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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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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s are the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and various modalities of cancer treatment, such as surgery, radiation
therapy, and pharmacological therapies, have been applied. Malnutrition and a loss of muscle mass are encountered
frequently in cancer patients and adversely affect the clinical outcomes. Therefore, screening for, monitoring, and treating
malnutrition are important procedures in treating cancer patients. This paper reviews the guidelines as well as comparative
studies describing the nutritional support provided to cancer patients and describes the evidence-based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 for each topic. (Surg Metab Nutr 2019;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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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을 40%의 사례에서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많
은 심각한 영양 실조 환자들이 적절한 영양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

국내에서 암환자는 매년 액 20만명정도 발생하며, 2017년 통계

는 실정이다[7].

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자는 7만886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암환자에서는 음식섭취감소,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 증가, 신

27.6%를 차지하고 있다.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52.7%)이 5년 넘

체활동감소로 인한 단백동화작용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양결핍이

게 생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

일어나게 된다. 영양 섭취 부족은 중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식욕

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이다.

부진에 의해 일차성으로 음식물 섭취가 감소하게 되고, 암 치료(항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질병 자체 및 항암 치료에 과정에 의해

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에 의해 발생하는 구강 궤양, 구강

영양 실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1,2] 암 환자의 영양 실조는 연

건조증, 치열, 장 폐색, 흡수 장애, 변비, 설사, 오심, 구토, 장의

구에 따라 약 20∼70%까지 다양하며 환자 연령, 암 유형 및 암

운동성 감소, 입맛 변화, 통증 및 약물 부작용 등의 이차성 요인이

병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4] 특히 위장관, 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2,8].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체

경부, 간암 및 폐암 환자는 영양 실조의 위험이 높다. 암 환자에서

질량 지수와 체중 감소량은 독립적으로 암환자의 생존률에 나쁜

10∼20%는 암 자체보다는 영양 실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9]

고 되고 있다.[5] 유럽에서 시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양 실조

암환자에서의 영양결핍은 근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삶의 질을

의 위험에 처한 암 환자의 30∼60%만이 실제로 영양 지원을 받았

떨어뜨리고 신체 기능과 치료 순응도를 악화시킨다. 5 퍼센타일

다.[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들은 암 관련 영양 상태의 심각성

미만의 근력을 심각한 근손실로 분류하며 이는 암 환자의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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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항암치료시 독성 발생과도

암환자와 영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0,11] 따라서 영양 및 대사 요법은 근육

1. 영양선별과 평가

량의 유지 및 증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초기에 영양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 체중 변화

Absolute muscularity below the 5th percentile
- Mid upper-arm muscle area by anthropometry (men ＜32
2

및 체질량 지수를 암 진단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영양선별검사의 종류로는 Nutrition Risk Screening

2

cm , women ＜18 cm )
-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index determined by dual en2

ergy x-ray absorptiometry (men ＜7.26 kg/m ; women
＜5.45 kg/m2)

2002 (NRS-2002),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UST), Malnutrition Screening Tool (MST),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hort Form Revised 등이 있다.[13] 선별

- Lumbar skeletal muscle index determined from oncological
2

2

2

2

CT imaging (men ＜55 cm /m ; women ＜39 cm /m )
- Whole body fat-free mass index without bone determined by
2

bioelectrical impedance (men ＜14.6 kg/m ; women ＜11.4
2

kg/m )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섭취량, 증상, 근육량, 신체 능력 및
전신 염증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한
다. 평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이는 치료로 이어져야 한
다. 선별검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SGA), Patient- Generated Subjective Global

전신성 염증 증후군은 암 환자에서 체중 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 피
로, 통증,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모든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Assessment (PG-SGA), Minimal Nutrition Assessment
(MNA)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14,15]

- 단백질 대사: 단백질 회전율 변화, 지방 및 근육량 감소, 급성
기 단백질 생성 증가.
- 탄수화물 대사: 인슐린 저항성, 내당능 장애 발생.

2. 영양공급
식이 섭취가 부족할 경우 만성 영양 실조가 발생한다. 안정된

- 지질 대사: 지질 산화 용량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 에너지 소비(REE), 신체 활

전신성 염증 증후군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생존률에도 영향을

동 등을 고려한 환자의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암환자

미치므로 염증 관련 표지자를 이용하여 암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에서는 REE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

수 있다(elevated C-reactive protein, hypoalbuminemia,

활동의 감소로 인해 TEE는 정상인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에

elevated neutrophil counts, low lymphocyte counts, high

너지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체중감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암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환자의 에너지 요구량은 정상인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영양공

따라서 암 환자에 있어서 영양 지원은 영양요법 뿐만 아니라

급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전신성 염증 증후군이 있는 암환자에서

통증 및 증상 조절, 약물치료, 운동요법 등과 같이 포괄적인 접근

는 고열량을 공급하더라도 체중증가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

이 이루어져야 한다.

려 과영양으로 신체 대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암환자의 영양치료 지침[12]
- 환자의 암 치료 초기에 각 환자의 영양 상태를 선별한다.
- 가능한 한 조기에 식욕 부진, 악액질 및 근육감소증의 징후를 확인한다.
- 영양 실조 및 근육감소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영상 검사(전산화 단층 촬
영 및 기타)를 통해 근육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 특정 biomarkers (CRP, 알부민)를 사용하여 암 관련 전신 염증의 중증
도를 평가한다.
- 각 환자별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를 평가하기 위해 간접 열량계를 이용
하여 안정 에너지 소비량(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을 측정
한다.
- 암 치료에 있어 영양 지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염증을 줄이고 제지
방 체중을 회복시킨다.
- 재활 치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를 위해 신체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양성 및 악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암 환자의 총 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25∼30 kcal/kg/day
로 권장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에서 단백질 섭취가 증가
하면 근육의 단백질 동화작용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전신성 염증이 있는 환자
의 경우 1.2∼2 g/kg/day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고된다.[17,
18]. 암환자에서는 근육의 단백 합성이 정상인과 비슷하거나 오히
려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19] 고단백 식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암환자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은 2
g/kg/day까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20] 신부전 환자
에서는 단백질 공급이 각각 1.0∼1.2 g/kg/day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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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저항성 환자에서는 근육 세포에 의한 포도당의 흡수 및
산화가 저하되어 있지만, 지방의 이용은 정상이거나 증가되어 있

4. 운동요법

기 때문에 지방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

암 환자의 근육량, 신체 기능 및 대사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활

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식욕

동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

감퇴가 있는 암환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soybean-based

면 암환자에서도 정상인 수준의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lipid emulsion은 염증성 에이코사노이드를 발생시키는 N-6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중등도의 강도로(최대심박수의 50∼

PUFA 함량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22] N-3 지방산은

75%), 일주일에 3번, 회당 10∼60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된

N-6 지방산과 경쟁적으로 길항하여 PGE2 생산을 하향 조정하고

다. 암 환자에서 운동요법은 심폐 능력, 근력, 및 삶의 질, 자존감

peroxisomal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를 활성화시키

을 증진시키고 피로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 염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염증 활동

다.[32,33]

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23,24]
암환자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일일 권장량 수준으로 복용하는

5. 약물요법

것이 유용하다.[25,26] 특정 결핍이 있지 않는 이상, 고용량 미량

식욕 감퇴가 있는 암 환자에서 식욕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신피

영양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암환자에서 비타민D 결핍이

질호르몬이나 프로게스틴을 사용해볼 수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의

자주 관찰되기는 하지만 비타민D의 보충이 암환자의 예후를 향상

식욕촉진 효과는 일시적이며 몇 주 후에 사라진다.[34,35] 또한

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인슐린 저항성, 근육량 감소, 면역 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
에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적합하다. 프로게스틴

3. 영양중재
암환자에서의 영양실조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
하지만 영양 실조가 있거나, 영양 실조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megestrol acetate and medroxyprogesterone acetat)는 식
욕과 체중을 증가시키지만 제지방체중을 증가시키진 못하고 부작
용으로는 발기부전, 혈전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36]

영양 중재가 늦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27,28] 영양 중재에는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체중 감소 또는 영양 실조의

식이 요법이나 음식 섭취를 방해하는 증상 및 장애의 치료, 영양

위험이 있을 경우 long-chain N-3 fatty acids or fish oil 을

보충제(ONS) 제공 등이 포함된다.

사용하여 식욕, 음식 섭취량, 제지방 체중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영양 지원의 첫 번째 형태는 증상을 조절하고 열량이 풍부한

수 있다. Fish oil (4∼6 g/day, N-3 지방산으로 1∼2 g/day)는

식품 및 음료를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영양 상담이다. 영양 상태를

암 환자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염증 표지자(interleukin 6 또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고열량 고단백 식이 요법을 사용한

는 C- 반응성 단백질)과 휴식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

다. 이러한 식이요법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ONS를 추

인할 수 있다.[37,38]

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양중재(영양상담, ONS) 후에도 영양

조기 포만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변비를 우선 감별한 후에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장영양을 먼저 시도하고, 경장영양에

장운동촉진제를 고려해야한다. metoclopramide나 domper-

충분치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경정맥 영양을 시작한다.

idone은 위 배출을 자극하고 조기 포만감을 개선하기 효과적이

영양결핍이 심한 환자에서 영양중재를 시작할 경우 refeeding

다.[39,40] 그러나 metoclopramide는 졸음, 우울증, 환각 및 추

syndrome을 주의해야한다. Refeeding syndrome은 저인산혈

체외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domperidone은 QT prolonga-

증, 저칼륨혈증 및 저마그네슘혈증으로 나타나며 포도당, 단백질

tion 및 torsade de pointes tachycardia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및 지방 대사의 변화, 티아민 결핍 등이 동반된다. 이는 심장 및

부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경학적 이상을 포함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29,
30] 영양결핍이 심한 환자에서는 첫 2 일 동안은 에너지 요구량의

항암치료에 따른 영양지원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초기 에너지 공급량은 5∼10 kcal/
kg/day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4∼7일에 걸쳐 에너지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 나가야 한다.

1. 수술
수술을 받는 모든 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ERAS)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41] 수술 전 영양 선별검사를 시행
하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영양 지원을 받아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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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복된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각 수술마다 조기 회복

결

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영양 실조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입원에서 퇴원 후까지 지

영양 결핍과 근손실은 암 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치

속적으로 적절한 영양 지원을 해야 한다. 상부위장관 암 환자에서는

료 결과 및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면역영양지원(arginine, N-3 fatty acids, nucleotides)을 하는

를 선별하고 모니터링하여 치료하는 것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것이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

있어서 중요하다. 모든 암 환자는 영양 결핍과 관련된 요소를 정기
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필요시 영양 중재 등을 통해 적절히 치료가

2. 방사선요법

이루어져야 한다.

두경부 암이나 식도암에서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의 80%가
점막염 및 식욕부진, 체중감소를 경험한다.[43,44] 또한 골반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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