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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atients in prolonged intensive care unit stay were vulnerable to malnutrition which deteriorated recovery and
postoperative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utritional status in surgical patients entering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that influence prolonged intensive care unit stay.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8, 740 patients (age≥18 years) who were admitted to our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after abdominal surgery with general anesthesia (≥4 hours) were enrolled.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short-term stay group (≤4 days) and long-term stay group (＞4 days). These group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patient factors and postoperative outcomes and the multivariate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risk factors
for prolonged intensive care unit stay.
Results: A total of 119 patients were analyzed. The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dialysis status (Odds
ratio 7.684, 95% confidence interval 1.038∼1.103, P=0.013), total lymphocyte count (Odds ratio 0.999, 95% confidence
interval 0.998∼1.000, P=0.047), and intraoperative transfusion (Odds ratio 1.002, 95% confidence interval 1.001∼1.002,
P=0.000) were associated with prolonged intensive care unit stay. Lone-term stay group were significantly longer hospital
stay and higher hospital morbidity rate than short-term stay group.
Conclusion: Patients with risk factors of prolonged intensive care unit stay included dialysis status, low total lymphocyte
count, a large amount of transfusion would be more interested and the active intervention such as early nutritional
evaluation and adequate nutritional support should be needed. (Surg Metab Nutr 2018;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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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족 및 흡수 등의 기능성 장애와 같은 일련의 현상으로 이러
한 영양 실조 상태는 기저 질환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특히 수

영양 실조(malnutrition)는 기저 질환의 부정적 대사적 변화

술을 시행 받는 외과 환자에 있어 수술 및 수술 관련 치료의

가 일어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영양소의 절대적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1]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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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ensen 등[2]의 연구에서는 입원 시 영양 실조는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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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입원 환자의 결과에 불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환자실로의 입실을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본원에서 입원

영양 실조의 발현 속도가 병동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빠

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4시간 이상 전신마취를 시행한

르고 흔하게 발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복부 수술 후 본원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740명을 대상

영양 실조 비율은 개발도상국에서 78.1%, 선진국에서 50.8%로

으로 하였고, 이들 중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나타나고 있다.[3] 특징적으로 이는 골격근의 소모와 전신적인

Record, EMR)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환자, 키 또는 체중을 확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4] 이 중 특히 골격근의

인할 수 없는 환자, 국소 마취 및 전신마취(4시간 이하)로 시행

소모는 여러 연구에서 중증 상태에서 회복한 환자의 이환율의

받은 환자, 중환자실 입실 후 48시간 이내 사망 환자, 중환자실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골격근 소모가 심한 환자의 경우 중환자

입실 후 48시간 이내 퇴실 환자 및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 재

실 퇴원 후 수년 동안 기능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중환자

입실 및 재수술 환자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시행한

실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을 상승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대상자는 총 119명이었으며,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있다.[3] 따라서 중증 환자는 영양 실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을 받아 본 연구의 모든 자료 수집 및 분석은 환자 혹은 보호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술 후 합병증을 높이고 중증 상태에

에게 동의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 의무기록열람을 통하여 환자

회복하더라도 불량한 예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5]

의 성별, 나이, 키(cm), 체중(kg), 체질량지수(Body mass in-

최근 Lew 등[3]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원환자에서 영양 실조

dex, BMI: 체중(kg)/신장(m )), 중환자실 입실 시 진단명, 마취

와 임상적 결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전 환자 상태 평가(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review)을 진행하였고 이 중 실제 영양 실조를 보인 환자들의

classification, ASA class), 급성 생리학적 지표 및 만성 건강평

임상적 결과가 불리하게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가(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영

APACHE) II 점수, 인공호흡기 상태, 투석 또는 지속적신대체

양 상태를 평가하고 위험인자를 정량화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상태,

제시된 반면에, 중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고안된 방법은 아직

Charlson 동반질환지수(comorbidity index), 영양 평가, 순차

까지 없었다. 그러나 최근 Lew 등의 연구[3]에서는 불량한 영

적 장기부전 평가점수(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양 상태에 있는 환자일수록 수술 후 회복에 불리한 영향을 주

SOFA), 혈액검사(알부민(Albumin), 전알부민(Prealbumin), 총

어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단백(Total protein), 백혈구 수(White blood cell), 총 림프구

밝혀졌고, Roberts 등[6]은 영양지원이 적절히 이루어 질수록

수(Total lymphocyte count, TLC), 단핵구림프구비율(Neu-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특히 중환

trophil lymphocyte ratio), 트렌스페린(Transferrin), 총콜레

자실 재원기간의 증가는 환자의 조기 재활과 수술 후 추가적인

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LDL 콜레

치료를 저해하여 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 병원 재원기

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술 중 인자(총 출혈량, 수혈량, 수

간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재원의 낭비와 환

술 시간, 수술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증 환자 중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들은 중환자실 입실 시 영양 평가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지연되는 환자들에게는 조기 영양 지원

및 생화학적 지표를 측정하였고 영양 평가는 주관적 전반적 평

및 비경장요법을 통한 영양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

가(Subjective global assessment, SGA), 수정된 중증상태의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중증 수술 예정 환자들에게

영양 위험도(Modified nutrition risk in critically ill, modi-

영양 상태와 영양실조의 위험 인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수술 전

fied NUTRIC) 점수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최근 Gu 등[7]은

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교정한다면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을

중환자실 환자들의 영양 상태 평가를 위해 IL-6 항목을 포함

줄이고 예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킨 중증상태의 영양 위험도(Nutrition risk in critically ill,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중증 외과 환자에

NUTRIC) 점수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급성 기아, 만성 기

서 수술 전후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이들 중 중환자실 체류

아, 급성 염증 및 만성 염증에 대한 예측인자인 IL-6를 포함하

기간의 지연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였고 특히 수정된 중증상태의 영양 위험도(Modified nutrition

하였다.

risk in critically ill, modified NUTRIC) 점수의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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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C 점수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IL-6 항목
을 제외하여 진료 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
계산하기 더 쉽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점수는 0∼9까지
의 범위를 갖는다.[8]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는 중환자 체류
기간의 중간 값인 4일을 기준으로 환자들을 중환자실 단기 재
원군과 중환자실 장기 재원군으로 구분하였고, 환자를 구분한
환자 별 연령 및 성별, 영양 평가, 중환자실 입실 시 진단명,
수술 종류, 혈액검사 결과, 중환자실 재원기간, 병원 재원기간,
28일 사망률, 수술 후 합병증(문합 부위 누출, 수술 후 감염증
등), 이환률 등에 관해 두 그룹간 기록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또한 단변량분석에서 중환자실 체류기간의 지연에 유의하게
나온 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체류기간 지연에 대한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본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버전 21.0 (SPSS, Chicago, IL,
USA)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으며, P 값은 0.05 미만을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다변량분석의 경우 P 값을
0.1 미만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연속형 자료의 경우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범주형 자
료의 경우 빈도(분율)로 산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분석에는
Chi-square test을 시행하여 도수 분포와 백분율로 표기하였
고 중환자실 장기재원과 관련 있는 위험인자는 다변량 로지스
틱 회기분석법을 사용해서 구했으며 95%의 신뢰구간을 갖고
위험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중환자실 장기 재원환자군
에서 Modified NUTRIC 점수의 기준점을 산정하기 위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가 유의적인 종속변수들은
ROC curve를 분석하여 이를 판정 기준값 측정에 활용하였다.
ROC curve 분석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분석하였고 민감도
70%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값(진단 점수)을 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전체 119명의 환자가 분석되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7±4세였으며 성별은 각각 남자 75명(63.0%), 여자
44명(37.0%)이었다(Table 1). 원인 질환으로는 비 장관질환이
69명(58.0%), SGA는 A group이 73명(61.3%)으로 가장 많았
고 평균 Modified NUTIC score는 3.3±1.3이었다. 중환자 체
류기간의 중간 값인 4일을 기준으로 나눈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에 따른 환자 구분은 단기 재원군은 68명(57.1%), 중환자실 장
기 재원군은 51명(42.9%)이었고 이들의 중환자실 장기재원과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n=119)
Variables

N (%, rang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60.7±4
Sex
Male/Female
75/44 (63.0/37.0)
BMI (kg/m2)
24.2±4
Diagnosis
Upper GI
38 (31.9)
Lower GI
12 (10.1)
Non-GI
69 (58.0)
APACHE II*
12.5±4.9
ASA class†
I
10 (8.4)
II
72 (60.5)
III
35 (29.4)
IV
2 (1.7)
Charlson morbidity index
5.5±2.7
SGA‡
A
73 (61.3)
B
35 (29.4)
C
11 (9.2)
SOFA§
3.8±2.7
Modified NUTRIC∥
3.3±1.3
Ventilator status
No/Yes
103/16 (86.6/13.4)
Dialysis status
No/Yes
103/16 (86.6/13.4)
Type of surgery
Upper GI
38 (31.9)
Lower GI
10 (8.4)
Non-GI
71 (59.7)
Intraoperative variables
Intraoperative transfusion (cc)
1172.1±2181.9
Estimated blood loss (cc)
1562.5±3067
Operative time (min)
48.2±200.3
Laboratory variables
Total protein (g/dL)
4.9±0.9 (3∼7)
Albumin (g/dL)
2.9±0.6 (2∼4)
Prealbumin (mg/dL)
15.6±5.4 (7∼30)
Transferrin (mg/dL)
154.8±45.9 (62∼285)
Total cholesterol (mg/dL)
124.8±45.5 (27∼258)
Triglyceride (mg/dL)
93.5±67.3 (12∼389)
HDL-cholesterol (mg/dL)
32.13±13.7 (4∼76)
LDL-cholesterol (mg/dL)
69.5±29.9 (7∼158)
WBC count (109/L)
14±6.4 (2∼36)
Lymphocytes (%)
9.1±7.1 (1∼40)
Total lymphocyte count (/μL) 1166.2±1063.4 (79.3∼7268.2)
Neutrophil-lymphocyte ratio
17.7±24.5 (1.2∼218.8)
Clinical outcomes
Length of ICU stay (day)
5.77±6.84
Length of hospital stay (day)
26.35±23.00
Postoperative complication
No/Yes
77/42 (64.7/35.3)
Hospital morbidity rate
No/Yes
96/23 (80.7/19.3)
28-Day hospital mortality
No/Yes
114/5 (95.8/4.2)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classification;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Modified nutrition risk in critic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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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중환자실 입실 환자들의 영양평가로서 이루어졌던

cut-off 값으로 예측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49.0%와 72.1%

SGA, Modified NUTRIC score의 예측 능력을 비교해 보기 위

였다. 중환자실 장기 재원환자군과 단기 재원환자군의 수술 후

해서 ROC 곡선의 분석을 사용하였고 SGA의 AUC는 0.622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중환자실 장기 재원군에서 병원 재원일

(95% CI, 0.519∼0.725; Fig. 1A; P=0.023)로, Modified

과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수술 후 합병증과

NUTRIC score (AUC, 0.614, 95% CI, 0.512∼0.717; Fig.

28일 사망률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1B; P=0.033)보다 영양상태 예측 능력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

다(Table 3). 저자들은 수술 후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로 나타났다. Modified NUTRIC score 또한 중환자의 영양상

의 장기재원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파악하고자 Table 2에서 두

태에 대해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3.5점이 최적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항목을 대상으로 다

Table 2. Un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for prolonged ICU stay after abdominal surgery (n=119)
Characteristics

ICU stay≤4 days (n=68)

ICU stay＞4 days (n=51)

P-value

61.7±13.4
45/23
63.6±10.3

59.5±10.8
30/21
65.4±12.9

0.333
0.447
0.307

30 (44.1)
8 (11.8)
30 (44.1)
11.9±4.9

8 (15.7)
4 (7.8)
39 (76.5)
13.3±4.6

0.001
0.482
＜0.001
0.104

7 (10.3)
50 (73.5)
11 (16.2)
0 (0)
5.1±2.8

3 (5.9)
11 (43.1)
24 (47.1)
2 (3.9)
5.9±2.6

0.513
0.001
＜0.001
0.182
0.108

49 (72.1)
14 (20.6)
5 (7.4)
2.6±2.1
3.1±1.3
2 (2.9)
3 (4.4)

24 (47.1)
21 (41.2)
6 (11.8)
5.3±2.6
3.6±1.3
14 (27.5)
13 (25.5)

0.006
0.015
0.526
＜0.001
0.046
＜0.001
0.001

32 (47.1)
6 (8.8)
30 (44.1)

6 (12.0)
4 (7.8)
41 (82.0)

＜0.001
1.000
＜0.001

5.2±0.9
3±0.6
16.6±5.8
171.4±48.8
132.3±40.2
98.7±56.8
33.4±13.6
71.9±29.9
14.1±6
10.1±7.4
1335±1147.8
18±12.3

4.4±0.8
2.7±0.5
14.6±4.9
136.6±34.8
111.9±51.5
84.9±81.8
30.1±13.7
65.2±29.9
13.9±7.1
7.8±6.6
941.1±901.6
17.3±12.3

234.5±482.4
671.8±1505.7
267.7±120

2422.4±2851.9
2750.2±4079.6
455.5±234.1

Patient factors
Age (year)
Sex (M/F)
BMI
Diagnosis
Upper GI
Lower GI
Non-GI
APACHE II*
ASA class†
I
II
III
IV
Charlson morbidity index
SGA‡
A
B
C
SOFA§
Modified NUTRIC∥
Ventilator status
Dialysis status
Type of surgery
Upper GI
Lower GI
Non-GI
Laboratory parameters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Prealbumin (mg/dL)
Transferrin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WBC count (109/L)
Lymphocytes (%)
Total lymphocyte count (/µL)
Neutrophil-lymphocyte ratio
Intraoperative factors
Intraoperative transfusion (cc)
Estimated blood loss (cc)
Operative time (min)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classification;
∥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Modified nutrition risk in critically ill.

§

＜0.001
0.002†
0.128
＜0.001
0.034
0.341
0.270
0.331
0.851
0.086
0.038
0.881

‡

＜0.001
0.001
＜0.001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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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OC curves of SGA and the modified NUTRIC score for predicting nutritional status in ICU patient after abdominal surgery. (A) SGA (AUC,
0.622; 95% CI, 0.519∼0.725). (B) Modified NUTRIC score (AUC, 0.614; 95% CI, 0.512∼0.717). AUC = area under ROC curve; CI = confidence interval;
SGA =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NUTRIC = nutrition risk in critically ill; ROC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surgical outcomes after abdominal surgery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ngth of ICU stay (n=119)
Characteristics

ICU stay≤4 days (n=68)

ICU stay＞4 days (n=51)

Length of hospital stay (day)
Postoperative complication
Hospital morbidity rate
28-day Hospital mortality

19.71±11.68
19 (27.9)
8 (11.8)
0 (0)

35.22±16.37
23 (45.1)
15 (29.4)
5 (9.8)

P-value
＜0.001
0.053
0.016
0.080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for predisposing factors associated prolonged ICU stay after abdominal surgery
Variable
Diagnosis (upper GI)
Ventilator status
Dialysis status
SGA*
A
B
Total lymphocyte count
Intraoperative transfusion

Odds Ratio

95% CI

β coefficient

P-value

0.363
4.464
7.684

0.093∼1.420
0.593∼33.627
1.038∼1.103

-1.012
1.496
2.039

0.145
0.146
0.013

0.292
0.530
0.999
1.002

0.043∼1.974
0.069∼4.045
0.998∼1.000
1.001∼1.002

-1.230
-0.635
-0.001
0.002

0.207
0.540
0.047
＜0.001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변량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그

고

찰

결과, 투석 및 CRRT 상태(Odds ratio 7.684, 95% CI 1.038∼
1.103, P=0.013), 총 림프구 수(Odds ratio 0.999, 95% CI

본 연구에서, 우리는 복부 수술 후 중환자실 재원기간에 따

0.998∼1.000, P=0.047), 수술 중 수혈량(Odds ratio 1.002,

른 환자들의 영양 상태 평가 및 중환자실 체류기간에 영향을

95% CI 1.001∼1.002, P=0.000)이 중환자실 장기 재원과 관

주는 위험인자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중환자실 재원기간 4일

련해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으나 환자들의 영양평가에 대

기준으로 장기 재원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중환

한 SGA는 유의한 위험인자는 아니었고 SGA C 그룹은 SGA

자실 입실 전 영양 상태가 낮았으며 높은 이환률, 병원 재원

A, B 그룹의 참고값으로 사용하였다.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앞서 발표된 Soppa 등[9]의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 후 중환자에 입실한 환자들 중 재원일
10일 이상인 환자들에게서 낮은 조기 및 후기 생존율을 보였

Sung Eun Park, et al: Nutritional Evaluation in ICU Patients after Abdominal Surgery and Risk Factor of Prolonged ICU Stay ❚

73

고, Joskowiak 등[10]의 연구 역시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 3일

은 중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흔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재원 환

이상 재원 환자의 경우 임상적 합병증과 전체 생존율을 저하시

자에서 AKI의 전체 발병률은 25∼40%이며 높은 사망률과 연

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복부수

관되어 있다. AKI 환자는 일반적으로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술 후 중환자실 재원 4일 이상 환자군에서 이환율이 증가했고

이화 호르몬, 요독 독소, 대사성 산증 및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런 장기 재원 환자들에게서 영양 상태가 좀 더 불량한 것으

인해 높은 이화상태에 있으며 CRRT를 필요로 하는 심한 AKI

로 나타났으나 사망률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에서 투석기 막의 높은 투과성으로 인해 다량의 영양소,

그리고 추후 급성 영양 실조로 발전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감

특히 단백질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14] 따라서 이러한 기

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Modified NUTRIC 점수를 재원 기간

계호흡이나 투석 또는 CRRT를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조기의

별 그룹 간 비교해 본 결과, 중환자실 장기 재원환자들의 경우

영양 평가와 적절한 영양 공급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Modified NUTRIC 점수가 3.5점 이상으로 대조군에 비해 통계

다. 혈액 검사 결과 중 총단백, 트렌스페린, 총콜레스테롤은 환

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Kondrup [11]은 Modified

자의 단백질 소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생화학적 매개 변수로

NUTRIC 점수 5∼9점을 사망률 고위험군으로 평가, 조기에 적

사용되고 있으며 총 림프구 수는 순간적인 생물체의 세포 방어

극적인 영양 지원을 시행한 무작위 임상연구를 시행해 조기에

기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시적인 면역 비축을 나타내며 영양

영양 지원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임상적 결과가 개선됨을 보고

실조, 증가된 콜티솔, 카테콜아민, 미세 순환 장애 및 저산소증

하였고, Leide da Silva Nunes 등[12]의 연구에서도 영양 상태

이 혈액내 림프구의 양 및 기능 용량감소에 기여하게 된다.[15]

가 불량한 환자일수록 복부 수술 후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과

실제 우리 연구에서도 낮은 총 림프구 수가 중환자실 장기 재

재원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 조기에 환자의 영양 상태

원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로 관찰된 반면 알부민의 경우 이전

를 평가하고 영양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들과 달리 중환자실 장기재원에 대한 위험인자로서 통계

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하였는데, 적은 환자수로 인해 더

영양평가를 위해 SGA, Modified NUTRIC 점수를 이용하여 단

세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이에 대

기 재원 환자군과 장기 재원 환자군을 비교하였다. 결과에서는,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술 중 수혈량 및 수술

Modified NUTRIC score 보다 SGA 방법이 중환자실 입실 환

시간 역시 중환자실 장기 재원과 관련된 인자로 나타나고 있어

자의 영양상태를 예측하는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가지

대량 수혈을 받은 환자나 수술 시간이 지연된 환자에서도 영양

방법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장기 재원 환자군

상태 평가와 지원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수술 후

서는 수술 후 중환자실 재원 환자들 중 Modified NUTRIC 점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자료수집에도 불구하고 후향

수 3.5점 이상인 환자들의 경우 보다 조기에 집중적인 영양 지

적 조사방법으로 연구 및 분석이 수행되었기에 환자의 수술 전

원이 필요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영양상태, 중증도 등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선택편향의

모두 다변량분석에서 중환자실 장기재원의 위험인자로 유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무작위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였기에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적은 환자군으로 연구를 진행하

환자 개개인간 이질적인 개체 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였던 것이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추후 이에 대한 대

교란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규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후 대규모의

이외에도 중환자실 장기 재원과 관련된 인자로는, 높은 ASA

전향적인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class, 인공호흡기 사용, 투석 또는 CRRT 시행, 총단백, 트렌스

아울러 각 임상과 별 영양공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페린, 총콜레스테롤, 총 림프구 수, 수술 중 수혈량, 수술시간이

인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관찰되었는데, 이 중 수술 후 환자는 신진 대사율을 급격히 증

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부 수술

가시키고 특히 호흡 부전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사용은 스트레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전향적으로 수

스 반응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 대사 속도를 더욱 증가시

집함으로써 환자들의 영양 상태와 중환자실 재원 기간에 영향

켜 근육 위축 및 질소 균형을 무너뜨리고 위장관 기능을 손상

을 주는 인자들을 밝힌 연구로, 적절한 영양 지원을 위한 환자

시키게 되어 환자의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식별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중환자실 재원기간 뿐만 아니라 수

다.[13] 또 수술 후 급성 신장 손상(acute kidney injury, AKI)

술 후 합병증 및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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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상의는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환자의 투석 또는 CRRT 상태, 총 림프구 수, 수술 중 다
량의 수혈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갖는 환자에 대하여 더욱 관심
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개입이 필요 할 것이다. 또
한 중환자실 장기 재원환자군의 경우 유의하게 불량한 영양상
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는 추후 대규
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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