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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eral nutrition (PN) should be considered for patients who continue to have oral intake difficulties for 6∼7 days.
- If hydration and/or electrolyte imbalances are observed before starting PN, these imbalances must be corrected before
starting PN.
- For a short-term PN (7∼14 days), peripheral PN can be considered.
- During PN, continuous and systematic monitoring of hydration-electrolyte and acid-base balances should be conducted.
- Initial glucose feeding can be up to 150∼200 g/day or 15∼20% concentration. Peripheral blood glucose should be
monitored and not exceed 180 mg/dl.
- If the serum triglyceride concentration is ＜200 mg/dl, IV fat emulsion can be administered. Serum triglyceride
concentration should be monitored and not exceed 400 mg/dl.
- The peripheral venous catheter for PN should usually be replaced every 72∼96 h and should be removed immediately
if thrombophlebitis or infiltration occurs.
- Long-term use of PN for more than 1 year may be associated with metabolic bone disease.
- Risk factors related to refeeding syndrome include alcoholism, anorexia nervosa, marasmus, rapid refeeding, and
excessive glucose injection.
- The most important index for transitioning from jugular vein to complete oral feeding is the bedside oral intake amount
(I/O check).
-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that develops in the transition stage is hypoglycemia caused by reduction in PN intake.
(Surg Metab Nurtr 2014;5:21-28)

정맥 영양의 적응증과 금기증

2) 일차적 치료(primary therapy): 크론병, 위장관경피루, 신부
전(급성세뇨관괴사), 단장 증후군, 급성 화상, 간부전(간경화

1. 적응증

에 동반된 급성 간부전).

1) 영양 지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경구 영양 공급으로 요구량을

3) 보조적 치료(supportive therapy): 급성방사선장염, 급성항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장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암화학치료독성, 지속적 장마비, 대수술 전 체중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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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기증
1) 정맥영양(이하 PN) 사용의 예상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2) 혈역동학적(hemodynamically)으로 불안정한 환자.
3) 위장관기능이 정상이고, 영양소의 충분한 흡수가 가능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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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나 법적 대리인이 적극적인 영양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 높음. 따라서 넙다리 정맥을 통한 PN 다른 삽입 경로가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안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맥 영양의 준비(Preparation) 및 초기
공급(Initi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시
일반적 주의 사항

3) 삽입 부위에 상관없이 카테터의 끝이 상대정맥이나, 상대정
맥과 우심방의 연결부위에 위치하는 관의 일종으로 턴넬형,
비턴넬형, 삽입형 포트, 말초삽입형 중심 정맥관이 있음.
4) 900 mOsm/L 이상, 포도당 10% 이상의 고농도 영양액을

① 개인별(individualized) 맞춤 PN 공급이 수분 상태, 전해
질 균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PN의 궁극의 목적인 영양

공급할 때도 CPN이 선호됨.
5) CPN은 말초정맥영양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질 수

공급을 최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분(hydration) 및 전

있음.

해질 상태(electrolyte balance)를 최적화 해 놓고 시작하는 것

- 투여 경로 확보 과정 중 합병증 발생이 가능함(예, 혈흉,

이 권고됨. 예를 들어 탈수 상태에 있는 환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한 후 PN의 시작을 고려해야 함.
② PN제재는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맥 영양의

기흉, 혈종).
- 경제적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음.
- 투여 경로 관리에 따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증가함.

투여 경로(route)로는 중심 정맥이 선호됨. 중심 정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초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
나 소아 환자에서는 말초 정맥 영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③ 중심 정맥을 이용한 PN을 시작하기 전, 중심 정맥 관

2. 말초정맥영양을 통한 영양 공급(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 PPN)
1) 적응증

(central venous catheter)의 끝(tip) 부위가 상대 정맥 내에

- 중심정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함.[1]

- 7∼14일 이내 단기 PN이 예상될 때.

④ 수액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환자(예, 신부전 간부전 환자)
에서는, 필요로 되는 단백질과 포도당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농축하여 PN을 시행할 수 있음.
⑤ 말초정맥을 이용한 영양 공급은 중심 정맥 영양 경로에

- 카테터 패혈증이 있을 때.
2) 일반적인 말초정맥영양 제제의 삼투압은 최대한 900 mOsm/L
까지 가능함. 따라서 전해질의 추가 사용이 고려될 때는 CPN
에 비해 보다 깊은 주의를 요함.

비해 포도당 농도와 삼투압이 적음. 그러므로 말초정맥영양 공

3) PPN은 중심 정맥 경로에 비해 포도당 농도와 삼투압이 적

급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심 정맥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음. 그러므로 말초정맥영양 공급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의 수액 공급이 가능함.

중심 정맥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양의 수액 공급이 가능함.

⑥ PN 초기 공급량은 해당 환자가 소화할 수 있는 다량영양
물(macronutrient)과 수분 양에 의해 산출되어야 됨.

4) 중심 정맥 PN에 비하여 말초 정맥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테터 삽입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5) T-connector로 말초정맥에 연결되어야 하고 지방은 별도로

투여 경로에 따른 정맥영양

투여하거나, piggy-bag 방식으로 투약함.
6) PPN에는 절대로 다른 약을 첨가해서는 안되고, 항생제 전해

1. 중심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Central parenteral nu-

질을 첨가할 때는 다른 경로를 사용하기를 권장함.

trition, CPN)
고농축의 정맥 영양제제가 투여 가능하므로, 적은 수액으로
충분한 영양지원이 가능함.

표 1. 일반적 성인에서 요구되는 영양 성분[2,3]

1) 7∼14일 이상의 장기적인 PN을 고려할 때 권장됨.
2) 넙다리 정맥(femoral vein)을 통한 PN은 정맥 혈전증(venous
thrombosis)과 카테터 감염에 의한 패혈증(sepsis)의 위험성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
지방(lipid)
총 칼로리(total calories)
수액량(fluid)

중환자
(critical patient)

안정적 환자
(stable patient)

1.2∼1.5 g/kg/d
Not＞4 mg/kg/min
1 g/kg/d
25∼30 kcal/kg/d
Minimum needed to
deliver adequate
macronutrients

0.8∼1.0 g/kg/d
Not＞7 mg/kg/min
1 g/kg/d
30∼35 kcal/kg/d
30∼40 mL/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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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영양 영양소의 구성 및 처방
1. 영양소의 구성
1) 일반적 성인에서 요구되는 영양 성분은 표 1과 같이 요약
됨.[2,3]
2)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과 비 필수 아미노산이 혼합되어 있어
야 함. 단백질 투여는 대사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적으므로, 초기 단백질 공급은 60∼70 g/L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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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성인에서 요구되는 전해질 성분
전해질 성분 일일 표준 권장량

증량이 필요한 경우

Calcium
10∼15 mEq
Magnesium 8∼20 mEq

High protein intake
Gl losses, drugs,
refeeding
Phosphorus 20∼40 mmol High dextrose loads,
refeeding
Potassium
1∼2 mEq/kg Diarrhea, vomiting,
NG suction
Sodium

3) 탄수화물: 정맥영양지원에서 1차 영양원으로 사용되는 구성

1∼2 mEq/kg Nephritis, adrenal insufficiency, heart failure, (SIADH), ascites

성분으로 환자의 열량요구량, 산화속도, 지방과 포도당의 비

투여 형태
Ca gluconate
Mg sulfate
Na phosphate,
K phosphate
K phosphate,
K acetate,
K chloride
Na phosphate,
Na chloride,
Na acetate,
Na lactate

율을 고려하여 정맥영양제제에 포함되는 포도당 양을 결정
함. 초기 포도당 공급은 최대 150∼200 g/day 혹은 15%∼
20% 농도까지 가능함. 당뇨환자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당
을 보이는 경우에는 100∼150 g/day 또는 10∼15% 농도
의 용액으로 조절이 필요함. 말초 혈당이 180 mg/dl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포도당 공급이 가능함.
4) 지방: 유제의 형태로 공급가능하며 필수지방산 공급원과 열
량원으로 사용함. 유화제와 등장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
유제의 경우 ml당 kcal로 계산함(예; 10% LCT 제제: 1
kcal/ml, 20% 제제: 2 kcal/ml). MCT (medium chain triglyceride)/LCT (long chain triglyceride) 제제의 경우, LCT
보다 빠르게 산화되는 장점을 가진 MCT를 포함한 제제임.

표 3. 일반적 성인에서 요구되는 미량원소 및 비타민
비타민

일일 권장량

Vitamin A
Vitamin D
Vitamin E
Vitamin K
Thiamine (B1)
Pyridoxine (B6)
Cyanocobalamin (B12)
Pantothenic acid
Biotin
Ascorbic acid
Folic acid
Niacin
Riboflavin

3,300 IU
200 IU
10 IU
150 mcg
6 mg
6 mg
5 mcg
15 mg
60 mcg
200 mg
600 mcg
40 mg
3.6 mg

마찬가지로 ml당 kcal로 계산함.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400
mg/dl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방의 공급이 가능함.
5) 물: 단독으로 정맥 투여되지는 않으며, 수분 공급량을 충족
시키거나 삼투압 조정을 위해 특별한 제제(special TPN) 조
제 시 사용됨. 멸균증류수를 주로 사용함.
6) 전해질: 전해질 균형을 위해 정맥영양제제에 혼합함. 안정적
이며 전해질 조성의 개별화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표 4. 2 in 1 제재와 3 in 1 제재 비교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
지방(lipid)
주의 사항

일반적인 조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질환 상태에 따

2 in 1

3 in 1

포함
포함
불포함
지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 유제의 개별
적 공급이 필요.

포함
포함
포함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낮다.

라 전해질 균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 각 환자에
따른 개별화된 조성이 필요할 수 있음. 일반적 성인에서 요
구되는 전해질 성분은 표 2와 같이 요약됨.

고정된 양을 투여함. 단, 비타민 결핍이 있거나, 기저 질환

7) 미량원소: 일반적인 권장량에 준해 정맥영양제제에 혼합함.

상 고려점이 있는 경우, 개별화가 필요할 수 있음. 정맥영양

미량원소의 종류로는 크롬(chromium), 구리(copper), 요오

제제에 혼합한 경우, 안정성 문제로 24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드(iodine), 철(iron), 망간(mangancese), 몰리브덴(moly-

함. 일반적 성인에서 요구되는 미량원소 및 비타민은 표 3과

bdenum), 셀레늄(selenium), 아연(zine)이 있음. 상용화되

같이 요약됨.

고 있는 정맥용 종합미량원소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음. 정
맥 단일 미량원소 제제로는 구리(copper), 아연(zinc), 셀레
늄(selenium), 철(iron)이 있음.
8) 비타민: 정맥영양제제에 비타민은 일반적인 권장량에 준해

2. 정맥영양제의 형태
제조 형태에 따라 2 in 1 제재와 3 in 1 제재로 나뉨(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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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영양 투여 중 주의 사항

① 적정 체중 유지(moving toward goal weight)
② 체내 저장 단백질의 보급(replenishment of protein

1) PN 시행 중에 도관 내 필터(in-line filter)를 사용하면 미립
자 항원(particulate antigen), 미량 침전물(microprecipitate), 병원성 미생물(pyrogens) 공기 색전증(air embo-

store)
③ 혈중 생화학적 검사의 정상화(normalization of clinical
laboratory values)

lism) 등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음. 도관 내 필터(in-line

④ 합병증 및 사망률의 감소(reduction in morbidity/mortality)

filter)의 사용 원칙은 아래와 같음.[4]

⑤ 삶의 질향상(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① 지방 유제가 포함되지 않은 PN제재를 사용할 때는 0.22-micron filter의 사용이 권장됨.
② 지방 유제가 포함된 TNA (total nutrient admixtures)를
사용할 때는 1.2-micron filter가 권장됨.
③ PN 중 filter가 폐쇄되면 교체를 고려해야 함.
2) PN 주입 세트(administration set)는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교체됨.[5]
① 무균 기술(aseptic technique)로 교체함.
② TNA 제재를 위한 세트는 24시간마다 교체함. 감염이 의
심된다면 즉각 교체해야 함.
③ 지방 유제가 없는 세트는 72시간마다 교체가 권고됨.
④ 독립적으로 주입 세트는 최소 12시간마다 교체가 권장됨.

3) PN 중에는 수분-전해질 상태, 산-염기 평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① 수액 공급에 제한이 있는 환자에서는 농축된 PN의 사용
이 권장됨.
② PN 내의 전해질 성분은 환자의 임상 상황, 신장 등 기관
의 상태, 투약 중인 약 등에 따라 조절되어야 함.
③ 대상성 합병증에 따른 산-염기 불균형은 염화물(chloride)
또는 아세트산 염(acetate)으로 교정함.
④ 호흡기 관련 산-염기 불균형은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환기기(ventilator)의 조절에 의해 교정 가능함.[6]
4) PN을 공급 받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혈중 포도당 수치를
모니터링 해야함.

3) PN은 일정하게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5) 내장 단백질 수치(혈중 albumin, 트랜스패린)는 상대적으로

경고 장치(audible alarms)가 부착된 주입 펌프(infusion

매우 긴 반감기를 가질 뿐 아니라 체내 저장량(body pool)

pump)를 통해 공급되어야 함.

이 많음. 따라서 내당 단백질 수치를 PN 중 단백질 성분

4) 한 번 시작한 PN 세트는 주입 시작부터 24시간 내에 종료되
어야 함.

공급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
음. 단 영양 공급의 성패의 예후인자로서는 사용될 수 있음.

5) 지방 유제(intravenous fat emulsion)를 독립적으로 투여하

6) 전해질 및 단백질 수치를 포함한 여러 혈청 생화학학(serum

는 경우, 지방 유제 세트는 주입 시작으로부터 12시간 내에

chemistry) 검사는 PN을 시작하는 시기와 PN 양을 줄이거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중단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보다 자주 시행하기를 권장함.

6) 각 PN 제재들은 투여 전에 반드시 시각적으로 문제가 없는

7) PN을 공급 받는 환자는 질환 경과에 따라 임상 상태와 신체

지 확인해야 함. PN 제재 내에 색깔의 변화 또는 침전물이

활동 정도가 변화됨. 따라서 영양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PN

보이는 경우에는 그 PN 제재를 사용해서는 안 됨.

의 필요량을 재 산출해야함.

7) PN 제재 사용하고자 할 때 냉장 보관된 제품을 미리 꺼내서

8) 일반적인 모니터링 지침은 표 5와 같이 요약됨.

실온 상태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온도 조절 시간을 가진
후 사용함.

모니터링

합병증 관리
1. 말초 정맥용 카테터(catheter) 관련 합병증
1) 감염 방지를 위해 성인 PPN의 경우 72∼96시간마다 주입

1) PN관련된 심각한 합병증과 그와 관련된 비용 발생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는 임상의사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2) 초기 PN 공급량이 결정되면 이후의 정맥 영양 공급량의 결
정은 여러 영양-특이 지표(specific marker)에 따라 조절되
어야 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양 지표는 아래와 같음.

세트 교체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소아의 경우에는 감염 징
후가 없는 경우 반드시 72시간마다 교체할 필요는 없음.
2) 말초 정맥 경로를 감염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즈 드레싱
또는 반투막성 우레탄 드레싱이 추천됨.
3) 카테터가 제거되거나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드레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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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N에서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지침
측정 지표

기초 검사(baseline)

중환자(critically ill patients)

안정적 환자(stable patient)

Chemistry screen
(Ca, Mg, LFTs, P)
Electrolytes, BUN,
creatinine
Serum triglycerides
CBC with differential
PT, PTT
Capillary glucose

시행

주 2∼3회 시행

주 1회 시행

시행

매일 시행

주 1∼2회 시행

시행
시행
시행
3회/일

Weight
Intake and output
Nitrogen balance
Indirect calorimetry

가능하면 시행

주 1회 시행
주 1회 시행
주 1회 시행
3회/일(혈중 당 수치
＜200 mg/dl일 때까지)
매일 시행
매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주 1회 시행
주 1회 시행
주 1회 시행
3회/일(혈중 당 수치
＜200 mg/dl일 때까지)
주 2∼3회 시행
매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4) 정맥염 방지를 위해 2-in-1 PN제재에는 하이드론코르티손
(hydrocortisone) 또는 헤파린이 첨가되어야 함.

않음.
2) 모든 카테터 관리는 반드시 무균 기술(aseptic technique)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시술을 시행해야 함.

2. 중심 정맥관 카테터 관련 합병증 관리
1) PN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학적으로 중심정맥관의 말단부
가 상대정맥(superior vena cava)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2) 카테터 폐색
- 혈전 폐색: 카테터의 용적(volume) 내의 혈전 용해제를
주입하여 치료함. 쇄골하 정맥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
정맥 확장, 이환 된 쪽의 상완부(ipsilateral arm) 통증, 흉

3) 감염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발열만으로 카테터를
제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단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교체는 고려될 수 있음.
4) 만일 multilumen 카테터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한 포
트(port)는 PN 주입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
5)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 방지 용액(antibiotic lock solution)
의 일상적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

부 정맥의 확장 등이 관찰됨. 쇄골하 정맥 혈전이 의심되

6) 카테터 설치 및 드레싱 교환 시에는 2% cholrhexidine을

는 경우 카테터 제거, 이환된 상완부 거상(elevation), 카

이용한 처치가 권장됨(단 2개월이 안된 소아에서는 금기).

테터를 통한(catheter-directed) 혈전 용해제 주입, 전신

감염 방지를 위한 국소 항생제 연고는 항생제 내성과 진균

성 혈전 용해제 주입 등을 시행하여 치료함.[7]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음.

- 비혈전 폐색: 주로 관내(intraluminal) 투약 침전물(drug

7) 거즈 드레싱의 경우 2일 주기로, 투명 반투막 드레싱(transpa-

precipitates)에 의해 발생함. Calcium phophate 등에 의

rent and semipermeable)의 경우 1주 마다 드레싱 교환을 시

한 침전은 0.1N hydrochloric acid 세척액을 통해 재관류

행함.

시킴. 지방 유제의 의한 폐색은 70% ethanol-in-water 용
액을 세척시켜 관리함.[8,9]
- 기계적 폐색: 카테터 위치 이상, 주입 클램프 이상, 엉킨

8) 모든 주입관 세트(injection port)는 사용되기 전 70% 알코
올로 소독하는 것이 권장됨.
9) 중심정맥카테터 관련 감염의 진료 가이드라인(그림 1).

카테터, 봉합부분 협착 등의 원인을 우선 확인함. 빗장뼈와
첫재 늑골 사이에 카테터가 끼이면서 발생하는 “Pinch-off

4. 장관 관련 합병증(GI tract)

syndrome”도 기계적 폐색의 원인이 됨. “Pinch-off syn-

정상적 장 내막의 비사용(disuse)은 장관내 융모(villous atro-

drome”은 환자의 카테터가 위치한 쪽의 상완부를 거상하

phy)를 일으켜 세균 전위(bacterial translocation)를 조장할 수

는 체위 변경으로 치료 가능함. 만일 반복적인 폐색으로

있음. 아직까지 이런 세균 전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경구 섭취에

혈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카테터를 제거해야 함.[10]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립되어 있지 못함.

3. 감염 관련 합병증

5. 간 담췌 관련 합병증[11]

1) 감염 방지를 위한 일상적(routine) 카테터 교체는 권장되지

1) 정맥 영양을 시작한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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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theter 관련 감염의 진료 가이드
라인.

전이효소(transaminase)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됨. 반면 임상적 징

표 6. 고혈당 및 저혈당 관련 치료 지침
고혈당 합병증

후가 있는 황달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보이지 않음.
2) 증가된 혈중 간 효소 농도는 자연적으로 정상화 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PN 영양이 중지되면 간 효소 농도는 대부
분 정상화 됨.
3) 간-담췌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전체 영양분 중
1/3을 지방 유제의 정맥 투여(IVFE)로 처방하는 것, 하루에
8∼10시간 정도 경정맥 영양 공급을 중단하여 휴식기를 가

저혈당 합병증

위험 요소

대사성 스트레스(예, 패혈증), 미숙아 미숙아(preterm neonate),
(Preterm neonate), 당뇨 환자, 비
갑작스런 PN의 중지.
만, 및 고혈당 관련 약물 복용 병력.
6시간 마다 혈당을 확인함. 초기 PN의 PN을 2시간 이상에 걸쳐
예방책
포도당 투여량을 ＜4 mg/kg/minute
점차적으로 끊어 주어야
으로 고정.
함(tapering).
1 gra 포도당에 0.3 unit의 인슐린을 PN이 끝난 후 15∼60분
기타
이내가 가장 저혈당이 잘
주의 사항 첨가하여도 조절 안 되는 고혈당증
은 분리된 인슐린 주입 세트(pump)
발생하는 시점임.
를 통해 치료함.

지는 것, 가능한 한 빨리 경장 영양을 빨리 시작하여 담즙
순환을 유도하는 것 등이 있음.
4) 담즙 울체(cholestatic complication)와 관련된 합병증은 성

고 신호임. 즉 이런 상황에서는 경정맥 영양의 구성 성분

인보다 소아 환자에서 문제가 됨. 장기적으로 PN을 받는 소

및 주입 속도 등을 재 검토하고 임상 상황이 허락한다면

아 환자에서 담즙 울체 관련 합병증의 유병률은 30∼60%

가급적 경구 영양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권고됨.

정도이며 때로는 심각한 장기적 합병증(life-threatening
long-term complication)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담즙 울체는 반복적인 패혈증 및 감염, 경구 섭취 지연,
포도당 과다 투여, 주입되는 아미노산 성분 변화, 미숙아,
저체중 출산아, 짧은 창자 증후군, 리토콜산의 증가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대사성 합병증(Metabolic complication)
1) 장기적인 경정맥 영양은 성인에서도 대사성 골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음.
2) 영양 재개 증후군(refeeding syndrome)[12]
- 장기간 금식 후 경구 식이를 시작한 환자에게서 보이는 수

-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결합빌리루빈 또는 알칼리성 포

액, 전해질, 비타민,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 상태를 지칭함.

스파타제 혈중 수치는 담즙 울체 합병증 발생의 중요한 경

- 용형성 빈혈, 호흡 곤란증, 이상 감각증, 강축(tetany),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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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제한함(예. 20% I.V. 유제 250 ml을 주 1회 또는

- 위험 요소로는 알코올 중독, 신경성 식욕 부진, 소모증
(marasmus), 급작스런 영양 재개, 과도한 포도당 주입 등
이 있음.

2회 사용).
- TG 농도가 500 mg/dl 초과시 I.V. 유제를 보류해야 함.
이런 경우 콩 또는 홍화씨 오일(safflower) 등을 국소 도포

- 전해질 검사에서 저인산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륨혈증

함으로써 지방 성분을 보충할 수 있음.

소견을 보임.
- 예방책으로는 PN 시작 전에 충분히 칼륨, 마그네슘, 인산

7. 수분 및 전해질 관련 합병증(fluid and electrolyte)

등을 보충하는 것, 초기 포도당 주입량을 150 g/day로 제

1) 저나트륨혈증: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해질 관련 합병증임.

한하는 것, 초기 PN에 충분한 칼륨, 마그네슘, 인산 및 비

저나트륨혈증은 주로 저장성 용액(hypotonic solution)이

타민을 함유시키는 것, PN이 진행함에 따라 증가된 포도

과도하게 주입된 경우 발생함. 이외 신장염, 부신 기능 부전,

당 양에 비례하여 미네랄 양을 늘리는 것 등이 있음.

심부전, 항이요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간경화에
따른 복수 등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함. 저나트륨혈증이 심해

3) 포도당 관련 합병증(표 6)
- PN 중의 혈중 포도당 조절을 위한 첨가물로는 레귤라 인

지면 혼미, 저혈압, 기면증,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

슐린 (regular human insulin) 사용을 원칙으로 함. NPH

음. 대부분 수분 제한 및 이뇨제 투여로 치료됨. 때로는 나트

인슐린, 지연성 또는 초지연성 인슐린, glargine 인슐린 등

륨 성분을 PN에 추가함으로써 증상을 치료할 수도 있음.
2) 저칼륨혈증: 주로 불충분한 칼륨 투여, 영양재개 증후군, 설

은 모두 PN의 첨가물로는 부적합함.
- PN을 구성할 때는 1 grm 포도당에 0.1 unit의 인슐린을

사 및 장관액의 손실에 의해 발생함. 고리형 또는 thiazide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13] 만일 환자의 초기 혈당이

계열의 이뇨제, 항진균제, 항생제 사용 등에 의해서도 발생

300 mg/dl가 넘는다면, 혈당을 180 mg/dl로 조절한 후

가능함. 오심, 구토, 섬망, 호흡 부전, 부정맥 및 심정지 등의

PN을 시작하도록 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인 칼륨 보충제는 매우 고

- 이전 24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이 지속적으로 180 mg/dl

장성 상태로 공급되므로, 말초 정맥이나 경구로 칼륨을 보충

이하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포도당 투여는 주의를 요함.

할 때는 정맥 손상이나 점막 손상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3) 기타 수분-전해질 관련 합병증(표 7).

4) 고지혈증(Hyperlipidemia)
- Triglyceride (TG) 농도가 ＜200 mg/dl이면 IVFE를 투여

경정맥 영양의 이행과 중지

할 수 있음.
- TG 농도가 IVFE 시작 후 ≥50 mg/dl 오르면 일시적으로

1) 경구 섭취 도는 경장 영양(EN)은 환자가 정상적인 위장관

투여를 중단하거나, 주입속도를 줄임.
- TG 농도가 400 mg/dl 초과시 IVFE를 필수지방산 공급

기능을 보이면 시작함.

표 7. 기타 수분-전해질 관련 합병증
합병증
혈량 과다증
혈량 저하증
고나트륨혈증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혈증
저마그네슘혈증
고마그네슘혈증
저인산혈증
고인산혈증

원인
과도한 수분 공급, 신부전, 심부전

예방 및 치료방안

수분 제한, 이뇨제, 매일 I/O 모니터링, 수분 상태 균형을 맞춘 후
PN 시작
매일 I/O 모니터링, 수분 보충
부족한 수분 공급, 과도한 이뇨제 사용
과도한 유리수(free water) 주입, 수분 손실(예, 열, 화상, 과다환기), PN 중 나트륨의 성분비를 낮춤
과도한 나트륨 공급
신부전, 대사성 산증, 칼륨 보존과 관련된 투약(예, ACE 길항제)
칼륨 투여 제한, 인슐과 포도당 수액 공급, 베타 작용제 흡입, 투석
비타민 D 투여 감소, 저알부민 혈증, 부갑상샘 저하증
칼슘 공급
신부전, 종양 용해 증후군, 골육종, 과도한 비타민 D 투여, 지속적인 등장성 식염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무기 인산 투여
운동 부족,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알코올 중독, 영양재개 증후군, 이뇨제, 장기간의 경비위 흡인, 당뇨성 경구용 마그네슘 섭취
케토산증
신부전, 과도한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 섭취 제한, 투석
영양재개 증후군, 알코올 중독증, 인산 주입 부족
인산 정맥 투여 또는 경구 투여
신부전, 과도한 인산 투여
경구용 인산 결합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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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경우에는 삼키기 검사(연하검사, swallowing tes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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