were reviewed by medical 

records.

  Results: Two hundred sixty-two patients stayed in the ICU a mean of 16.0 ± 9.8 days and received nutrition 

support for 11.0 ± 8.4 days. Except 15 patients who did not receivenutritional support, the mean daily calculated 

caloric requirement of 247 patients was 1,406.2 ± 253.8 kcal, the mean daily delivered caloric amount was 899.5 ± 

338.7 kcal, and the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was 66.4 ± 28.1%. The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of the patients who received a nutritional consultation and the patients who did not receive nutritional consultation 

were 72.6 ± 25.8% and 55.9 ± 33.3%.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critically ill patients received insufficient nutritional support. We 

recommend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nutritional support by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nutritional 

support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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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불량(malnutrition)은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사

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며,1-3) 한 

양지원(nutritional support)은 환자 리에서 기본 인 구성

요소  하나이다. 환자의 양불량은 면역 기능의 하

로 인하여 감염의 발생 빈도 증가와 상처 회복 지연을 

래할 수 있으며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기 의존도가 연장되

고 환자실 체재일이 증가할 수 있다.4) 특히 환자의 질

병 증도가 심할수록 사량의 변화가 심하며, 증도가 

낮은 환자에 비해 부 한 양지원에 따른 합병증 발생 

빈도가 더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환자의 경과  후에 미치는 양의 요성에도 불구

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양지원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6-8) 입원 환자의 30−
40%에서 입원 기간 동안 에 지 요구량에 못 미치는 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환자실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한 구체

인 보고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국내 한 학병원의 보고에 

의하면9) 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 환자 개인별 최소 에

지 요구량보다 총에 지 공 이 부족한 환자가 94.7%에 달

했으며 극심한 에 지 공  부족 상태의 환자가 32%나 되

어 환자의 양지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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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Different Nutrition Route

Total (n = 262) NO (n = 15) EN (n = 54) PN (n = 51) COM (n = 142)

Sex (M/F)   150/112    10/5    29/25    30/21    81/61

Age (yr) 58.2 ± 13.2 52.5 ± 13.6 57.8 ± 13.3 60.3 ± 13.9 58.3 ± 12.9

Weight (kg) 58.7 ± 9.1 60.1 ± 10.8 58.7 ± 10.1 58.7 ± 8.0 58.6 ± 8.9

ICU length 16.0 ± 9.8 10.9 ± 5.1 15.0 ± 9.3 14.1 ± 7.8 17.6 ± 10.7*

 of stay (d)

Nutritional support 11.0 ± 8.4  9.3 ± 6.5  9.9 ± 7.2 13.2 ± 8.9
†

 length of stay (d)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NO: patients who were not received nutrition support; E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ceived enteral nutrition support; P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ceived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COM: patients who were received 

combined nutrition. *p ＜ 0.05 vs PN; †p ＜0.05 vs EN, PN.

  이 게 환자실에서 양불량이 많은 원인으로는 일차

으로 검사  수술에 따른 잦은 식 기간과 의료진의 

한 양지원에 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한 

부분 양지원이 담당의사에게 담하는 경향이 많으며 

환자의 기  에 지 필요량의 공 이 의사의 경험  단

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장 이나 정맥 양에 한 부

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단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양자문(nutrition consult)에 한 심이 높아지

면서 많은 병원에서 문가로 구성된 양지원 (nutrition 

support team)의 운 을 시작하여 표 화되고 체계화된 양

지원을 한 노력을 시작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원의 환자실 재원 환자에 한 

양지원 정도를 악하고 이에 한 실태를 분석하여 양

지원의 정성을 평가하고 양자문에 한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다.

상  방법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원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7일 이상 집  치료를 받은 20세 이상 80세 미만의 환

자를 상으로 하 다. 타 병원으로 원된 경우와 의료진

의 치료에 반하여 자의 퇴원한 경우, 조사하고자 하는 기록

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262명의 환자를 선정하

다.

  의무 기록 열람을 통하여 환자의 성별, 나이, 체 , 환

자실 재원 일수, 양지원의 경로  기간, 실제 일일 칼로

리 투여량, 사망 여부 등을 조사하고 환자 개인별 일일 칼

로리 요구량을 계산하 다. 실제 일일 칼로리 투여량은 

식 기간을 제외하고 양지원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공

된 양의 평균값으로 하 으며 일일 칼로리 요구량은 체  

1 kg 당 25 kcal로 계산하 다.10-12)

  양지원의 정성을 평가하기 해 체 262명의 환자

를 양지원 유무  경로에 따라 분류하 다. 양지원을 

 받지 않은 환자(NO 군) 15명, 장  양지원만을 받

은 환자(EN 군) 54명, 정맥 양지원만을 받은 환자(PN 군) 

51명, 장  양지원과 정맥 양지원 모두 받은 환자

(COM 군) 142명 등 4개의 군으로 나 었으며, 군 간의 성

별, 나이, 체 은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다. 환자실 재원 

기간과 양지원 기간을 비교하고 일일 칼로리 요구량과 

실제 일일 칼로리 투여량을 비교하 으며, 일일 칼로리 투

여량을 칼로리 요구량으로 나  양공 율을 계산하여 

양지원 경로에 따라 그 실태를 분류하여 양공 율에 따

른 사망자 수를 비교하 다.

  양자문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체 262명의 환자를 

양지원 에 양자문을 받은 NC (＋) 군 156명과 양자

문을 받지 않은 NC (−) 군 106명으로 나 었으며, 군 간에 

성별, 나이, 체 , 일일 칼로리 요구량의 차이는 없었다. 그

리고 양자문 여부에 따른 일일 칼로리 요구량을 계산하

고 실제 일일 칼로리 투여량과 양공 율을 비교하 다.

  별도의 연구로 기계 환기 보조를 받았던 환자실 재원 

환자  장  양지원을 시행한 55명의 환자를 상으

로 장  양을 시작하기  식기간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모든 조사값

의 통계분석은 Sigmastat 3.5 로그램을 사용하 다. NO 군

을 제외한 EN, PN, COM 군의 성별, 나이, 체 , 환자실 

재원 일수, 일일 칼로리 요구량, 일일 칼로리 투여량, 양

공 율의 평균값 비교는 One way ANOVA, 양 자문 여부

에 따른 비교는 t-test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결      과

  체 262명의 환자에서 평균 환자실 재원 기간은 16.0 

± 9.8일이었으며 평균 양지원 기간은 11.0 ± 8.4일이었다. 

평균 환자실 재원 기간은 COM 군(17.6 ± 10.7일)이 PN 

군(14.1 ± 7.8일)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며(p ＜ 0.05), 평균 

양지원 기간은 EN 군과 PN 군이 각각 9.3 ± 6.5일,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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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Daily Required and Delivered Caloric Amount by Different Nutrition Route

Total (n = 247) EN (n = 54) PN (n = 51) COM (n = 142)

Mean daily calculated caloric requirement 1,466.7 ± 250.3 1,462.2 ± 275.4 1,465.8 ± 204.5 1,453.8 ± 252.2

 (kcal/day)

Mean daily delivered caloric amount  899.5 ± 338.7  710.1 ± 250.0  615.6 ± 205.6 1,073.4 ± 297.1*

 (kcal/day)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63.9 ± 28.6   50.1 ± 18.2   42.5 ± 14.0   76.8 ± 26.9*

 (%)

Values are mean ± SD. E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ceived enteral nutrition support; P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ceived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COM: patients who were received combined nutrition. *p ＜ 0.05 vs EN, PN.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Mean Daily Required and Deli-

vered Caloric Amount according to Nutritional Consult

NC (＋) NC (−)

(n = 156) (n = 106)

Sex (M/F)      90/66      60/46

Age (yr)   58.2 ± 13.7   58.2 ± 12.7

Weight (kg)   58.6 ± 8.9   59.4 ± 9.4

Mean daily calculated 1,467.5 ± 242.8 1,463.9 ± 255.4

 caloric requirement

 (kcal/day)

Mean daily delivered  994.4 ± 305.9*  751.0 ± 415.5

 caloric amount

 (kcal/day)

Total delivered/required   69.8 ± 25.3*   53.9 ± 32.7

 caloric ratio (%)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NC (＋): patients 

who were received nutritional consult from nutrition support team; 

NC (−): patients who did not received nutritional consult. *p ＜

0.01 vs NC (−).

Table 3. Status of Nutrition Support according to Nutrition 

Supporting Routes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Number of patients

NO EN PN COM

(n = 15) (n = 54) (n = 51) (n = 142)

＞100%  0  0  0 18

80−100%  0  2  1 26

50−80%  0 21 13 60

＜50% 15 31 37 38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NO: patients who were not re-

ceived nutrition support; E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

ceived enteral nutrition support; PN: patients who were exclusively 

received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COM: patients who were 

received combined nutrition.

Fig. 1. Outcome according to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7.2일로 COM 군(13.2 ± 8.9일)보다 짧았다(p ＜ 0.05) (Table 

1).

  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양지원이 없었던 NO 군 

15명의 환자를 제외한 247명의 환자에서 일일 칼로리 요구

량은 1,466.7 ± 250.3 kcal이었고, 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의 실제 일일 칼로리 투여량은 899.5 ± 338.7 kcal이었으며, 

양공 율은 63.9 ± 28.6%로 계산되었다. 이를 양지원 

경로에 따라 비교한 결과 COM 군의 일일 칼로리 투여량과 

양공 율은 각각 1,073.4 ± 297.1 kcal, 76.8 ± 26.9%로써 

EN 군(710.1 ± 250.0 kcal, 50.1 ± 18.2%)과 PN 군(615.6 ± 

205.6 kcal, 42.5 ± 14.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2).

  양공 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COM 군에서만 18명

이고 양공 율이 80%에서 100% 사이인 경우는 EN 군, 

PN 군, COM 군이 각각 2, 1, 26명이었다. 한편 양공 율

이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EN 군, PN 군, COM 군이 

각각 31, 37, 38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양공 율에 따른 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양공

율이 100%를 넘은 환자 20명 에서 1명이 사망하여 5%의 

사망률을 보 으며, 80% 이상 100% 이하인 환자 31명  1

명이 사망하여 3.2%의 사망률을 보 다. 양공 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환자 93명 에서는 8명이 사망하여 사망

률이 8.6%이었으며, 50% 미만인 환자 118명  19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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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PO Status before Nutrition Support among Mechanical 

Ventilation Supported Patients

NPO duration (d) Number of patient Percent (%)

1−5 27 49.1

6−10 20 36.4

＞10  8 14.5

NPO: nil per os.

망하여 16.1%의 사망률을 보 다(Fig. 1).

  양자문 유무에 따른 비교 결과, 환자실 재원 기간 동

안의 실제 일일 칼로리 투여량과 양공 율에서 양지원

에 양자문을 받아서 양공 을 시행한 NC (＋) 군(994.4 

± 305.9 kcal, 69.8 ± 25.3%)이 양자문을 받지 않고 양공

을 시행한 NC (−) 군(751.0 ± 415.5 kcal, 53.9 ± 32.7%)

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Table 4).

  기계 환기 보조를 받았던 환자실 재원 환자  장  

양지원을 시행한 55명의 환자에서 장  양지원 시행 

 평균 식 기간은 6.2 ± 5.4일이었으며, 식기간이 5일 

이내인 환자는 27명(49.1%)이었고, 6일부터 10일까지 식

을 시행한 환자는 20명(36.4%), 10일 이상 양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도 8명(14.5%)이었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환자실 재원 기간과 양지원 기간을 고

려할 때 평균 약 5일 정도의 식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기계 환기 보조를 받았던 환자실 재원 환

자에서 평균 식 기간이 더 길었다. Kim 등13)은 환자실 

입실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 실(48%)과 수술실(29.4%)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

는 양불량의 많은 부분이 환자실 입원 기부터 발생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환자 상태의 불안정과 각종 수술  

검사 등이 입실 기 식 기간 연장의 주요 원인으로 생

각되며 환자에 한 기 양지원 필요성을 과소평가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많은 

증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서 장  마비가 발생하기 때

문에 장음의 감소나 소실을 소장이  기능을 하지 않는 

징후로 생각하 다. 한 조기 장  양은 폐흡인을 

래할 수 있고, 환자가 5−7일 정도의 식은 유해한 임상  

효과 없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여 일반 으로 장음

이 회복될 때까지 5−7일 동안 식을 시행하 다. 그러나 

장  마비와 장음 소실이 있더라도 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장의 기능은 유지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조기 장  양에 한 심이 높아졌다. 여러 연구  

지침에 의하면11,12,14-16) 입원 첫 24−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조기 장  양은 감염 등의 합병증을 방하고 임상  

회복을 증진시켜 환자실 체재일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

라서 기에 보다 충분한 양 공 을 목표로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일일 칼로리 요구량과 실

제 환자에게 공 된 일일 칼로리 투여량을 비교했을 때 조

사 상 환자  입원기간 체에 걸쳐 양공 이 없었던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양공 율은 약 64%에 그쳤

다. 장  양과 정맥 양을 혼합한 경우에서 단독 경로

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비교  높은 수 이기는 하 지만 

76.8% 다. 한 체 환자의 81.3%에서 양공 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나 양불량 수 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었

고 이는 장  양과 정맥 양을 혼합한 경우(31.7%)보

다 장 이나 정맥 양의 단독 경로로 양지원을 시행

한 경우(97.1%)에서 두드러졌다. 더욱이 총칼로리 요구량의 

반 이하로 공 된 경우가 체 환자의 46.2%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환자 리의 여러 요소  양지원의 

요성에 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Behara 등17)은 환자 문의, 임의, 

공의 등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여 히 환자

실에서 양 지원의 시작과 리에 해 의사들의 인식과 

임상 용 양식에서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으며 양과 

련된 반 인 교육 과정의 시 한 필요성을 제안하 다. 

한, De Jonghe 등18)은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일일 총

칼로리 요구량과 처방된 칼로리, 실제 공 된 칼로리를 조

사하 는데 평균 일일 칼로리 요구량의 78.3%만 처방되었

고 실제 공 된 칼로리는 71.2%이었다고 보고하 는데 이 

같은 양 불량은 총칼로리 요구량에 비해 처방 단계에서

의 부족한 처방이 주원인이지만 실제 공  과정에서 기도 

리, 소화 장애를 포함한 장  양의 부작용, 여러 진

단  시술, 기계 환기 등이 처방 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부

한 양과 련성이 있다고 하 다.

  양불량은 사망률과 이완율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

으며,1-3) 본 연구에서도 양공 율과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양공 율이 80% 이상인 환자에서 3.9%의 사망률을 보

고, 양공 율이 80% 이하인 환자에서 12.8%의 사망률을 

보 다. 그러나 본 연구가 후향  조사를 실시하 기 때문

에 의무기록의 부실로 인하여 환자의 질병 증도를 고려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한 보완을 통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개인별 칼로리 

요구량을 산출하기 하여 Harris-Benedict 공식이나 간 열

량측정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후향  조사의 한계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칼로리 요구량을 체  1 kg 당 

25 kcal로 산출하여 이용하 다.10-12) 간 열량측정법은 일일 

산소소모량을 측정하여 총칼로리 요구량을 정확하게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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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가 많아 리 이용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환자실 환자의 부분은 정상 인 양섭취가 불가능

하여 에 지 필요량의 부분을 의사의 의학  결정에 의

존하므로 양지원에 한 지식에 바탕을 둔 심과 근

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따라서 최근 양지원의 많은 문

제 들을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양자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근거 심 양 리 지침서와 양지원 에 

한 구성과 활동이 체계화되고 있다.19) Barr 등20)은 근거 심 

양 리 지침서를 개발하여 용한 결과 장  양지원

을 받는 환자실 환자에서 기계 환기 보조를 시행한 기간

을 단축하 다고 보고하 으며, Mackenzie 등21)은 기계  

환기보조를 받는 환자에서 체계화된 양지원 지침서를 도

입하여 계산된 에 지 요구량의 최소 80% 이상 공 된 환

자가 지침서 용  20%에서 지침서 용 후 60%로 늘었

다고 보고하면서 양지원에 있어 표 화되고 체계화된 

양지원 지침서와 여러 분야의 문가로 구성된 양지원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자문을 통

한 양지원이 이루어진 환자에서 양공 율이 높았다. 그

러나 양자문 후 지속 인 리와 감시의 부족으로 양

공 율이 기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 다. 앞으로 양지원

에 한 반복 인 교육과 독려를 통하여 지속 인 감시

와 리가 이루어진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환자실 환자의 양지원이 충

분치 못하 으며 기 식 기간의 과도한 연장, 의료진의 

인식 부족, 양공 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부 한 양지

원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 체계화된 양지원 의 운

을 통하여 양지원에 한 지속 인 감시와 리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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