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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환자에서의 영양지원
박

준

범

충남대학교병원 소아외과

Nutrition Support for Pediatric Surgical Patients
Jun Beom Park, M.D., Ph.D.
Division of Pediatric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Pediatric patients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a low capacity for storing energy/nutrients and high energy metabolism
as compared those of adults.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continually growing, supplying both
rapid and adequate nutr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case of children undergoing surgery (and particularly
gastrointestinal surger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restricted supply of nutrition, and so active intervention to supply
sufficient nutrition must be carried out. Of course, enteral nutrition is preferred, but continuous monitoring of nutri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us, parenteral nutrition should be provided when necessary. Nutritional support requires
continuous monitoring when and if complications arise. The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 have yet to be overcome,
so further research on this topic is certainly warranted. (Surg Metab Nutr 2019;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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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신생아를 비롯한 소아환자의 경우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면

론

1. 소아의 영양요구

신체적인 성장이나 신경계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삭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내인성 지방(endogenous

더욱이 소아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에너지의 저장능력이 적고,

fat)을 약 600 g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 이때문에 수 일정도(약

기초대사량이 많아서 성인에 비해 많은 영양공급을 요하고 있

20일)의 영양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은 가능하다. 그러

는데,[1] 특히 선천적 원인에 의한 위장관계 수술을 시행한 경

나 제태연령 24주 정도의 미숙아에서는 글리코겐 및 지방의

우 장관의 미성숙이 동반되고 영양흡수능력이 상당부분 저하

양이 현저하게 적어 약 2일 정도의 에너지 저장량을 가지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조속한 영양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

이에 본 종설에서는 소아환자의 영양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

면 저장된 에너지는 순식간에 고갈되어 버린다. 따라서, 가능한

고 수술을 받은 소아 환자에서 필요한 영양지원 방법 및 주의

빨리 충분한 영양공급(기본적인 요구량을 상회하는 영양공급)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나이가 어릴수
록 기초대사량의 증가로 인한 영양요구량이 증가 하므로 나이
가 어릴수록 적극적인 영양공급이 필요하다(Tabl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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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rget caloric intake in infants and children
Target caloric intake (kcal/kg/d)
Age of child
Premature
0∼1 month
1∼3 months
3 months∼1 year
1∼4 years
5∼8 years
9∼13 years
14∼18 years

Males

Females

110∼120
113
100
80
82
73
64
53

110∼120
107
97
80
78
70
58
47

것이 공장을 통한 영양공급보다 유리하다. 흡인 위험이 크거나
수술로 인해 변화된 해부학적 구조로 위장을 통한 급식이 어려
울 경우 유문을 지나서 급식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continuous feeding이 요구된다. 신생아의 경우 코를 통해서
만 호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위관 보다는 구위관이 선
호되나, 삽입의 용이성은 비위관이 더 좋다. 이런 이유로 만일
비위관 삽입을 하게 되는 경우 기도폐쇄의 증상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6∼8주이상) 경관급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루술
을 고려해야한다. 위루술은 개복, 복강경, 내시경을 이용해서

소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 경로는 당연히 입을 통한

시술이 가능하며, 심한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 위루술 수술

장관영양공급이다. 그러나 경구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인공

시 항역류술(Anti-reflux procedure: Fundoplication)을 동시

적 장관영양(Artificial Enteral Feeding)이나 정맥영양(Parenteral

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5] 최근 위-공장루(Gastro-jeju-

Nutrition)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공적인 영양공급을 시행

nostomy)를 시행하는 것이 위루술과 항역류술을 동시에 시행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환아의 상태에서 가장 생리적인 환경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으나 아직 이에

(Gastric feed＞＞Jejunal feeds; Enteral feeds＞＞Parenteral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6]

feeds)에 맞추어 영양공급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제의 선택(Selection of enteral feeds)
모유는 자체적으로 항균작용을 가지며, 분유에 비해 위장관

2. 소아의 성장관리

성숙과 신경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경구 영양공급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나, 혹은 경구영

신생아를 비롯한 유아의 경우 모유가 가장 이상적인 제제이다.

양식이의 불가능으로 인공경장영양이나 정맥영양을 시행하게

그러나 모유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숙아, 만삭아, 유아용

되는 경우 소아에서 영양공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분유를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흡수장애가 동반된 환아의 경우

중요하며, 가장 좋은 지표는 환아의 성장상태이다. 우리나라에

특수 분유(disaccharide 흡수장애: soy-based disaccharide

서는 우리나라 소아 성장에 맞는 한국소아성장곡선을 많이 사

free 분유, 지방흡수장애: MCT 분유, 단장증후군이나 신생아

용 하고 있다.[4]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심한 흡수장애: elemental 혹은
semi-elemental 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인공적 경관장관영양(Artificial Enteral Tube Feeding)
1) 적응증(Indication)

4) 주입방법(Administration of enteral feeds)
경관경장급식은 Bolus, Continuous, Intermittent한 방식으

미숙아를 비롯한 신생아에서 장관기능의 미성숙으로 인한

로 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Bolus한 급식방법이 생리적으로 정

삼킴곤란 및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부터 적극

상적인 수유와 비슷하여 장관의 운동, 담즙산의 장-간 순환 및

적인 경관급식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외에 위배출 지연, 위-식

담낭의 수축을 촉진시킬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

도 역류, 장관의 운동장애, 크론병, 신경학적 장애, 중환자실에

다.[8] 만일 bolus한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위장운동저하 및 공

서의 인공환기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장 영양을 하는 경우)에는 continuous한 급식방법을 고려해야

2) 주입경로(Route)

하나 주입펌프의 사용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인공적 경관장관영양은 비위관(nasogastric tube), 구위관(orogastric tube), 비-공장관(nasojejunal

5) 경장경관영양의 합병증(Complication of enteral tube
feeding)

tube), 위장루(gastrostomy), 위-공장루(gastro-jejunostomy),

경장경관영양은 급식에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

공장루(jejunostomy)등이 사용된다. 가능하면 우리 신체의 생

어 영양액의 누출, 관의 폐쇄, 영양 급식관의 이탈, 드물지만,

리적 소화기능을 많이 유지 할 수록 좋은데, 침이나 위액의 효

급식관에 의한 장관의 천공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소, 위산의 항균효과, 설사나 덤핑증후군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급식용 장루부위의 감염을 비

있는 장점이 있어 가능하면 위장을 통한 영양공급을 유지하는

롯하여, 급식관에서의 세균의 증식에 의한 장염 등의 감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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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급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염, 단장증후군등이 적응증에 해당된다. 다만, 위장관 기형으

역류(위-식도 역류)와 이와 연관된 흡인성 폐렴에 대한 모니터

로 수술한 경우라 할지라도 식도폐쇄나 십이지장 폐쇄의 경우

링 및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

에 문합부의 원위부까지 급식관을 삽입하고 급식이 원활히 이

무엇보다 위장관 수술을 시행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수술 후

루어지는 경우 장관영양이 충분하면 정맥영양을 시행하지 않

에도 장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기도 한다.

이 경우 장관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의 부족으로 영양공급부족

2) 주입경로

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보조적인 정맥영양을 통해서

소아에서 시행되는 정맥영양은 주로 중심정맥(Eg. H-cath,

요구량에 맞춰 영양공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장의

Perm-cath, Hickman catheter, chemo-port, PICC, Umbilical

운동이 시작되고, 장관의 흡수능이 향상 되는 경우 이에 맞춰

vein catheter)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정맥영양의 공급을 줄이고 장관영양으로 이행해야 한다. 환자

3) 정맥영양의 구성요소(Component of parenteral nutrition)

에 따라 정맥영양공급을 상당한 시간 동안 공급하는 경우도 적

정맥영양의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단백질

지않게 발생한다.

의 경우 에너지 소스 보다는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간

장루를 가지는 환아의 경우, 특히 근위부에 위치할 수록 나

주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정맥영양의 조성은 단백질의 대사 및

트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나트륨은 아이의 성장에 많

조직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아미노산의 공급과 에너지를 위한

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이더라도

단백질의 이화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칼로리의 공급

환아의 나트륨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라 할 수 있다.

경우 소변의 나트륨 농도의 파악이 중요하며, 혈중 나트륨이

① 필요 수액양(fluid requirements) (Table 2)

정상범위에 있더라도 소변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나트륨
의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10]

신생아의 경우 수액공급에따른 세포외액의 수액조성의 변화
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수술을 시행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장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의 잔류량이 많

이러한 변화가 수술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며, 정맥영양을 시행

은 경우 정맥 영양을 근간으로 최소 장관 급식(Minimal enter-

하는 경우 정맥영양을 시행하는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

al feeding; Trophic enteral feeding; 1∼3 ml/hr continuous

한 환아의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수액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경

feeding)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장관의 위축을 방지하고,

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정맥영양을 시행하는 환아에서는

장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장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매일 환아의 필요수액양을 산정하고,

관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11,12]

체중변화 및 전해질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과도한 수액의 공급

이외에도 영양공급 속도 증가에 의한 설사, 덤핑증후군, 공

은 폐부종, 동맥관 폐쇄부전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

장루를 가지는 환아의 경우 공장루가 원인이 되어 근위 장관,

액의 제한은, 특히 요구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액의 공급은

또는 원위 장관의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3]

영양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탄수화물(up to 18 g/kg/d in infants＜10 kg, up to 12

4.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1) 적응증

g/kg/d in older children)
탄수화물은 우리몸의 세포에서 주된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

정맥영양은 주로 장관영양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때 사

고 있다. 정맥영양의 경우에도 일차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되

용한다.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며, 장관영양이 가능하면

며, 비 단백질 칼로리의 60∼70%를 담당하고 있다. 영아의 경

장관영양으로 바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소아의 에너지 비축양
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데, 만삭아에서 장관으로 에너지를 공
급하지 못하는 경우 환아가 가지는 에너지 비축양은 약 3∼4일

Table 2. Daily fluid requirements for pediatric patients

정도이며, 소아의 경우 에너지 비축양은 약 7일 정도이다.[2]

Body weight

Amount

이를 고려하여 기간 내에 장관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1500 g
1500∼2000 g
2∼10 kg
＞10∼20 kg
＞20 kg

130∼150 mL/kg
110∼130 mL/kg
100 mL/kg
1000 mL for 10 kg+50 mL/kg for each kg＞10
1500 mL for 20 kg+20 mL/kg for each kg＞20

모든 환아에서 정맥영양은 적응증이 된다.
외과적 영역의 환아에서 가장 흔한 적응증은 선천적 원인의
위장관 기형에 의한 장관의 폐쇄이다. 이외에 장마비, 괴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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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입 속도는 4∼8 mg/kg/min으로 시작하며, 혈당을 모니

⑤ 전해질, 비타민, 미량원소(Table 3, 4)

터링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신생아의 경우 공급량이

나트륨, 칼륨등의 주요 전해질 뿐 아니라, 염소, 칼슘, 인,

부족한 경우 미숙한 간기능으로 쉽게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므

등의 전해질은 환아의 임상경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로, 영양 목표량에 도달할 때 까지 하루에 2 mg/kg/min씩 올

환아의 임상양상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비타민(지용

려서 공급한다.

성 – A, D, E, K; 수용성 – B, C, Pantothenate, biotin)은 주로

③ 지방(up to 3 g/kg/d)

복합제를 사용하며, 하루 필요량에 따라 영양수액제에 첨가하

지방은 탄수화물과 함께 등장성의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며,

여 공급하며, 미량원소(Fe, Zinc, Copper, Manganese, Selenium,

필수지방산의 결핍을 방지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공급을 촉진

Fluoride, Iodide)또한 장기간 정맥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하루

한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탄수화물만 공급

필요량에 따라 영양수액제에 첨가하여 공급할 수 있다.

할 때 보다 대사율(metabolic rate)과 이산화탄소 발생율을 낮

4) 정맥영양의 합병증

추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Metabolic advant-

정맥영양의 합병증은 기계적 합병증, 대사적 합병증, 감염,

age).[14,15]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경우에 1 g/kg/day의 공급

간 담도계 합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

량으로 시작하여 하루에1 g/kg씩 늘려 최대 3 g/kg/day까지

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계적 영양주입관의 합병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는 영양제의 혈관외 누출이 흔한 합병이며, 이 경우, 비록 삼투

④ 아미노산(up to 3 g/kg/d in infants, and 1.5∼2.0 g/kg/d

압이 낮더라도 혈관의 자극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염증

in older children)

과 주변 조직의 괴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맥관은 혈전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이 neutral nitrogen balance를 보이

의 형성, 칼슘의 침전, 지방의 침착으로도 막힐 수 있고, 카테터

는 반면,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positive nitro-

의 위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17] 대사적 합병증으로는

gen balance를 보이게 된다.[16] 특히 미숙아의 경우 탄수화물

고혈당, 저혈당, 고지질혈증 및 전해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

만 공급받게 되는 경우 급격한 단백질의 소실이 관찰되게 되는

으며 수액공급이 과다할 경우 폐부종 및 동맥관 폐쇄부전등을

데(1∼2% body protein/day), 이러한 미숙아의 경우 적절한

유발할 수 있다.[18] 수술을 받고 경관 영양을 시행하는 환아에

장관영양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1∼1.5 g/kg/d 이상의

서 적어도 한번의 패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미노산을 정맥으로 공급 받아야 한다.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이중 30% 정도는 적어도 한번 이상에서 혈액내 균이 배양되는

1 g/kg/d로 처음 주입하기 시작하며 목표량까지 2∼3일에 걸

것으로 보고된다.[19] 카테터 감염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쳐서 증량하는 것이 좋다.

예방이 가능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Table 5. Clinical factor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PNAC
Table 3. Daily electrolyte and mineral requirements for pediatric patients
Electrolyte
Sodium
Potassium
Calcium
Phosphorus
Magnesium

Preterm neonate Infants/Children
2∼5 mEq/kg
2∼4 mEq/kg
2∼4 mEq/kg
1∼2 mmol/kg
0.3∼0.5 mEq/kg

2∼5 mEq/kg
2∼4 mEq/kg
0.5∼4 mEq/kg
0.5∼2 mEq/kg
0.3∼0.5 mEq/kg

Adolescents
1∼2 mEq/kg
1∼2 mEq/kg
10∼20 mEq
10∼40 mmol
10∼30 mEq

✓ Prematurity
✓ Low birth weight
✓ Duration of PN
✓ Immature entero-hapatic
circulation
✓ Intestinal microflora

✓ Septicemia
✓ Failure to implement enteral
nutrition
✓ Short bowel syndrome due
to resection
✓ The number of laparotomies
✓ Gastroschisis or jejunal atresia

Table 4. Daily parenteral trace element requirements (A.S.P.E.N)
Age group
Adults (mg/d)
Adolescents＞40 kg
Preterm infants ＜3
Term infants 3∼10
Children 10∼40 kg

(mg/d)
kg (μg/kg/d)
kg (μg/kg/d)
(μg/kg/d)

Zinc
2.5∼5
2∼5
400
50∼250
50∼125

Copper
0.3∼0.5
0.2∼0.5
20
20
5∼20

Manganese

Chromium

Selenium

0.06∼0.1
0.04∼0.1
1
1
1

0.01∼0.015
0.005∼0.015
0.05∼0.3
0.2
0.14∼0.2

0.02∼0.06
0.04∼0.06
1.5∼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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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tiology of PNAC/IFALD: remains unclear
✓ The toxicity of components of PN
✓ Lack of enteral feeding
✓ Continuous non-pulsatile deliver
of nutrients

✓ Host factor
✓ Infection and sepsis

담즙정체는(PN associated cholestasis or PNAC) 정맥영양
을 시행하는 환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간담도계 합병증이
다. 이러한 담즙정체가 지속되면 intestinal failure associated
liver disease (IFALD)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간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8] 이러한
담즙정체의 발생률은 정맥영양을 받는 기간에 영향을 받으며,
2달 이상 정맥영양을 받은 환아의 6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담즙정체를 시사하는 적절한 표지자는 없
어 직접 진단은 어려우며, 다른 빌리루빈이 증가할만한 질환
(eg. Inborn error of metabolism, biliary atresia, choledochal cyst)들을 배제함으로써 진단한다. 정맥용 영양제의
지방성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지방의 주입양을 감소시키거나, 10% fish oil의 지방제제나,
LCT와 MCT의 혼합물이 섞여 있는 지방제제, 혹은 soybean,
MCT, olive and fish triglyceride등의 혼합 지방제제등을 사
용함으로써 담즙정체의 발생을 줄여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Table 5, 6).
정맥영양을 받는 환아는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
맥영양이 공급되는 초기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환아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장
관영양의 공급 등 환아 개개인의 특성 및 상태에 맞는 적절한
영양공급이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아환자에서 최상의
임상경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소아외과환자의 영양은 “소아”라는 특성때문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불충분한 영양공급이나 공급의 불균형은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임상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
어 수술초기 부터 적극적인 영양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영양공급의 발전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점차
발전적인 영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염에 의한 패혈증,
담즙 정체등의 복잡한 합병증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과제이다.
향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소아의 영역이 청소년기 까지 확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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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종설에서 기술한 내용은 주로 신생아와 영유아를 위주로 기
술되었다. 좀더 성장한 소아나 청소년기의 영양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나, 성인의 경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생략되었
다. 향후 이에 대한 기술의 기회를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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