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N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Vol. 4, No. 2, December 2013

영양지원의 실제(1) - 영양 필요량 산출 및
영양공급경로의 결정
공성호ㆍ박준석ㆍ박지원ㆍ서경원ㆍ이인규ㆍ정미란ㆍ황대욱ㆍ허 훈ㆍ이혁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가이드라인/임상시험위원회
- 열량: 25 kcal/kg/day를 기준으로 스트레스에 따라 가감.
- 단백질: 통상 수술 1 g/kg/day, 심한 스트레스시 1.5∼2.0 g/kg/day, 투석하지 않는 급성 신부전, 간성 뇌증이 있는 간경화에서
0.6∼0.8 g/kg/day.
- 탄수화물: 주입속도(GIR)가 최대 4∼5 mg/kg/min (7 g/kg/day)을 넘지 않도록.
- 지방
ㆍ경장영양: 총 칼로리의 15∼50%, 대사적 스트레스시: 총 열량의 25∼30%
ㆍ정맥영양: 안정된 환자 약 1.0 g/kg/d, 중환자 ≤1.0 g/kg/d.
10% 용액=0.1 g/ml, 1.1 kcal/ml (500 ml=50 g lipid=550 kcal),
20% 용액=0.2 g/ml, 2 kcal/ml (250 ml=50 g lipid=500 kcal).
ㆍMCT: 과대사성, 염증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 필수 지방산 포함되지 않음.
- 수분: 20∼40 ml/kg/day 또는 1∼1.5 ml/kcal → 개인별 섭취량과 배출량, 불감수분손실(insensible loss) 등을 고려하여 조정.
- 비타민, 미네랄: 요구량에 따라 공급하고 모니터링. 금식을 오래 한 환자에서 영양공급 시작시 refeeding syndrome 발생을 유의(P,
K, Mg, thiamine).
- 영양지원방법: 장관이 기능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경장영양공급을 고려.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정맥영양.

열량

함.(1)

1. 적절한 영양지원의 필요와 목표

2. 열량(energy) 요구량의 산출

1) 영양지원의 필요량은 신체조성이나 기능, 생리적 상태와 병

하루에 필요한 총열량요구량(total energy expenditure)을

으로 인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기초대사량, 음식소화를 위해 필요한 에

함.(1)

너지(thermogenic effect of digestion), 변으로의 에너지손실,

① 열량의 부족하거나 과한 공급의 결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량, 질병/스트레스 등.

i. 부족한 공급: 호흡근과 호흡에 필요한 힘의 감소, 인공

1) 단위체중당 열량(kcal/kg)을 통한 계산(경험 법칙, rule-of-

호흡기 의존도 증가, 기관 기능의 장애, 면역저하, 상처

thumb)

치유 지연, 병원 감염 위험의 증가, 감염이나 염증이

계산이 쉽고 그 결과가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

없는 상태에서 수송단백질의 감소 등.

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 보통 25 kcal/kg를 기본적인 열량으로

ii. 과한 공급: 고혈당, 고질소혈증, 고중성지질혈증, 전해

하며,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조정.(2)

질불균형, 면역저하, 수분 균형의 변화, 간 지방증

- 25∼30 kcal/kg/d: 의미있는 대사성 스트레스가 없는

(steatosis), 인공호흡기 의존도 증가.

환자

2) 영양지원의 목표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각각 설정해야

- 35∼40 kcal/kg/d: 중증 스트레스 환자, 또는 의미있는
대사성 스트레스가 없지만 체중 증가가 필요한 환자
- ＞40 kcal/kg/d: 중증 화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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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대사율을 이용한 산정: 기초대사율(①) 계산 → 총열량
요구량(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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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factor: IF, stress factor: SF)

- 기초대사율(basal metabolic rate (BMR), basal energy expenditure
(BEE)): 12시간 금식하고 중성적 온도(thermoneutral) 환경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세포, 기관, 계통 수준에서 정상 작용을 하게 하고 체온, 심박수와
호흡수의 항상성이 유지되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
- 휴식시대사율(resting metabolic rate (RMR), 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 5시간 정도의 금식 시간. 가벼운 활동(옷입기, 걷기 등)을
했으면 10∼20분 가량 휴식한 후 측정하는 에너지 필요량. 기초대사율에
비해 약 10% 높지만 큰 차이가 없고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여 기초대사율과
혼용하여 사용.

- 활동지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 1.2, 보행 가능 상태
1.3
- 스트레스 지수: 수술(소수술 1.2, 주요 수술 1.3), 골
격 외상 1.35, 두부외상 1.6, 감염(경증 1.1, 중등도
1.5, 중증 1.8), 화상(총 표면적의 40% 1.2, 100%

① 정상 상태의 기초대사율 계산: 여러 요소로 인해 산출이
어려운 환자 대신 정상인의 열량 요구량을 이용하여 추

1.95).(5)
3) 열량계(calorimeter)를 이용한 기초대사율 측정
① 직접 열량계(direct calorimeter): 폐쇄된 시스템에서 개

정. 기초대사율 산정 후 총열량요구량 계산 필요.
i. Harris-Benedict equation: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

체에게서 나오는 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는 사

100년 전에 만들어져 현대인의 열량필요량과는 상이

용되지 않음.
② 간접 열량계(indirect calorimeter): 중환자실에서 영양

할 가능성.
- 남성: 66.42＋13.7×체중(kg)＋5×신장(cm)−6.78

평가의 “gold standard”이지만 비용과 복잡성으로 많이

×연령(세)

사용되지는 않음.

- 여성: 655.1＋9.65×체중(kg)＋1.85×신장(cm)−4.68

i. 적응증(6,7)

×연령(세)

a. 기초대사량 계산이 어려운 상황들: 급성/만성 호흡부

- 체중: 대부분 실제체중(actual body weight) 사용. 비

전증후군, 큰 개방상처나 화상, 체성분비율의 변화가

만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과한 영양공급을 피하기 위

동반된 영양실조(저체중, 비만, 상하지절단, 말초부

해 조정된 체중(adjusted body weight)을 사용.

종, 복수), 다발성/신경학적 외상, 다기관부전, 장기

ㆍ조정된 체중: [(체중−이상체중)×0.25＋(이상체중)]

이식, 패혈증, 전신염증반응증후군, 근이완제나 bar-

2

ㆍ*이상체중=키(m) ×표준 BMI

biturate의 사용 등.

(남: 22∼23, 여: 21∼22)

b. 계산된 영양공급에도 영양부족의 현상(상처치유지

ii. Mifflin-St.Jeor equation: 비만 환자에서 보다 좋은 정

연, 인공호흡기의존)이 지속.

확성을 보여 미국 영양협회에서 추천.(3,4)

c. 중증 질환에서 대사적 호흡적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 남자: Energy expenditure=10(weight in kg)＋

정확한 계산이 필요시.

6.25(height in cm)−5(age)＋5

ii. 휴식시 열량 요구량(REE)=(3.94×전신 산소 교환량)
＋(1.11×전신 이산화탄소 교환량)

- 여자: Energy expenditure=10(weight in kg)＋
6.25(height in cm)−5(age)−161

- 간헐적 영양공급을 하는 환자에서 금식시 측정한 경

② 기초대사율을 이용한 총열량요구량(TEE)의 산정

우: thermogenesis에 해당하는 5% 정도의 열량 추가

i. 1일 총 열량요구량(TEE)=기초대사량(BEE)×활동지수

가능.

(activity factor, AF)×부상지수 혹은 스트레스 지수

- 지속적 열량 공급을 하는 환자: 이미 함께 측정되었으

표 1. 필수영양소의 종류
에너지 영양소

조절 영양소
비타민

탄수화물

포도당(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질)

히스티딘, 이소루신,
루신, 메티오닌, 리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리놀레산,
리놀렌산

수용성 비타민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C

무기질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물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칼슘, 염소,
마그네슘, 인,
포타슘, 소디움, 황

크롬, 구리, 불소,
요오드,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아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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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추가할 필요 없음.
- 중환자실 환자에서 측정된 휴식시 열량요구량에 5∼

2. 열량 또는 비단백열량 대 질소비(calorie or non-

10%의 활동지수를 곱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으나, 최

protein calorie to nitrogen ratio)를 이용한 단백질

근에는 측정된 휴식시 열량요구량만을 활동지수 없이

필요량

100%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8-10)

- 하루에 필요한 열량에서 적절한 단백질량을 추정하는 방법.
1) 동화작용을 위한 비단백 열량 대 질소(nonprotein calori

단백질

e：N)의 비율 120∼180：1, 총열량 대 질소(calorie：N)
의 비율 100∼150：1이 권장.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80∼

- 4 kcal/g
- 단백질은 신체조직을 구성하고 효소, 호르몬, 항체로 작용하
며 체내 대사와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기능.
- 수술 후나 스트레스 상황의 중환자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요

100：1
- 1일 단백질 필요량(g)=6.25×1일 질소 필요량(g)=6.25×
(1일 필요열량(kcal)/총열량 대 질소비율 또는 비단백열량
대 질소비율)

구량이 증가하지만, 초기에는 단백질을 공급해도 양의 질소
평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 공급이 신손

3. 질소평형을 이용한 단백질 필요량

상을 일으킬 수도 있음.

1) 체내 질소와 단백질 변화를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많

- 과한 단백질 공급은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성혼수를,
신부전 환자에서는 요독증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단백질 투여와 병행해서 적절한 열량을 투여하는 것이 단백
질이 포도당신합성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에너지 공급원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하여 질소평형을 개선하는데 중요.

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체내 총 단백질의 변화와 영양지원
효과를 평가.
2) 24시간 소변을 모아 측정하나, 더 단시간을 모아서 외삽하
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3) Urea가 총 소변 질소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가정하에 산
정. 다량의 설사나 장루를 통한 손실이 없을 때 대변과 피부

1. 단위체중당 단백질 필요량(g/kg)
- 건강한 성인을 위한 단백질 권장섭취량은 하루 약 0.8 g/kg.
- 발열, 패혈증, 수술, 외상 및 화상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백
질 이화율이 증가하므로 질소평형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아미
노산과 단백질이 필요.
- 단백질 중 약 25∼30%를 필수아미노산으로 공급하는 것이
추천.
1) 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단위체중당 단백질 필요량
- 정상: 0.8∼1.0 g/kg
- 경도∼중등도의 스트레스(감염, 골절, 수술): 1.0∼1.5
g/kg
- 심한 스트레스(화상, 다중골절): 1.5∼2.0 g/kg
*중환자: 1.3∼1.5 g/kg (ESPEN, 2009), 1.5∼2.0 g/kg
(ASPEN core curriculum, 2013)
- 신부전: 0.6∼0.8 g/kg
- 혈액/복막투석: initially 1.2∼1.3 g/kg, upto 1.5∼1.8
g/kg. CRRT 시행하는 중환자는 2∼2.5 g/kg (11)
- 간경화증: 1.0∼1.5 g/kg
- 간성뇌증: 과거 0.6∼0.8 g/kg 정도의 제한이 추천되었으
나 최근에는 1.0∼1.5 g/kg로 유지하는 것이 추천됨

에서 손실되는 질소는 각각 하루 약 2 g으로 추정.
- 질소평형에 해당하는 단백질량(g)=질소평형×6.25
=(질소 섭취−질소 배설)×6.25
≒24시간 단백질 섭취량(g)−[소변요소질소농도(UUN)
(mg/100 ml)×24시간 소변량(L/day)/100＋4 g*]×
6.25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비요소질소＋대변과 피부를 통
한 질소 손실량, 과다한 설사나 장루/누공으로의 손실
이 있으면 증가)
- 질소평형이 0이 되는 상황에서의 단백질 필요량(g)
=[24시간 뇨질소량(g)＋4 g]×6.25
=[소변요소질소농도(UUN) (mg/100 ml)×
24시간 소변량(L/day)/100＋4 g]×6.25
4) 음의 질소평형: 스트레스, 외상, 오랜 기간의 부동화(immobilization) 등으로 질소 손실이 섭취량을 초과.
5) 양의 질소평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공급받
고 있다는 것을 의미.
6) 중환자에서는 대사성 스트레스 반응이 호전되어야만 양의
질소평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질소평형보다는 질
소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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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carbohydrate)

서는 안 됨. 중증 환자에서는 더 천천히 ≤1.0 g of lipid/kg/d
가 권장(총열량의 약 30%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 비단백열량

- 4 kcal/g, 수용액으로는 3.4 kcal/g.

(nonprotein calorie)으로 환산했을 때 통상적으로 정맥영양

- 단백질이 열량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고유의 기능

의 15∼30%, 경장영양의 20∼35%를 지방으로 공급.

을 위해 쓰이려면 탄수화물과 지질을 통해 충분한 열량이 공
급되어야 함.
- 탄수화물 공급 부족: 포도당 신생과정(gluconeogenesis)을
위해 체단백 분해가 증가.
- 탄수화물 공급 과다: 지방합성(lipogenesis)을 촉진하여 지방
간과 간 기능장애를 초래, 고혈당,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로
폐질환 환자의 호흡 곤란 초래.

- 정맥 용액에서는 함께 첨가된 글리세롤과 Egg Phosphatide
의 열량이 합쳐져,
10% 용액=0.1 g/ml, 1.1 kcal/ml
(500 ml=50 g lipid=550 kcal),
20% 용액=0.2 g/ml, 2 kcal/ml
(250 ml=50 g lipid=500 kcal).
1) 필수지방산

→ 정맥영양을 통해 포도당을 공급시 권장 주입속도(GIR,

①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은 두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존재

glucose infusion rate)가 최대 4∼5 mg/kg/min (7

하는 다중불포화 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

g/kg/day)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

PUFAs)으로, PUFA는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 omega(w)-3,6,7,9,11 등으로 구분.

지질(lipid)

② 권장양: 리놀레산으로 총 열량의 2∼4%, 리놀렌산으로
총 열량의 0.25∼0.5%. 정맥영양공급을 하는 경우 적어

- 일반적으로 9 kcal/g, 중쇄중성지방은 8.3 kcal/g.

도 1.0 g fat/kg/wk 또는 20% lipid emulsion 500

- 지질은 (1) 단위 g당 높은 열량을 공급하는 좋은 에너지원이

ml/wk를 포함.

며, (2) 동량의 포도당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대사산화물로

③ 결핍증상

방출하고, (3) w-3 지방산은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 리놀레산(linoleic acid) 결핍 증상: 마르고 비늘모양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4) 포도당만 공급할 때에 비해 고지

피부 발진, 감염에의 취약성, 상처 치유 부전, 면역기능

혈증이나 포도당산화의 부족, 간기능 이상 등 부작용이 적기

이상.

때문에 좋은 열량 공급원으로 각광받음.
- 또한 필수지방산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지방공
급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화된 정맥
영양액(2 in 1)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지질 공급을 추가로 하
지 않거나, 지질이 포함된 정맥영양액(3 in 1)을 투여하면서
추가로 지질을 너무 많이 공급하는 등의 실수가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함.
- 경장영양에서 총 칼로리의 15∼50%를 질병 상태에 따라 지
방으로 공급하고, 대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에서는
총 열량의 25∼30%를 지방으로 하는 것이 제안됨.(12)

- α-리놀렌산(α-linolenic acid) 결핍 증상: 저림, 이상
감각, 시야흐려짐, 걷기의 어려움 등 신경학적 증상.
- *Eicosanoid: 2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아라키도닉산과 EPA 및 그로부터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트롬복산, 프로스타사이클린, 리폭신
등. 혈소판 응집, 신경전달물질 방출, 혈관 기능, 감염, 염증 및 면역 체계
활동에 영향을 미침.
- 리놀레산은 w-6지방산으로 아라키도닉산(20:4n-6 arachidonic acid)의
전구체이며, 리놀렌산은 w-3 지방산으로 EPA (20:5n-3 eicosapentaenoic acid)와 DHA (22:6n-3 docosahexaenoic acid)의 전구체.

2) 단쇄지방산(short-chain fatty acids (SCFAs))
- 탄소가 6개 이루어진 지방산. acetate (2C), propionate
(3C), butyrate (4C) 등.

-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에서는 지방을 많이 공급하고, 특

- Butyrate는 대장염에서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히 w-3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지질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며, Glucagon-like peptide-2의 발현 증진을 통한 단장증

보임.(13)

후군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짐.(18)

- 반면, 화상 환자에서는 고탄수화물과 저지질(총 열량의 3∼

3) 중쇄중성지방(medium-chain triglyceride (MCT))

15%) 식이가 단백질 손실을 줄이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

- 탄소가 6∼10개로 이루어진 포화지방산.

로 나타남.(14-17)

- 필수지방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8.3 kcal/g의 열량을 공급.

- 정맥영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1.0 g/kg/d 투여하며 정맥용
지질액의 투여 속도가 2.5 g/kg/d (0.11 g/kg/h) 이상이 되어

- 담즙이나 췌장액의 필요 없이 직접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전달됨.

공성호 외: 영양지원의 실제(1) - 영양 필요량 산출 및 영양공급경로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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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배액량이 많은 경우 추가 공급 고려

포로 많이 저장되거나 망상내피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중

(담즙이 섞이지 않은 위액: half saline 1 L＋KCl 20 mEq,

환자에게 좋은 지질 공급원임.

나머지 대부분의 장액: hartmann solution).

수분(fluids)과 전해질(electrolytes)

2. 전해질(electrolytes)
1) 건강한 성인의 전해질 요구량(표 2)
2) 전해질 요구량 증가, 감소

1. 수분(fluids)

① 전해질 요구량 증가

- 성인의 수분 필요량은 30∼40 ml/kg/day 또는 1∼1.5
ml/kcal → 개인별 섭취량과 배출량, 불감수분손실(insensible loss)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Na, K, Cl: 구토, nasogastric suction, gastrostomy에
의한 배출.
- Na, K, Mg, HCO3: 설사, 장루에 의한 소실.

- 수분 필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임신, 고열, 발한, 설사, 출혈,

*금식을 오래 한 환자에서 영양공급 시작시 refeeding

surgical drains, 피부손상(화상, open wounds), 누공 등.

syndrome 발생을 유의: P, K, Mg, thiamine 보충 및

-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부전, 간경변, 신질환, 항이뇨호

monitoring, 영양공급 천천히 시작
② 전해질 요구량 감소

르몬분비 이상증후군(SIADH) 등.
- 고령에서는 갈증 기전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수분 함유능력
이 저하되므로 수분 부족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input/output data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 Na: 울혈성 심부전
- K, Mg, P: 신부전
3)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추어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4) 정맥영양의 경우 투여 제형과 증가 요인(표 3)

표 2. 건강한 성인의 전해질 요구량
Enteral
Sodium
Potassium
Chloride

Acetate

Calcium
Magnesium
Phosphorus

Parenteral

500 mg/day (22 mEq/day)
2 g/day (51 mEq/day)
750 mg/day (21 mEq/day)

1∼2 mEq/kg/day
1∼2 mEq/kg/day
As needed to maintain acid-base balance
As needed to maintain acid-base balance
1,200 mg/day (60 mEq/day) 10∼15 mEq/day
420 mg/day (35 mEq/day)
8∼20 mEq/day
700 mg/day (23 mmol/day) 20∼40 mmol/day

Ref. A.S.P.E.N. Nutrition Support Practice Manual 2nd Ed.

비타민과 미량원소(vitamin and trace
elements)
1. 경장영양
일반적으로 일일 섭취량 기준에 맞춰짐. 1,000∼1,500 ml
이하로 투여될 때에는 일일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 투
여 필요.

2. 정맥영양
시판되는 TPN 제제에 포함 안 됨.
1) 통상적으로 상용 종합비타민 제제 1일 1회 투여(제제에 따
라 folic acid, biotin 등 포함 안 됨).
2) 미량원소제제는 용량을 확인하여 TPN 제제에 추가.

표 3. 전해질 요구의 증가 요인 및 투여 제형
증가 요인
Calcium
Magnes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High protein intake
Gl losses, drugs,
refeeding
High dextrose
loads, refeeding
Diarrhea, vomiting,
NG suction

제형
Ca gluconate
Mg sulfate
표 4. 일일 미량원소 필요량
Na phosphate, K phosphate
Na phosphate, Na chloride,
Na acetate, Na lactate
Na phosphate, K acetate,
K chloride

Ref. A.S.P.E.N. Nutrition Support Practice Manual 2nd Ed.

미량원소

일일 섭취량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셀레늄

2.5∼5 mg
0.3∼0.5 mg
60∼100 mcg
10∼15 mcg
20∼60 mcg

Furtmann
5
1
500
10

Ⓡ

(ml당)

mg
mg
mcg
mcg
-

멀티블루
1
0.4
100
4
20

Ⓡ

(ml당)

mg
mg
mcg
mcg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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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Furtmann : 0.5 ml/day, multiblue5

Ⓡ

2.5 ml/day.

3) 간기능 이상시 구리, 망간 공급의 제한을 위해 복합제제를
피하고 필요시 아연, 셀레늄 등의 단일 제제 사용.
4) 신부전: 아연, 크롬, 셀레늄, 요오드 등은 신배설되지만 장으
로도 소실되어 신부전에서 과잉 축적은 드뭄.
5) Iodine과 molybdenum의 경우, 정맥영양에서의 지침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공급하지 않음.

용되도록 생리적 과정을 거침.
- Cholecystokinin을 분비하여 담낭기능을 유지하고, 담낭염
발생률을 줄임.
- 글루타민과 단쇄지방산: 소장과 대장의 중요한 에너지원.
- 장의 면역 기능 유지(gut-associated lymphoid tissue and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GALT and MALT) 지원).
- 세균의 부착과 장벽을 통한 이동을 방해하는 immunoglobulin A의 분비 촉진.(21)

3. 비타민 B1 (thiamine)
알코올성 간질환, 오래 금식한 환자에서는 Wernicke 뇌증

- 감염 합병증을 줄임(패혈증, 폐렴, 복강내 감염, 카테터 감
염),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기간 감소.(22-24)

예방을 위해 포도당 투여 전 공급 필요.

3.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의 선택
4. 비타민 K

- 경장지원의 적응증: 위장관이 기능을 하지만 경구 섭취가 불

정맥영양만 공급하는 환자에서 필요. 투여하는 정맥 종합비
타민 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주 별도로 공급.

가능하거나, 부족하거나, 위험한 경우(경구섭취만으로는 영
양결핍이 될 수 있는 사람, 만성 질환에서 입맛이 없어 경구
섭취를 못 하는 사람, 신경학적 질환이나 목인두의 문제로

영양지원 방법의 결정

연하장애가 있는 사람, 심한 외상이나 화상, 중한 질환 등으
로 대사성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 수술 전 심한

1. 영양지원경로의 결정
“If the gut works, use it”: 경장영양은 장의 기능을 보존하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환자는 경장영양적용의 금기대상이 되며,

고 감염을 줄일 뿐 아니라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

이 경우 정맥 영양을 통한 영양공급을 고려할 수 있음.

로 권장되는 영양지원 방법임.(19,20)

ㆍ수술이 어려운 기계적장폐쇄
ㆍ약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난치성 구토, 설사

2. 경장영양의 장점

ㆍ심한 단장증후군(100 cm 미만의 소장)

- 음식이 간에서 first-pass effect를 거치며 더 효과적으로 이

ㆍ마비성 장폐색증
ㆍ원위부 고배출량 장피누공(경장튜브가 지나치기에 너무
먼 위치)
ㆍ심한 위장관출혈
ㆍ심한 위장관 흡수장애
ㆍ위장관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ㆍ경장영양을 위한 적극적 중재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ㆍ공격적인(aggressive) 중재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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