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지침개발을 위한 주제연구를 시행하고 당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한 이래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구강간호, 경장영양, 욕창간호, 정맥혈전색전증예방간호 등 다양한 실무지침을 꾸준히 개발

하고 보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정맥주입요법과 욕창간호실무지침 개정판 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의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근거기반간호실무 지침

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거와 실무사이

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증진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된 것

입니다.

근거기반간호는 현재까지의 활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

과 대상자의 선호도와 가치, 활용 가능한 자원과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상의 간호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근거기

반실무지침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리 예견되

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최상의 간호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근거

의 모음입니다.

이번 지침에서 강조된 점으로 영양지원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교류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Gurgueira, Leite, Taddei, de Carvalho. 

2005) 의료기관은 영양지원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

도록 영양요구, 영양지원을 위한 대안들, 영양지원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개념들, 영양지원

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득,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

학제팀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정된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에는 초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영양과 경장영양의 일반적 원칙과 사정, 경장영양의 중지가 포함되었으

며, 내과적 중환자, 외과수술환자, 외상환자, 기타 특수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장영양

과 간호교육 등을 추가함으로써 16개 영역 228개의 권고안을 최신의 근거를 토대로 제시하

였으므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실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 된 권고 중 위잔류량은 초판에서 적정선을 250ml로 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정규적으로 

위잔류량 측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되었으므로 향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실무변화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근거기반실무지침 경장영양간호'를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경장영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

가 비용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8월

경장영양실무지침 개정그룹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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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개정판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IDSA)

근거수준 정 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 A/P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의 문헌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anatomy,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references as understood at the 

time of writing 

II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thout randomization; from cohort or 

case-controlled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1 center); from multiple time-series; or 

from dramatic results from uncontrolled experiments

III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or clinical/professional book 

Regulatory

성과와 질을 강요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규정

Regulatory regulations and other criteria set by agencies with the ability to impose 

consequences, such a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권고등급 정 의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출처: Adap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Mermel 등, 2009)

IDSA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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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개정판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GRADE)

근거의 질 정 의 

높음

(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the true effect lies close to that of the estimate of the effect.

중간

(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등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We are moderately confident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close to 

the estimate of the effect,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is substantially different

낮음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Our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is limited: The true effect may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the effect.

매우 낮음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We have very little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effect. 

권고등급 정 의

Strong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근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적을수록 강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undesirable effects. 

Weak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약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un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Weak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약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desirable effects.

Strong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근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출처: Schünemann, H., Brożek, J., Guyatt, G. Oxman, A., (2013). GRADE Handbook, retrieved 8.26. 2018 from 

http://gdt.guidelinedevelopment.org/app/handbook/handbook. html#h.svwngs 6pm0f2. 김수영 등, 2015,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ver. 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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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체계 전환 

ESPEN NICE IDSA 

근거수준 권고등급 근거수준 권고등급 근거수준 권고등급

1++

A

1++
A

Ⅰ A1+ 1+

1- 1-

B2++

B

2++

Ⅱ B2+ 2+

2- 2- C

3 C 3 D
Ⅲ C

4 C 4 D(GPP)

GPP

GPP: good pract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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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권 고 안 근거수준 권고등급 G R A D E

1. 일반적 지침

1-1. 경장영양에 대한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서에 경장영양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III C

2. 간호사는 경장영양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III C

3. 경장영양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III C

4. 경장영양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간호사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C

5. 영양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가능한 다학제팀에 의한 협력적인 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C

6. 의료기관에는 영양집중지원팀이 있어야 하며, 영양집중지원팀 당 1인 이상은 

영양집중지원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Regulatory C

7.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지원전담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을 권장한다. Regulatory C

8. 영양지원전담간호사는 영양사나 다른 영양관련 전문가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을 

지지한다.

1) 경장영양이나 비경구영양관련 합병증을 최소화 한다.   

2) 간호사에게 최적의 병동기반 훈련(ward based training)을 시행한다.

3) 간호사가 영양지원 프로토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영양관리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gulatory C

2. 특수영양의 일반적 원칙

2-1. 특수영양의 공급

9. 입원환자가 스스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어서 특수영양요법이 필요한 경우, 

정맥영양보다 경장영양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I A

10. 영양위험이 높거나 또는 심하게 영양불량인 환자에게는 영양재개증후군을 

모니터링하면서, 24~48시간 동안 적응이 되면 빠르게 영양목표요구량으로 

진행하되, 48-72시간 내에 목표열량 및 단백질의 80% 이상을 제공한다. 

II B

11. 영양집중지원팀은 영양지원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총 영양섭취: 필요열량, 단백질, 수분, 전해질, 미네랄, 미량영양소 및 섬유소 

2) 영양상태 평가: 활동수준 및 임상상태(예 : 이화작용, 발열)

3) 적응도: 위장관 적응, 잠재적인 신진대사 불안정성 및 영양재개 증후군 위험

4) 영양지원의 예상기간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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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영양의 요소

12. 열량요구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1) 간접열량 측정기(Indirect Calorimetry, IC)

2) 단순화된 체중기반 공식(25-30kcal/Kg/d)

3) 공인된 예측공식

III C

13. 심한 저체중환자는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이 높으므로, 30kcal/kg 목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달성해야 한다. 
III C

14. 중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단백질(1.2-2.0g/Kg/d)을 제공해야 한다. 

화상이나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단백질 요구량은 더 높을 수 있다.
Very Low Weak for

15. 영양지원이 필요한 다중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단백질 요구량은 

하루에 최소한 1.0g/Kg/d이다. 
I A

16. 특수영양지원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항산화비타민과 미량무기질복합제를 

제공한다. 
Low Weak for

17. 소아중환자에게 면역영양섭취제(예: 아르기닌)를 권장하지 않는다. Moderate Strong for

3. 경장영양의 일반적 원칙

3-1. 경장영양의 공급

18. 경장영양의 시작 시 영양액은 일반적으로 희석하지 않은(full strength) 등장성 

유동식을 선택한다, 
III C

19. 경장영양 공급이 환자의 영양요구를 충족시키더라도 부적응(intolerance)이 있는 

경우에는 정맥영양 공급을 주의깊게 고려한다.
III C

20. 경장영양으로 영양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환자는 보충적으로 정맥영양을 

공급한다.
III C

21. 경장영양액의 열량은 처방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30kcal/kg/d가 적절하다. III C

1) 중증질환의 초기 급성기에는 20-25kcal/kg/d를 넘지 않도록 한다. 

회복기에는 25-30kcal/kg/d 제공을 목표로 한다.
III C

2) 심각한 영양부족 환자는 25-30kcal/kg/d까지 공급하도록 한다. 

이 목표열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맥영양을 보충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III C

22. 중환자실에서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표준경장영양액을 사용한다. III C

23. 소아중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경장영양중단을 최소화한다. Low Strong for

24. 미숙아에서 영양은 처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체중이 1,500g 미만이고,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의 

위험이 있는 미숙아에게는 모유로 경장영양을 시행할 것을 격려한다. 

I A

2) 초극소저체중출생아와 극소저체중출생아는 경장영양을 0.5-1ml/kg/d로 

매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10-20ml/kg/d까지 증가시킨다.
II B

3) 환자 상태에 맞는 영양계획에 따라 수일에 걸쳐 영양공급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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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장영양의 적응증

25. 경장영양 적응증 기준, 시작 시기 및 증량 속도, 경장영양 부적응 발견 및 관리에 

대한 기관 내 경장영양 지침 및 단계별 알고리즘의 사용을 권장한다. 
Low Weak for

26. 영양불량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가 경구 섭취가 불충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장관을 가졌다면 경장영양을 고려한다.
III C

4. 경장영양의 사정

4-1. 영양상태의 평가

27. 모든 입원 환자는 영양불량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간단한 영양상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영양 선별검사에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점수 체계를 사용

하고(예: NRS-2002 또는 NUTRIC 점수,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MUST)), 체질량지수(BMI)와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비율을 평가하며, 의도

하지 않게 영양섭취가 감소된 기간과 향후 영양섭취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III C

28. 선별검사 결과 영양 고위험 환자를 위해 보다 상세한 평가가 수행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과 같은 환자 정보를 평가한다.

- 영양 상태

-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영양 관련 문제

- 경장 영양 적응증

- 환자 상태 또는 표준에 따라 예상되는 열량 

- 단백질, 수분 및 미량 영양소 요구량

- 환자병력: 진단명, 내과 및 외과적 치료, 약물, 식이 보조제, 영양 과거력 등

- 신체검진: 소화관 기능사정 및 기존 경장영양 접근장치 등

-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성장차트 z 점수 등

- 검사결과 및 기타 검사: 모든 관련 혈액검사, 요검사, 기능검사, 방사선검사, 

영양위험지수(Nutritional Risk Index)와 같은 예측점수 등

- 36개월 미만 환아는 머리둘레 측정

III C

29. 영양 평가는 동반질환, 위장관기능 및 흡인 위험에 대해 평가한다. III C

5. 접근장치의 경로와 종류

5-1. 경장영양의 접근경로

30. 성공적인 경장영양을 위해 적절한 경장영양 접근장치와 적합한 삽입 경로

(위 혹은 소장)를 선택한다.
I A

31.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경로와 선택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환자의 질환 상태 

- 소화기계 해부학적 구조

- 과거 수술력 

- 위와 장의 운동성 및 기능성

- 경장영양의 예상기간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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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장영양 접근 장치 삽입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절대적 금기사항은 위장관 기계적 폐색(예외: 감압을 위한 삽입), 복막염, 

치료 불가능한 혈액 응고장애 또는 대장허혈이 포함된다.

2) 상대적 금기증은 머리, 얼굴 및 목부위 수술, 최근 GI 출혈, 혈역학적 불안정성, 

복수, 호흡기 손상 및 특정 해부학적 변화가 포함된다.

II B

33. 초기 경장영양 시작 시 접근장치로 비위관(naso gastric tube) 혹은 구위관

(oral gastric tube)을 선택 할 수 있다. 
Very low  Weak for

34. 경장영양은 일반적으로 위에 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위관 삽입 시 에는 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경장영양관 삽입에 적절해야 하고, 정상적인 위와 소장의 운동

성이 있어야 한다. 

III C

35. 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있어 위관 사용이 어려운 경우,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공장관과 같은 유문후부(post-pyloric)로의 접근을 시행한다. 

유문후부로의 접근 장치 삽입은 전문가에게 의뢰 한다.

III C

36. 단기 경장영양(4~6주 이내)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비위관(naso gastric tube), 

구위관(oral gastric tube), 비공장관(naso jejunal tube), 구공장관(oral jejunal 

tube) 등을 사용한다. 

III C

37. 장기 경장영양(4~6주 이상)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버튼형 위조루(button 

gastrostomy), 위공장 조루(gastrojejunostomy)등을 사용한다. 

III C

38. 위 부전 마비(gastroparesis) 또는 만성 췌장염환자에서 공장루관을 삽입한다. Very low  Weak for

39. 장기 경장영양 접근장치 삽입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접근장치의 삽입에 의한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큰지

2) 말기환자인 경우 경장영양관을 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3) 환자가 경구섭취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

II B

6. 접근 장치의 삽입

6-1. 비위관의 삽입 전 준비

40. 환자를 침대나 의자에 똑바로 앉게 하거나, 베개로 지지하여 편안하게 기댄 

자세(55°-65°)를 취하도록 한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III C

41. 무의식 환자의 경우 옆으로 눕히고 목이 신전(extension)되지 않도록 한다. III C

42. NEX(Nose-Earlobe-Xiphisternum) 측정법을 이용하여 미리 삽입할 관의 

길이를 측정한다. 

*NEX 측정법: 한쪽 관 끝을 코의 위치에 두고 귀바퀴를 지나 흉골 검상돌기에 

이르는 길이를 측정함   

III C

6-2.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유지관리: 성인  

43. 비위관 삽입 절차에 따라 삽입한다. III C

44. 삽입을 마치면 청진으로 경장영양관의 끝의 위치를 확인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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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위관을 삽입한 후 5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흡인하여 비위관이 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III C

46. 콧구멍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비위관의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III C

47. 삽입 과정, 비위관의 종류와 크기,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한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III C

48. 경장영양관의 위치는 X-ray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최초 영양액 주입 

전 X-ray로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II B

49. 영양액 주입 전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표시한 경장영양관의 

외부 길이의 변화를 관찰한다.

1) 경장영양관 외부길이가 심하게 증가하여 경장영양관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이 의심되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재확인한다.

2) 경장영양 접근장치 위치 확인을 위해 반복적인 방사선 검사는 필요치 않으나 

오심, 구토, 역류, 기침 증상이 지속 될 경우 검사를 시행한다.

Very low  Weak for

50. 매 영양액 주입 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흡인물을 

관찰한다. 
III C

6-3.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유지관리: 소아, 신생아   

51. 소아와 신생아의 경우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X-ray가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소아에서 X-ray의 사용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II B

52. X-ray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위관 삽입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청진만 해서는 안 된다.

2) X-ray 촬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표시한 경장영양관의 외부길이, pH 검사, 

흡인 위액 관찰 방법을 사용한다.

II B

6-4. 경피적 접근장치 유지관리

53. 경피적 접근장치 삽입 후 4시간 이내로 경장영양을 시작 할 수 있다. Very low  Weak for

54. 삽입부위는 매일 순한 비누와 물로 닦고 외부고정 장치의 정확한 위치를 

모니터링한다.
Very low  Weak for

55. 경피적 접근장치가 탈관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최근 삽입 된 위루(7-10일 이내)가 탈관된 경우 내시경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복부벽의 동일한 부위를 통해 새 관을 삽입한다.

2) 삽입 기간이 7-10일을 경과한 후 탈관된 경우 부분적으로 트랙이 형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삽입하여 관의 트랙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위루관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면 방사선검사로 다시 확인 후 

경장영양액 주입을 시작한다.

Very low  Weak for

56. 손상, 파열, 배액/누출 증가, 또는 경피적 위루관 주변의 입구가 확대된 환자의 

경우 원인 확인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확장된 피부입구로 

인한 누출 관리를 위해 더 큰 관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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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경피적 접근장치가 곰팡이균의 집락으로 재질의 변성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하지는 않지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Very low  Weak for

7. 경장영양액의 선택과 준비

7-1. 성인용 경장영양액 선택과 준비 

58. 성인에게 경장영양액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 환자의 현재, 과거 영양상태

- 경장영양이 투여되는 환경

- 경장영양 이유

- 경장영양 시기

- 기저질환

- 환자의 선호도

III C

59. 경장영양액은 환자의 질환명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영양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양액을 먼저 선택한다. 
Very Low Weak

60. 경장영양 준비 전에 전달된 처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III C

61. 경장영양액을 주입용기, 주입백, 주사기에 표준화된 라벨링을 한다.

1) 정확한 환자 이름, 환자등록번호

2) 주입시간, 영양액 종류, 주입 지속시간 등

III C

62. 손상되지 않은 주입장치(보관용기, 주입세트)를 통해 주입하고, 주입기간 동안 

제조업체 권장사항을 따른다. 
III C

63. 영양액 준비 과정에서 오염 예방 및 오염관리가 행해져야 한다. 

1) 상업용 영양액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실온 보관되어야 한다.
III C

2) 영양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III C

3) 영양액은 개봉 즉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 사용되지 않는다면 폐기한다. II B

4) 경장영양관으로 부터의 역류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점적통이 있는 주입세트를 

사용하는 영양펌프를 사용한다.  
I A

5) 영양액 주입시 손위생 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I A

7-2. 신생아용 경장영양액 선택과 준비

64. 영아에게 의학적 금기사항이 없다면 모유를 경장영양액으로 사용한다. III C

65. 미숙아에게 엄마의 모유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기증된 모유를 저온살균하여 사용한다. III C

66. 기증된 모유는 공인된 모유 은행에서 취득해야 한다. 개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않는다. 
III C

67. 모유의 수집, 수령, 보관, 라벨링 및 수유를 위한 의료기관 차원의 정책을 개발한다. III C

68. 모유를 냉동하여 보관하는 경우 라벨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다.

- 영아 이름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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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모유 유축 날짜와 시간

- 산모가 복용한 약물

69. -20℃에서 냉동된 모유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III C

70. 수유를 위해 모유를 4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지 않는다. III C

71. 미숙아에게 필요시 모유강화제가 첨가된 모유를 사용한다. III C

72. 모유강화제는 멸균된 제품을 사용하며 조유실에서 무균적으로 첨가한다. III C

73. 모유를 경장영양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유를 유축하는 엄마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한다. 

- 모유수집

- 보관

- 유축기 세척

III C

8. 경장영양의 주입

8-1. 경장영양의 처방

74. 처방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장영양 처방을 사용한다. 표준화된 경장영양 처방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요소를 

포함한다.

1) 환자정보

- 환자 이름, 생년월일, 연령, 등록번호

- 경장영양 처방 관련 정보: 신장, 체중, 알레르기(예, 음식, 약물)

2) 경장영양액 명칭

- 처방자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명(generic name)으로 기술

(예, 표준, 고단백질)

- 상품명은 기관에서 정의한 속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소아환자에서는 최종 calory/ml를 기술

3) 주입 경로와 경장영양접근장치 

- 경관 팁의 위치에 기반하여 공급경로 기술(위 또는 소장)

- 사용하는 경장영양접근장치 기술(예, 비위관, 구위관,위루관, 비공장관, 

구공장관, 공장조루관, 위공장조루관)

4) 주입방법과 속도

- 주입방법(예. 지속적, 볼루스, 간헐적 주입)

- 경장영양액 주입량과 속도

III C

75. 환자가 급성기 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또는 가정으로 이동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장영양 처방을 준비한다.

1) 환자확인, 과거 경장영양액과 관류, 관 삽입부위와 접근장치, 주입방법과 속도

2) 경장영양 적응도에 대한 과거 검사결과와 임상상태

3) 경구섭취나 정맥영양으로의 전환계획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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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량기반영양공급을 위한 

간호사주도의 경장영양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용량과 속도 증가 방법

- 물 관류의 양과 빈도

II B

77. 처방 시 공인되지 않은 약어, 상징, 용량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III C

78. 경장영양 처방의 전달 오류를 줄이고, 경장영양 처방과정에서 안전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한다.
III C

79. 경장영양 처방이 수정되거나 재 처방될 때 경장영양 처방의 핵심 요소를 기술한다. III C

80. 경장영양 처방자는 환자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예, 중환자, 수술 후, 

혈당조절불량, 수액과 전해질 불안정, 영양재개증후군 위험 환자) 처방을 

매일 검토한다.

III C

81. 신생아와 소아중환자의 경우 처방을 매일 검토한다. 안정된 소아환자의 경우 

처방의 검토 횟수를 줄일 수 있다.
III C

82. 안정된 성인 입원환자에서는 경장영양 처방 모니터링을 2-7일마다로 (1-3회/주) 

줄인다. 
III C

83.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에 있는 환자가 부적응 징후가 없이 경장영양처방이 

안정되면 1-4주마다 모니터한다. 
III C

8-2. 경장영양의 처방의 확인

84. 다음 상황에서 경장영양처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개발한다. 

- 처방요소가 빠진 경우 

- 처방용량이 권고안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경장영양처방이 지침과 일관되지 않거나 부적합성이 있는 경우 

III C

85. 의료인이 경장영양처방을 검토 시 다음 요소를 평가한다.

- 알레르기

- 투약용량계산시 사용한 체중의 적절성

- 현재 임상상태와 영양요구

- 치료의 적응증

- 적절한 열량, 단백질, 미량영양소, 수분공급

III C

86. 약사가 환자에 대한 경장영양처방과 투약처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투약처방에 경장영양처방을 포함시키며 약사는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1) 약물 투여경로의 적절성

2) 약물과 경장영양액의 적합성

3) 투약처방의 최적화 방법

III C

87. 의료인은 환자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예, 입원, 퇴원, 전동) 경장영양처방을 

검토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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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장영양의 시작

88. 경장영양의 시작과 진행은 환자상태, 연령, 접근장치의 경로(위, 소장), 영양요구, 

위장관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III C

89. 스스로 음식섭취를 못하는 영양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입원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해야 한다. 
III C

90. 초기 경장영양 시작 후 가능하면 48-72시간 내에 영양목표에 도달하도록 

진행한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5-7일에 걸쳐 목표로 주의 깊게 진행한다.
III C

91. 중환자는 3일 이내에 경구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경우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III C

92. 소아중환자의 경우 금기가 아니라면 중환자실 입실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하고, 첫 주에 영양목표의 2/3를 달성하도록 한다. 
Low Weak for

93. 중환자에서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 위장관 수축력(장음)을 평가한다. 하지만 

수축력에 대한 명백한 징후가 없더라도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III C

94. 환자가 혈역학적 손상을 받았거나 불안정한 경우 완전히 소생되거나 안정될 

때까지 경장영양을 보류한다. 혈관수축제(vasopressor) 치료가 중지되고 있는 

환자에서는 경장영양의 시작/재시작을 조심스럽게 고려한다.

III C

95. 수술 후 초기에 경구섭취를 시작할 수 없거나, 7일 이상 음식섭취가 부적절할 

것으로(권장량의 50% 미만 섭취)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는 수술 후 

24시간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1) 암으로 두경부 수술, 위장관 수술을 받은 환자

2) 뇌손상을 포함한 심한 외상 환자

3) 수술당시 명백한 영양불량 환자

I A

96. 수술환자에서 경장영양은 낮은 주입속도 (예. 10-20ml/h)로 시작하고, 수술로 

인한 장기능 저하 때문에 주입속도를 개별적으로 주의 깊게 증가시킨다.  
III C

97. 경장영양의 적응도가 향상되어 경장영양으로 목표에너지 요구량의 60% 이상에 

도달하면 정맥영양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양을 줄이다가 중단한다.
I A

8-4. 경장영양의 주입방법

98. 경장영양 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 환자의 임상적 상태

2) 환자의 현재와 과거 영양상태

3) 경장영양 주입환경

4) 경장영양의 이유

5) 경장영양 부작용 유무

6) 환자의 요구

III C

99. 지속적 주입은 환자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영양액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서서히 주입이 필요한 경우, 경장영양의 초기에 시행하며, 점차 간헐적 주입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환자와 비공장관, 위공장관을 가진 환자에게 영양액 주입시 

권장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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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속적 주입은 영양주입펌프로 12-24시간에 걸쳐 주입한다. 주입속도는 

10-30ml/hr로 시작하고 8-12시간마다10-25ml/hr씩 증가시켜 1주일 내에 

목표주입속도에 도달하도록 한다. 

III C

101. 간헐적 주입은 영양백이나 영양주입펌프를 이용해 1회 200-300ml를 

30-60분에 걸쳐 1일 3-6회 주입한다.
III C

102. 볼루스 주입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1회에 250-500ml의 영양액을 10-15분에 걸쳐 주입한다.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일 4-6회 주입한다.

3) 주사기의 외관을 깔때기처럼 이용하여 중력을 이용하여 주입한다. 

주사기 내관으로 영양액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III C

103. 최적의 영양공급을 위해 경장영양 중단을 가능한 최소화한다. I A

104. 짧은 시간 금식상태 (예, 검사절차)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금식과 같은 경장영양 

중단을 가능한 최소화 한다. 
I A

105. 주어진 시간 내에 총주입량을 공급하기 위해 용량기반 처방시스템을 고려한다. I A

106. 영양공급의 중단이 필요할 때에는 중단하고, 용량기반 일일급식량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급식 스케쥴을 조정한다. 
I A

107. 가정에서 경장영양펌프 사용이 예정된 경우 퇴원 전에 급성기 기관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펌프를 미리 사용한다. 
III C

8-5. 경장영양 주입 시 체위

108. 경장영양 주입 전 체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금기가 아니면 환자의 침상을 적어도 30°, 바람직하게는 45°로 상승시킨다.
I A

2) 환자가 상체를 올릴 수 없으나 올리는 것이 금기(예: 불안정 척추)가 아니면 

침대머리를 높이기 위하여 역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한다.
III C

3) 절차 수행을 위해 침대머리를 낮추게 되면, 가능한 빨리 침대머리를 높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III C

109. 경장영양 주입 후 관리는 환자의 상체를 1시간 동안 최소한 30°올린 자세로 

유지하며 바로 눕히지 않도록 한다.
III C

110. 환자의 체위가 적절한지 최소 4시간 마다 모니터한다. 

1세미만 영아는 앙와위로 눕혀서 재우고, 침대머리를 높이지 않는다.
II B

111. 경장영양 환자가 복위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분비물 제거를 돕고, 구강위생을 증진시킨다. 
III C

2) 4시간마다 복부상태를 사정하고, 필요시 장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III C

3) 임상적 적응증이 있으면 위장운동 촉진제의 단기사용을 고려한다. III C

4) 기도흡인 위험이 증가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위 잔류량이 상승한 환자는 

유문 통과관(transpyloric tube)의 삽입을 고려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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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장영양의 중지

112. 음식의 점도에 따른 환자의 연하장애와 기도흡인 위험 평가를 위해 다학제 팀 

(언어치료사 포함)과 의논하여 안전한 경구섭취처방을 확인한다. 경구섭취 

초기에는 개별화된 식이를 제공한다.    

III C

113. 경장영양 중지를 위해 일관된 급식 일정을 확립한다. III C

114.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 지속적 주입을 간헐적 주입으로 전환한다.   III C

115.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 경구섭취시간을 경장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에 맞추어 

조정한다. 경구섭취의 보충수단으로 간헐적 주입이나 야간에 지속적 주입의 

시행을 고려한다. 

III C

116. 경구섭취 시 삼킴 상태, 영양과 수분공급 상태, 호흡 합병증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경장영양공급을 조절한다.
III C

117. 경구섭취가 안정되기 까지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음식섭취와 관련된 문제를 

기록한다.
III C

118. 열량섭취가 체중목표를 충족하기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주 1회 

체중을 측정한다.
III C

119. 경구섭취로 에너지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경장영양의 중단을 

고려한다.  
III C

9. 경장영양의 유지관리

9-1. 경장영양 시 관류

120. 지속적 주입으로 경장영양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마다, 간헐적 주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과 후에 영양관을 관류한다. 성인환자에서 지속적 주입 

시 매 4시간마다, 간헐적 주입 시 주입 전과 후에 30ml의 물로 영양관을 

관류한다.

II B

121. 신생아 및 소아 환자의 경우 영양관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은 양의 물을 

관류한다.
III C

122. 경장영양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큰 직경의 경장 영양관을 사용한다. 
II B

123. 경장영양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매 근무조마다, 또한 약물을 투여 할 때마다 

관류한다.
II B

124. 영양관 내에서 위산에 의해 영양액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폐색될 수 있으므로 

위 잔류량 측정 회수를 제한한다.
III C

125. 경장영양액, 주입 세트 및 경장영양관을 다룰 때는 무균술을 사용한다. III C

126. 느린 속도로 경장영양액을 주입할 경우(예, 신생아), 경장영양펌프를 사용하고 

펌프 알람에 즉각 대응한다.
II B

127. 면역 저하 또는 중환자에서 관류 시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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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장영양관 폐색 시 관류

128. 경장영양관 폐색 시 50mL 주사기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을 관에 주입하고 

주사기의 내관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인다. 
III C

129. 위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여 

녹이거나 관을 교체한다.
III C

9-3. 경장영양을 위한 주입기구 관리

130. 영양주입펌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III C

131. 의공학 부서에서 영양주입펌프가 계속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고 알람기능을 

하는지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
II B

132. 가볍고 이동이 가능하며 사용하기 편하고 정확한 영양주입펌프를 사용한다. 

가정에서 펌프의 지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펌프 

사용을 고려한다.

II B

133. 영아에게 소량의 경장영양액을 정확하게 주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린지펌프를 

사용한다. 
II B

134. 모유는 지방이 잘 분리되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볼루스주입을 한다. 

모유를 천천히 주입하기 위해 시린지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주사기 앞쪽이 위로 

향하도록 펌프를 세워서 분리된 지방층이 시린지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영아에게 모유의 수분만 주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때 주사기는 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III C

135. 경장영양액의 주입 시 가능한 폐쇄형 주입 시스템을 사용한다. 

폐쇄형 주입 시스템 용기는 최대 4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개봉하여 사용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버리도록 권장한다. 

II B

136. 개방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권장사용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으므로, 남은 영양액에 새로운 영양액을 추가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 개방형 경장영양주입 시스템의 주입시간을 최대 4-8시간(가정에서는 

12시간)으로 제한한다.

2) 재구성 분말 제품 또는 영양강화제의 주입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다.

III C

137. 주입용기와 주입세트의 사용 시간은 제조업체의 권장 기준을 초과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
III C

138. 미생물 성장 및 생물막 형성의 위험을 줄이려면 경장영양 주입세트에 

불필요하게 다른 기구를 추가하지 않는다(예,3-way).
II B

139. 안전한 경장영양 준비 및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1) 손위생(가장 중요)과 경장영양 준비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경장영양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과, 가정 내에서 지속할 환자 및 가족/돌봄제공자

에게 시행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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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경장영양 준비 및 관리 과정에서 손위생을 한다. 장갑을 사용할 때는 

깨끗한 장갑이어야 하며 장갑을 낀 채로 관련없는 다른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3) 최소한의 조작이 필요한 경장영양 공급시스템을 선택한다.

4) 경장영양 준비를 위해 깨끗한 작업대를 사용한다.

5) 경장영양 전용장비를 사용한다.

6)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경장영양액을 보관한다. 준비되어 개봉된 영양액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준비 또는 개봉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남은 용액을 

폐기한다. 

140. 경장영양 공급 시 접촉 오염을 최소화하고 체액에 노출될 위험을 줄인다.

1) 깨끗한 작업 표면을 제공한다(예, 관연결부 아래에 깨끗한 작은 수건).

2) 영양관과 주입세트를 분리해야할 경우에는 손위생 후 장갑을 사용한다.

II B

141. 관류 및 약물공급을 위한 주사기 및 용기를 포함한 모든 기구는 가능한 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깨끗한 장비는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II B

10. 경장영양 주입 감시

10-1. 경장영양 주입감시의 일반적 원칙

142.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영양 재사정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매일 

또는 주별로 모니터하고 평가 및 기록한다. 

- 신체검진, 임상검사, 신체계측지수 변화

- 질병 중증도, 임상적 상태변화

-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 

- 경장영양액의 주입상태 및 적응도 

- 영양불량 위험

Very low Weak for

143. 장기요양기관에서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대상자는 영양상태를 최소한 매월 1회 

재평가한다.
Ⅲ C

144. 가정에서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대상자는 영양상태를 최소한 분기마다 1회 

재평가한다.
Ⅲ C

10-2. 경장영양의 적응도(tolerance) 평가 

145. 경장영양을 주입하는 대상자의 적응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 총 목표 열량 대비 섭취율

- 열량부족 여부

- 부적절한 중지 여부

Very low Weak for

146. 경장영양을 주입하는 대상자는 개인별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일 적응도를 

사정한다.

- 위장관 기능에 대한 주관적 호소: 복부 불편감, 복통

- 객관적 자료: 위 잔류량, 구토, 설사, 가스배출 및 배변감소

- 신체검진결과: 복부팽만, 장음증가 또는 소실

Ⅱ B

147. 부적절한 경장영양 중지와 진단적 검사나 시술로 인한 금식은 장폐색을 

진행시키거나 부적절한 영양공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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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경장영양 주입 시 위 잔류량 감시

148. 경장영양을 하는 모든 입원환자 및 중환자에게 위 잔류량을 정규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Low

Weak 

against

149. 중환자에서 다른 부적응(intolerance)의 징후가 없다면 500ml 미만의 

위 잔류량에서 경장영양을 중지하지 않는다.
Ⅰ A

150. 신생아에서 위 잔류량은 영양섭취 부적응의 지표로서 유용하지 않으므로 

측정하지 않는다. 
Ⅲ C

11. 경장영양의 합병증(complication or intolerance) 예방과 관리

11-1. 영양재개 증후군(refeeding syndrom)

151. 경장영양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화된 모니터링과 간호를 시행한다. Ⅲ C

152. 경장영양을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2주를 초과하는 부적절한 영양섭취

-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환자

- 치료 전과 치료중인 암환자

- 거식증 환자

- 단장증후군 환자

- 염증성 대장염 환자

- 독거노인

- 저체중아와 미숙아

- 만성 감염성 질환자(예. HIV)

Ⅲ C

153.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합병증(예. 호흡부전증, 심부전, 

심부정맥, 근육소실, 경련과 혼수 등) 발생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Ⅲ C

154.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지표(예. 수분공급균형, 체중, 칼륨, 

마그네슘, 인)와 대사성 지표(예, 혈당)를 평가하며, 비정상적인 경우 경장영양 

시작 전에 교정한다. 

Ⅲ C

155. 영양재개증후군 위험이 있는 환자의 예방을 위해 경장영양공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장영양 시작 첫날 목표요구량의 25%로 시작한다.

Ⅲ C

2) 영양재개증후군 위험이 높은 경우 전해질과 수분상태를 모니터하면서 

경장영양 목표량 도달까지 3-5일에 걸쳐 서서히 증가시킨다.
Very low Weak for

156. 경장영양의 시작과 함께 정맥 또는 경구로 비타민 B1(티아민) 보충제를 

투여하며, 혈청 칼륨과 마그네슘, 인, 혈당을 모니터하여 필요시 보충한다.
Ⅲ C

11-2. 기도흡인

157.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모든 대상자는 기도흡인의 위험을 정규적으로 사정하고 

기도흡인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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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모든 기도흡인 고위험 환자에게 기도흡인위험 예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위장운동촉진제를 사용한다. Low Weak for

2) 경장영양관의 삽입 위치를 유문후부 또는 소장에 위치하도록 한다. Moderate Strong for

3) 볼루스(bolus) 주입법을 지속적 주입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Very low Weak for

159. 경장영양 주입을 시작하기 전 영양관이 적절한 위치(처음 삽입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Ⅰ A

160. 진정이 필요한 환자는 가능한 최소진정수준으로 유지한다. Ⅲ C

161. 기도흡인의 위험이나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간호중재를 시행한다.

1) 인공기도삽관을 한 환자가 경장영양을 하는 경우 침상머리를 30°–45° 
상승시킨다.

Ⅰ A

2) 1일 2회 클로르헥시딘으로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Ⅱ B

3) 경장영양 시행 후 침대머리를 최소한 30°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한다. Ⅲ C

11-3. 설사

162.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설사의 위험성을 예방한다. 

1) 영양액과 주입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영양액의 준비 및 주입 전에 손위생을 하고 무균적으로 준비한다.

3) 냉장한 영양액은 차갑지 않게 실온상태로 주입한다.  

Ⅲ C

163.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 경장영양과 관련된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것인지 고려한다.
Ⅱ B

164. 경장영양을 시행 중인 환자에게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설사를 하면 주입속도를 줄이고 영양집중지원팀과 의논한다.

2) 경장영양을 중지하기보다는 원인 확인 후 적절한 치료가 결정되기까지 

경장영양을 지속한다.    

3) 세균성 장염(예. Clostridium difficile, E coli 등)이 의심되면 의사나 

영양집중지원팀과 상의한다.

4) 항생제, 변완화제, 제산제, NSAIDs 등 약물주입이 있을 경우 설사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 

Ⅲ C

165. 경장영양을 시행 중인 환자에게 원인미상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영양액을 주입한다.

1) 표준 경장영양액에 발효된 수용성 식이섬유를 보충한다. Very low Weak for

2) 상업용 섬유소제제(수용성 또는 불용성)로 전환한다. Low Weak for

3) 가수분해 영양액(small peptide), 중쇄 중성 지방산(Medium-chain  

Triglyceride, MCT) 오일이 혼합된 영양액 주입을 고려한다.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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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변비

166.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변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 및 관리한다. 

변비는 장운동 저하, 수분섭취 부족, 섬유소 섭취 부족, 약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공급, 섬유소 함유 영양액의 사용, 장운동의 자극을 

처방에 따라 시행한다. 

Ⅲ C

12. 경장영양 시 약물주입

12-1.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주입의 일반적 원칙

167. 경장영양관 약물준비와 투약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안전한 실무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따른다. 
III C

168. 각각의 약물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투여하기 위한 간호 정책과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따른다.
II B

12-2.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주입시의 준비

169.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대상자와 경장영양관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현재의 섭취상태(섭취가능, 금식, 약물을 제외 금식)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가능한 약물투여경로를 확인한다(예, 구강, 비위관, 위루관 등).  

3) 약물주입을 방해할 수 있는 대상자의 위장관 상태(예, 오심 구토, 장폐색 

등)를 파악한다.            

4) 삽입된 경장영양관을 상표명이나 색깔이 아니라 시작부위, 말단부위(비위, 

피하공장루 등), 직경(예, 12Fr)등으로 확인한다.   

5) 경장영양관의 개방성 및 경장영양액과 관류액을 확인한다.  

II B

170. 경장영양관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  

1) 약물제형이 경장영양관으로 투여하기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① 캡슐개봉 또는 정제분쇄로 인해 약물 흡수 및 효과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약물은 피한다. 

② 만일 분쇄가 흡수를 변화시키면, 투여 가능한 제형, 또는 투여경로를 

고려한다(예, 분쇄 또는 개봉 가능한 제형, 시럽, 가루약 등).

2) 약물 및 제형은 경장영양관의 말단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하여야 한다.  

① 경장영양관의 말단부위가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② 팽창성 약제, 고삼투압성 또는 고점액성 약물을 피하도록 한다.  

3) 투약 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는 약물처방(예, 분쇄, 희석, 혼합)을 확인한다. 

III C

171. 경장영양을 받는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처방을 확인하고, 투여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무기록지에 기록한다. 
III C

12-3.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주입방법

172. 간호사는 의사처방에서 약물, 용량, 투약형태, 경로와 접근장치를 확인한다. III C

173. 약사는 의사처방에 따라 경장영양관으로 주입되는 각각의 약물의 안전성, 

안정성, 적합성을 검토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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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경장영양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 간호사는 약사와 상담한다. III C

175. 경장영양액에 약을 직접 혼합하지 않는다. II B

176. 적절한 주입경로로 각각의 약물을 분리해서 투여한다. II B

177. 경장영양관을 통해 투약할 때 서로 다른 약물을 함께 혼합하여 투여하는 것을 

피한다.
II B

178. 경장영양관 주입이 적절한 경우라면 이용 가능한 액체 제형을 사용한다. 

액체 제형이 부적절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즉각적으로 유리되는 고체 제형

(속붕해 제형)으로 대체한다.

II B

179. 경장영양관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액체 제형이거나 물에 용해되는 약물: 그대로 주입 또는 정제수에 녹여 주입

2) 분쇄 가능한 정제(Tablet):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여 정제수에 녹여 주입

3) 개봉 가능한 경질 캡슐(capsule): 개봉하여 분말을 정제수에 녹여 주입  

II B

180. 경장영양관으로 주입되는 약물을 정확히 계량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구를 사용한다.  
III C

181. 경장영양관을 통하여 약물을 투입하기 위하여 깨끗한 ‘경장영양용’ 주사기를 

사용한다(≥20 mL with ENFit device).
III C

182. 약물주입의 시간에 맞추어 적절하게 관세척을 실시한다.

1)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경장영양을 중단하고 최소한 15ml의 물로 

경장영양관을 관류시킨다.   

I A

2) 약물은 ‘경장영양용’이라고 표식을 붙인 주사기만을 사용하여 주입한다. II B

3) 약물 주입 후 환자의 체액 상태를 고려해서 적어도 15ml의 물로 다시 한번 

경장영양관을 관류한다. 
I A

4) 약물 주입시마다 이상의 절차를 반복한다. 1 A

5) 소아인 경우 관류양은 수액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5ml를 사용한다.  I A

6) 다음 투약에서도 반복한다.  I A

7) 최소한 15mL의 물로 마지막에 한번 더 관을 관류한다. I A

183. 약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지속적 경장영양액 주입을 중단한 경우에는 약물주입 

후 시기적절하게 경장영양을 다시 시작한다. 만일 약물과 경장영양액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약물생체이용률의 변화가 초래되어 경장영양액 주입과 약물주입을 

분리해야 하면 30분 또는 지정된 시간만큼 영양주입을 중단한다.

I A

184. 약물간의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의 조제 시에는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며 손위생을 실시한다. 
III C

13.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장영양

13-1. 내과적 중증환자의 경장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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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급성 호흡 부전이 있는 중환자에서의 특수영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CO2 생성을 감소시키도록 만들어진 특수 고지방/저탄수화물 영양액을 

권장하지 않는다.

Very low
Weak 

against

2) 체액 과부하 상태에 있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수분이 제한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경장영양액을 고려한다. 
Ⅲ C

186. 급성 신손상 (acute kidney injury)이 있는 중환자의 특수 영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표준영양액 단백질(1.2-2g/kg실제체중/d) 및 에너지(25-30kcal/kg/d) 

표준권장량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중요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전해질 프로파일을 갖춘 신부전용 

특수 영양액을 고려할 수 있다.

Ⅲ C

3) 혈액투석 또는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를 받는 

환자에게 최대 2.5g/kg/d 까지 단백질을 공급한다.
Very low Weak for

187. 급·만성 간질환이 있는 중환자의 특수영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장영양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Ⅲ C

2) 표준 영양액(standard enteral formulations)을 사용한다. Ⅲ C

188. 급성 췌장염이 있는 환자의 특수영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증 급성췌장염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7일 이내에 

구강섭취를 진행하지 못하면 특수 영양 요법을 고려해야한다

Very low Weak for

2) 중등도에서 심한 급성췌장염 환자는 비위관 또는 구장관를 삽입하고 입원 

후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해야 하며, 영양비율(trophic rate)과 

체액량 소생(fluid  volume resuscitation)이 충족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Very low Weak for

3)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정맥보다 

경장영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Very low Weak for

4)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경장영양의 시작은 표준 영양액(standard 

polymeric formula)을 사용한다.
Low Weak for

5)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경장영양 불가능할 때 췌장염 발병 1주 후에는 

정맥영양의 사용을 고려한다.
Ⅲ C

189. 패혈증이 있는 환자의 영양공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심한 패혈증/패혈성 쇼크를 진단받은 중환자는 소생이 완료되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되면 진단 후 24-48 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경장영양을 시행한다.
Ⅲ C

2) 패혈증 초기단계에 영양공급을 10~20kcal/hr 또는 최대 500kcal/d로 

제공하고 중환자실 입실 24-48시간 이후 첫 주 동안 에너지 목표의 80%까지 

증량하며 단백질은 1.2-2g/kg/d를 권장한다.

Ⅲ C

190. 비만이 있는 중환자가 스스로 섭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4-48시간 이내에 조기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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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경장영양을 받는 비만한 중환자에서 고혈당, 고지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체액과다 및 간지방 축적의 악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Ⅲ C

13-2. 외과적 수술 환자의 경장영양

192. 모든 장기이식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영양모니터링과 전문가에게 식이 상담할 

것이 권장된다.
Ⅲ C

193. 장기 이식환자에게 영양불량이 있을 경우 경구영양보충제를 추가하거나 

경관영양이 권장된다.
Ⅲ C

194. 심장, 폐, 간, 췌장 및 신장 이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음식의 조기 섭취 

또는 경장영양이 권장된다.
Ⅲ C

195. 소장이식 환자에게 이식 후 경장영양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지만 첫 주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증가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을 

병행해야 한다. 

Ⅲ C

196. 모든 영양불량을 가진 암환자와 주요 복부수술을 받는 고위험 환자에게 수술 

전 경구영양 보충제를 제공해야한다. 
Ⅰ A

13-3. 외상환자의 경장영양

197.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환자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되면 외상 24-48시간 이내에 

조기경장영양을 시작한다. 
Low Weak for

198. 외상으로 인해 복부에 개방창상(open abdomen)이 있는 환자가 장손상이 

없다면 외상 후 24-48시간 안에 조기 경장영양을 시행한다.
Ⅲ C

199. 외상으로 인한 화상환자가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영양공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스스로 경구 섭취한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경장영양을 제공해야한다.

2) 가능하다면, 손상 후 4-8시간 이내에 조기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3) 1.5-2g/kg/d 범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한다.

4) 경장영양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응할 수 없는 화상환자는 정맥영양을 

고려한다. 

Ⅲ C

13-4. 말기환자의 경장영양 근거수준 권고등급 G R A D E

200. 인공영양은 완화치료의 일부이므로 완화의료를 받는 환자에서는 환자의 생존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장영양 및 비경구 영양을 고려해야 한다.
Ⅲ C

201.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에서 경장영양 중재는 개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Ⅲ C

202. 말기환자에서 위루관을 거치하는 결정은 예후에 관계없이 환자의 자율성과 그 

환자와 가족의 바램에 의해 결정한다.
Very low Weak for

203. 말기환자에서 경피적 위루술의 거치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양, 

수분 및 약물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병원에서 집 가까운 시설로 이전을 용이하게 

하므로 고려한다. 

Very low Weak for

204. 말기 암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장영양을 제공한다.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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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장영양의 오류예방

14-1. 경장영양의 안전한 환경조성

205. 경장영양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다학제팀에서 점검하며, 

경장영양과 관련된 오류를 분석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경장영양접근장치(EAD) 사정 및 간호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2) 경장영양액 주입시간과 영양액 사용일시에 대한 적절한 라벨링에 관한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3) 경장영양액이 오염된 경우를 점검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경장영양접근장치를 통한 투약, 관류 및 폐색제거 절차가 포함된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Ⅲ C

206. 상업용 용액이나 분말을 이용한 경장 영양액을 준비하는 경우, 안전한 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훈련된 인력이 엄격한 무균술에 따라 준비하도록 한다.   

I A

2) 영양액을 조제할 때는 멸균수를 사용한다. Ⅲ C

3) 영양액은 조제한 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Ⅲ C

4) 조제한 영양액은 실온에서 4시간이상 두지 않는다. 4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폐기한다. 
Ⅲ C

5) 냉장보관한 영양액과 사용하지 않는 영양액은 24시간 내에 폐기한다. Ⅲ C

6) 따는 마개대신 돌리는 형태의 뚜껑이 달린 용기의 영양액을 사용한다. I A

207. 믹서기에 간 영양액 (Blenderized Tube Feedings, BTF)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BTF는 프로토콜에 따라 준비하며 사용한 기구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2) 볼루스 주입에 부적응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위루부위가 

감염되지는 않았으나 성숙되지 않은 환자는 BTF를 사용하지 않는다. 

3) BTF의 총 주입시간은 2시간 이내이다.

4) BTF는 14Fr. 크기 혹은 그 이상의 관을 이용해 위루로만 주입한다.

5) 안전한 식품취급방법을 사용하며 준비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또한 24시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BTF는 폐기한다. 

II B

208.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관의 위치 

- 피부 상태

- 적응도 

- 특수검사(예; 단백질, 전해질 불균형여부)

- 경장영양액 준비를 위한 주의사항(분말사용관련 지시사항, 캔이나 용기는 

내용물을 흔들어 사용하기, 알코올로 캔 닦기)

- 영양집중지원팀 의뢰

- 침상머리 상승

- 구강간호 필요여부

- 필요 시 위 잔류량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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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연결오류와 예방

209. 경장영양관과 연결라인이 분리된 것을 비전문인이나 방문자가 발견하면 직접 

연결하지 않고 경장영양접근장치 사용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재연결하도록 한다.

Ⅲ C

210. 분리된 경장영양관을 연결라인과 다시 연결할 때에는 삽입지점을 찾아 확인 

후 연결한다. 
Ⅲ C

211. 정맥주입용 수액백과 경장영양액을 걸어둔 수액걸대를 다른 위치에 두고 

두 개의 연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경장영양관의 연결라인은 환자 머리 쪽, 정맥주입라인은 발치 쪽). 

Ⅲ C

212. 정맥주입기구나 경장영양기구의 변형은 연결오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변형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213. 환자의 이동이나 인계과정에서는 경장영양관의 연결부위 및 위치변경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Ⅲ C

214. 경장영양관과 정맥주입라인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라벨이나 색상으로 구분하며, 직원들을 교육한다. 
Ⅲ C

215. 경장영양백의 라벨은 정확하게 표기한다. Ⅲ C

216. 경장영양액 백과 3-in-1 PN 혼합액은 유사하여 혼동되므로 경장영양액 백의 

라벨을 표기하고 확인한다.
Ⅲ C

217. 경장영양액 주입용기에 ‘정맥주입용이 아님’이라고 표기하여 잘못 연결되는 

위험을 줄인다.
Ⅲ C

218. 상업용 경장영양 주입용기 라벨링을 처방에 비추어 주의 깊게 확인한다. 

이때 유사발음의 제품명이나 유사모양의 제품인지 확인한다. 
Ⅲ C

219. 경장영양액의 준비과정에서 제품이나 용기의 손상, 영양액의 변성, 폐기일자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Ⅲ C

220. 경장영양을 중단하거나 주입기구가 분리된 경우 경장영양접근장치의 원위부를 

깨끗한 캡으로 씌운다. 
Ⅲ C

221. 경장영양관의 잠금장치는 정맥주입라인에 연결될 수 없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Ⅲ C

222. 정맥주입펌프를 경장영양액 주입에 사용하지 않는다. 모유수유나 다른 

영양공급을 위하여 시린지 펌프를 사용할 때 정맥주입용 시린지 펌프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장영양을 주입하는 펌프에는 ‘경장영양용’이라고 

분명하게 라벨이 있어야 한다. 

Ⅲ C

223. 경장영양관으로 약물을 주입할 경우 정맥주입라인에는 연결되지 않는 

경장영양용 주사기를 사용한다.  
Ⅲ C

14-3. 오류의 확인과 보고 및 기록

224. 환자안전을 위해 경장영양과 관련된 오류를 식별하고 보고하며 기록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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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장영양 교육

15-1. 경장영양을 위한 대상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225.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장영양과 관련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장영양의 이유 및 장단기 영양목표

2) 주입 장치, 경로 및 방법, 영양액 및 처방용량

3) 가정에서 경장영양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물품

4) 주입 세트, 주입 펌프 및 주사기를 포함한 사용법과 청결한 관리

5) 공급 튜브 및 관 고정 방법, 관 주위피부 관리, 관류 및 튜브 폐색 관리

6) 영양 및 수분공급 지침: 영양공급 계획 및 처방, 수분상태 모니터링

7) 체중 측정 및 검사 권장 사항

8) 영양액의 안전한 준비와 관리

9) 약물의 안전한 준비 및 관리

10) 주입 중/후 적절한 체위

11) 합병증 확인 및 관리(기계적, 위장관, 대사적)

12) 사용 가능한 자원, 응급 치료 계획 및 의료인 연락처

Ⅲ C

16. 간호기록 

16-1. 경장영양을 위한 간호기록

226. 경장영양관 삽입 시에는 삽입시술자, 관의 종류 및 크기, 관 말단부의 위치, 

관의 삽입길이, 환자상태 등에 대해서 기록한다.
III C

227. 경장영양을 유지하는 동안 사정할 때마다 관의 종류 및 크기, 관의 말단부의 

위치, 관의 삽입길이, 관의 위치 확인 방법과 결과,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기록한다.

III C

228. 경장영양 주입 후에는 경장영양주입의 시작시간, 경장영양액의 용량, 주입방법, 

주입속도, 필요시 위 잔류량, 침상머리의 상승과 경장영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복부 사정상태, 관의 개방성, 관 삽입부위의 피부상태, 추가적인 관류액의 

양, 빈도,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관의 교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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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배경

(2019년 개정)

1. 일반적 지침

1-1. 경장영양에 대한 일반적 지침 

배경

1-4.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 1990). 경장영양 간호실

무지침도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효과가 검증된 경장

영양 간호중재에 대한 인식과 실무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장영양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경장영양 대상

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비용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한다(Melnyx & Fineout-Overholt, 2005). 이

를 위해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은 경장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실무지침이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을 주기로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구미옥, 조용애, 은영 등, 

2016).

5. 

영양지원 과정은 개별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교류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Gurgueira, Leite, Taddei, de Carvalho. 

2005). NICE 경장영양실무지침(2006)에서는 의료기관은 영양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대상자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요구, 영양지원을 위한 대안들, 영양지원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개념들, 영양지원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여 영양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6.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은 영양불량이 있는, 또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영양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질병의 빠

른 회복, 합병증의 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의료비의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각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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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다. 1960년대 후반에 정맥영양이 

개발되면서 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을 투여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영양지원을 

위해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 NST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NST의 활성

화와 표준화를 위한 NST 인증사업이 시작되어 2014년 8월부터 ‘집중영양치료료’가 수가화되어 NST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박예연, 박수정, 2015). 집중영양치료료의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NST는 4가지 직종에서 각각 한 명 이상씩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NST 팀별로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NST의 의사, 약사, 간호

사는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이 있

어야 한다(박예연, 박수정, 2015). 

7-8. 

의료기관에 따라 NST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나 NICE 지침(2006)에서는 대상자

의 영양지지를 위하여 적어도 1인 이상의 영양지원전담간호사가 다른 영양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영양지지를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양지원전담간호사의 역할

에는 영양관련 합병증의 최소화, 병동간호사를 위한 영양지원관련 교육, 영양지원 프로토콜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NICE, 2012).

2. 특수영양의 일반적 원칙

2-1. 특수영양의 공급

배경

9. 

외상, 화상, 뇌손상, 주요 예정된 수술, 췌장염 환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환자 집단에 대한 여러 

메타 분석을 통해 정맥영양에 비해 경장영양 잠재적 이득이 큰 것으로 제안되어왔다

(Braunschweig, Levy, Sheean, et al., 2001; Moore, Feliciano, Andrassy, et al., 1992; Gramlich, 

Kichian, Pinilla, et al., 2004; Peter, Moran, Phillips-Hughes, 2005).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을 비교한 

메타 분석을 통해 사망률 차이는 없었지만, 감염 감소, 합병증의 감소, 입원 기간 단축이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경장영양과 정맥영양 간의 결과에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의가 점차적으로 중등도 포도당 조절, 더 좋은 정맥 지질 영양액, 과잉 영양 회피, 위험에 

대한 관리 프로토콜 사용(혈류 감염 예방,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혈전 형성 예방 등등)을 적극적으

로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중환자 2,4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RCT에서 두 

가지 영양 치료 방법에 따른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감염, 장기부전, 병원 입원기간 및 사망

률)(Harvey, Parrott, Harrison, et al.,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맥영양의 위험편익비(위해성-유

익성 비: Risk-Benefit Ratio, RBR)는 경장영양의 비율보다 훨씬 더 좁다. 따라서 정맥영양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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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열량 및 단백질 공급 목표 도달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사용

하도록 적용을 보류해야한다. 

10. 

영양위험이 낮거나 중정도의 위험을 가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10-20mL/hr 또는 10-20 kcal/hr 

정도의 영양공급(trophic feeding)은 점막 위축을 예방하고 위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만 고위험 환자의 경장영양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고위험 환자의 경장영양 

치료 연구에 따르면 목표 에너지의 50-65%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화상 및 골수 이식 환자에게 장 

투과성 및 전신 감염 증가에 대한 예방, 머리 손상 환자에서의 인지 기능의 신속한 복귀, 고위험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Heyland, Dhaliwal, Jiang, et al., 2011; Jabbar, Chang, 

Dryden, et al., 2003; Taylor, Fettes, Jewkes, et al., 1999; Hiesmayr, Schindler, Pernicka, et al., 2006).

11.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 Jie 등은 수술 전에 충분한 영양 치료(> 10kcal/kg/d 7일 동안)를 받은 

고위험 수술 환자(NRS-2002 ≥ 5:3점 이상이면, 영양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고 영양 치료 계획이 시

작되어야 함)는 불충분한 치료를 받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병원 감염 및 전반적인 합병증의 

감소를 보였으나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경장영양이 충분성 여부와 합병증 발생과는 관련이 없었다

(Jie, Jiang, Nolan, et al., 2012).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Heyland는 NUTRIC 점수가 6 이상인 고위험

군 ICU 환자의 목표 에너지 전달량의 증가는 사망률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장 

낮은 사망률은 경장영양의 목표를 80% 이상 제공했을 때 달성되었으나 저위험 환자의 경우 상관관

계가 없었다(Heyland, Stephens, Day, et al., 2011). 영양지원팀은 영양지원을 의뢰받는 경우 대상자

의 총 영양섭취와 영양상태 평가 및 적응도, 지원예상 기간을 고려하여 자문한다.  

2-2. 특수영양의 요소

배경

12. 

간접 열량 측정법(Indirect Calorimetry, IC)은 열량 필요량을 결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표준

측정방법이 되므로 임상에서 사용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McClave, Martindale, Kiraly, 

2013). 고위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1-2회의 열량 소비가 측정되어야 하며, 열량 소비에 적합한 

영양 치료를 촉진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McClave et al, 2013; Schlein, Coulter, 2014). 그러나 

간접 열량 측정법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와 측정자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접 열량 측정기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간접 

열량 측정의 타이밍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인공호흡기 공기 누출이나 흉부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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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설정(호기말양압 등), 지속적 신장 대체 요법(CRRT), 물리 치료 및 과도한 운동(Schlein, 

Coulter., 2014) 등이 있다. 의료기관내에 간접열량측정기(IC)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예측공식 또

는 단순화된 체중기반 공식(25-30kcal/kg/d)을 사용한다. 단순화된 체중 기반 공식을 사용하는 유일

한 장점은 간단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체액 소생술을 받은 환자나 부종이 있는 중환자의 경우에는 

건체중(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부종이 없는 상태의 체중) 혹은 일반적인 체중을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Harris Benedict, Penn State, Miffl in-St Jeor, Ireton Jones 등과 같은 여러 예측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Neelemaat, van Bokhorst-de van der Schueren, Thijs, et al., 2012; Miffl, St Jeor, 

Hill, et al., 1990). 이들 공인된 방정식의 정확도는 간접 열량 측정기(De Waele, Opsomer, Honoré, 
et al., 2014; Neelemaat, Bosmans, Thijs, et al., 2012)로 측정 한 값의 40~70%에 해당하므로 극단적

인 비만 환자(McClave, Martindale, Kiraly, 2013)와 같은 특정 그룹에 대한 잠재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인된 예측식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13. 

심각한 저체중 환자는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이므로 30kcal/kg 목표는 신중하게 

달성해야한다(Cederholm, Barazzoni, Austin, et al., 2017). 영양재개증후군의 스크리닝을 위한 기준 

및 요인은 ‘경장영양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참고할 수 있다.

14. 

중환자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단백질 공급이 총열량 공급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에 대한 전향적인 관찰 연구에서 단백질 1.3g/kg 

제공과 열량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28일 사망률이 50% 감소했지만 열량 목표만 충족되고 단백질

이 더 적게 제공되는 경우(0.8g/kg)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았다(Weijs, Sauerwein, Kondrup, 2012). 

또 다른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 단백질이 더 많이 제공될수록 28일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그룹 1: 

0.79g/kg, 사망률 27%, 그룹 2: 1.06g/kg, 사망률 24%, 3군: 1.46g/kg, 사망률 16%)(Allingstrup, 

Esmailzadeh, Knudsen, et al., 2012). 따라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이전에 고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15. 

Starke, Schneider, Alteheld, et al.,(2011)이 수행한 무작위대조연구에서 단백질 1.0g/kg 섭취군과 

0.7g/kg 섭취군을 비교하였다. 1.0g/kg 단백질을 섭취한 군은 체중 감소가 적고(p=.008), 기능적 

상태(SF-36 기능 요약 척도)가 더 향상되었으며(p=.030), 합병증 위험이 더 낮았고(p=.035), 항생제 

사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p=.033) 다중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단백질 요구량은 하루에 

최소한 1.0g 단백질/kg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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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항산화 비타민(비타민 E와 아스코르브산 포함)과 미네랄(셀레늄, 아연 및 구리 포함)은 특히 화

상, 외상 및 인공호흡기 적용 중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Berger, Spertini, Shenkin, et al., 

1998; Nathens, Neff, Jurkovich, et al., 2002). 또 다른 연구에서 항산화제와 미량 무기질 보충은 

전체 사망률(RR=0.8, CI 0.7-0.92, p=.001)의 유의한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Andrews, 

Avenell, Noble, et al., 2011). 

17. 

면역 영양 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소아에 있어서 임상 결과 측면에서 우월

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아직은 자료가 부족하여 소아중환자에게 면역 영양 섭취를 권장할 수 없다

(Briassoulis, Filippou, Hatzi, et al, 2005; Briassoulis, Filippou, Kanariou, et al., 2005). 

3. 경장영양의 일반적 원칙

3-1. 경장영양의 공급

배경

18. 

경장영양의 시작 시 일반적으로 영양액을 희석할 필요는 없다. 희석된 영양액의 낮은 삼투질 

농도와 높은 pH는 희석하지 않은 영양액에 비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희석과정에서 미생

물 오염으로 인한 설사로 인한 부적응(intolerance)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Bankhead, Boullata, 

Brantley, et al., 2009).

20. 

열량공급의 초과는 부정적인 환자결과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장영양으로 목표열량을 충족

시킨 경우 정맥영양의 추가가 환자결과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장영양으로 목

표열량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정맥영양을 추가 공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장 영양으로 목표열

량의 하한선조차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맥영양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Kreymann, Berger, 

Deutz, et al., 2006).

21. 

전문가의 특별한 조언이 없는 경우에는 30kcal/kg/d(표준 영양액 30ml/kg/d)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양불량이나 대사불안정 환자는 영양재개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10kcal/kg/d로 시작

해야 한다(McAtear, Arrowsmith, McWhir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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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의 초기 72-96시간 동안에는 남성은 25-30kcal/kg, 여성 20-25kcal/kg가 과다할 수 있다

(Ibrahim, Mehringer, Prentice, et al., 2002; Krishnan, Parce, Martinez, et al., 2003). 그러나 안정화 

및 회복(동화 작용 단계) 동안 동화 작용 재구성을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열량 25-30kcal/kg가 

필요하다.  

심각한 영양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장영양을 받은 환자가 정맥영양을 받은 환자보

다 2.5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이는 경장영양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전달경로보다는 주어진 양에 더 의존한다고 판단하여, 심한 영양불량 환자에서 경장영

양으로 목표열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보조적으로 정맥영양을 사용하여 완전히 충족시켜야한다

(Braunschweig, Levy, Sheean, et al., 2001). 

22. 

중환자실 대다수의 환자의 경우 1~1.5kcal/mL 영양액이 적절하며 잘 적응한다(McClave, Taylor, 

Martindale, et al., 2016).  

23. 

경장영양은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에게 영양을 제공하는데도 선호되는 방법이다. 소아중

환자에게 조기 경장영양 시작과 유지에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가 있으나, 이들 장애의 상당

수는 피할 수 있다(Mehta, McAleer, Hamilton, et al., 2010; Rogers, Gilbertson, Heine, et al., 2003). 

24. 

미숙아의 초기 영양지원 방법은 정맥영양이다. 다만 경장영양에 대한 시작 시기는 제태연령과 

임상적 상태에 달려 있으나 장 준비를 위해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아직까지 

괴사성 장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영양법은 규명되지 못했으나 모유수유 영아가 일반 경장영양액을 

공급받는 영아에 비해 괴사성 장염(Bell's Stage II) 가능성이 4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enderson, Anthony, McGuire, 2007; Schanler, Lau, Hurst, et al., 2005).

경장영양의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 초기 영양공급은 

천천히 시작될 수 있지만 초극소 저출생체중아(Extremely Low-Birth Weight, ELBW)와 극소 저출생

체중아(Very Low-Birth Weight, VLBW)에서 영양공급은 보통 약 10-20ml/kg/d 까지 증가된다. 초극

소 저출생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1,000g 미만이고, 극소 저출생체중아는 1,500g 미만의 영아를 

의미한다(McMillan, Feigin, DeAngeli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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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장영양의 적응증

배경

25. 

경장영양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단계별 프로토콜 또는 지침의 사용은 경장영양을 시작하는 시간

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Petrillo-Albarano, Pettignano, Asfaw, et a;., 2006; Briassoulis, 

Zavras, Hatzis., 2001).  

26. 

외과대사영양학회에서 출판한 외과대사영양 지침서(2013)에서는 경장영양의 적응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경구섭

취만 한다면 영양결핍이 될 수 있는 경우, 만성 질환에서 경구 섭취를 못 하는 경우, 신경학적 질환

이나 목인두의 문제로 연하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외상이나 화상, 중한 질환 등으로 대사성 요구량

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수술 전 심한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 등)이다. 만약 소화관의 기능이 

유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로 3일 이내 적절한 경구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장

영양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4. 경장영양의 사정

4-1. 영양상태의 평가

배경

27. 

영양 불량은 입원기간 연장, 입원비용 상승, 재입원 위험 증가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외과 환자의 경우 30일 재입원의 세 번째 이유가 영양불량이다. 또 입원 환자의 50%가 영양

불량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신생아에서는 성장과 신경 발달 결과의 개선이 더 나은 영양 섭취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Ehrenkranz, 2014). 따라서 모든 입원 환자는 영양불량 위험을 확인하

기 위해 신속하고 간단한 영양상태 선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영양 선별검사는 타당성이 

확보된 점수 체계를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양선

별도구인 NRS-2002, NUTRIC 점수, MUCT 도구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Nutritional Risk Screening (NRS-2002)

Kondrup 등(Kondrup, Allison, Elia et al., 2003; Kondrup, Rasmussen, Hamberg, et al., 2003)에 

의해 개발된 NRS-2002는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 체중 감소, 섭취량 변화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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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영양상태, 진단명에 의한 질병의 중증도, 나이 등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영양불량위험 정

도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영양지원을 시행하도록 개발된 영양검색도구이다(표 1, 표 1-1). NRS-2002

는 영양평가지표로 진단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영양요구량 차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eol, Ju, Lee, 2016). 

표 1. NRS-2002: 초기 스크리닝

번호 문항 Yes No

1 BMI가 20.5 보다 적은가?

2 환자가 지난 3개월 안에 체중이 감소하였는가?

3 환자가 지난 주에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였는가?

4 환자가 심각한 상태인가?(예를 들어, 집중 치료)

Yes : 만약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Yes 라면, 표 2에 있는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No : 만약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No 라면, 매주 다시 스크리닝한다. 

예. 주요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위험한 상태에 대한 예방적인 영양 치료 계획 수립을 고려한다. 

표 1-1. NRS-2002: 최종 스크리닝

손상된 영양 상태 질병의 중증도(≈ 요구의 증가)

Absent Score 0 정상 영양 상태 Absent Score 0 정상 영양 요구

Mild Score 1

3개월 내 체중 감소 45% or 

지난 주에 정상 음식 섭취의 

50–75% 이하 

Mild Score 1

고관절 골절*, 급성 합병증을 동반한 

만성환자:

간경변*, COPD* 만성 혈액투석, 

당뇨, 암환자

Moderate Score 2

2개월 동안 체중 감소 45% or 

BMI 18.5-20.5 + 손상된 전신 상태 or

지난 주에 정상 음식 섭취의 

25–60%
Moderate Score 2

주요 복부 수술* 뇌경색*

심한 폐렴 

혈액 종양

Severe Score 3

한달 내에 5% 초과 체중 감소

(3개월 동안 15% 초과) or 

BMI 18.5 미만 + 손상된 전신 상태 or 

지난주에 정상 음식섭취의 0-25%

Severe Score 3

뇌손상*

골수 이식*

중환자실 환자 (APACHE > 10)

Score :             +                     Score :             = total Score

Age   만약 70세 이상 : total score 에 1점 추가 = 연령-조절 total score 

Score ≥3 : 영양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고 영양 치료 계획 시작

Score <3 : 매주 다시 스크리닝 한다. 만약 환자가 주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관된 위험한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영양 치료 계획을 고려

출처: J. KONDRUP, S. P. ALLISON, M. ELIA, B.VELLAS, M. PLAUTH(2003), ESPEN Guidelines for Nutrition Screening 

2002, Clinical Nutrition 22(4): 415–421.



41

병원간호사회

경장영양 (2019 개정) (Enteral Feeding)

2) Nutrition Risk in the Critically Ill(NUTRIC) Score 

Heyland, Dhaliwal, Jiang, et al.(2011)에 의해 개발된 NUTRIC Score는 중환자에 있어, 적극적인 

영양치료로 조절가능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수량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Score는 1-10점이고, 

6개 변수에 기초한다(표 2, 표 2-1, 표 2-2). 

표 2. NUTRIC Score 변수

변수 범위 포인트

연령

<50 0

50-<75 1

≥75 2

APACHE II

<15 0

15-<20 1

20-28 2

≥28 3

SOFA

<6 0

6-<10 1

≥10 2

동반 질병의 갯수
0-1 0

≥2 1

병원 입원부터 중환자실 입실까지의 날짜
0-<1 0

≥1 1

IL-6 Interleukin 6, 인터루킨 6
0-<400 0

≥400 1

표 2-1. NUTRIC Score scoring system : IL-6 가 사용 가능한 경우

포인트의 합 분류 설명

6-10 높은 점수
➢ 좋지 않은 결과와 연관된다(사망률, 인공호흡기 적용)

➢ 적극적인 영양 치료에 의한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5 낮은 점수 ➢ 영양불량 위험이 낮다

표 2-2. NUTRIC Score scoring system : IL-6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포인트의 합 분류 설명

5-9 높은 점수
➢ 좋지 않은 임상 결과와 연관된다(사망률, 인공호흡기 적용)

➢ 적극적인 영양 치료에 의한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4 낮은 점수 ➢ 영양불량 위험이 낮다

출처: Heyland DK, Dhaliwal R, Jiang X, Day AG. Identifying critically ill patients who benefit the most from nutrition 

therapy: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novel risk assessment tool. Critical Care. 2011;15(6):R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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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UST) 도구 

MUST는 영국정맥경장영양학회(British Association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에 의해 개

발된 영양검색도구로 BMI,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 급성 질병에 의한 증상 정도에 따라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저위험군, 중정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자의 영양상태에 맞는 영양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Seol, et al., 2016; British Association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2000)(그림 1).

(i) BMI(kg/m2)

   0 ≥ 20.0

   1 = 18.5~20.0

   2 ≤ 18.5

(ii) 지난 3-6개월 동안 

체중 감소

      0 ≤ 5%

      1 = 5~10%

      2 ≥ 10%

(iii) 급성 질병 영향

만약 급성 질병 영향이 있거나, 

영양 섭취가 없는 것이 

5일을 초과하면 

2점을 더 한다

↓ ↓ ↓

점수를 합산한다

영양부족의 전반적인 위험

0

Low

1

Medium

2 혹은 이상

High

일반적인 임상 관리 관찰 치료

반복적인 스크리닝

병원 : 매주

가정간호 : 매달

지역사회 : 특정 집단에 대해 

매년 

예) 75세 초과

병원 : 3일 동안 음식 및 수분 

섭취에 대한 일지

가정간호 : 병원과 동일

지역사회 : 반복적인 스크리닝 

예) 1개월 미만 ~ 

6개월 초과(필요시 

섭식에 관한 조언) 

병원 : 영양사에게 의뢰, 혹은 

정책에 따른 조치

일반적인 식사 후에 식품 

강화제 및 보충제 투여

가정간호 : 병원과 동일

지역사회 : 병원과 동일

그림 1. 성인을 위한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MUST) 

** 특정한 상황(예를 들어, 체중과 신장을 측정할 수 없거나, 수분 장애 시)에서 주관적 준거를 포함하여 특정한 대체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만은 BMI > 30kg/m2로 정의한다.

출처: Seol E, Ju DL, Lee HJ. Nutritional Screening Tool for In-Hospital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16;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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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경장영양 치료의 성공을 위해 환자의 임상 상태 및 질병 과정, 진단 및 병력을 수집한다. 또한 

최근의 식욕 부진 등으로 인한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경장영양 

부적응 또는 알레르기를 식별해야 하며, 또 오심, 복부팽만, 설사, 과도한 인공 항문 출혈, 변비, 

복부 불편 또는 통증 및 역류, 장폐색 등과 같은 소화기관 증상을 평가한다. 그 외에도 기존의 경장

영양 접근 장치 또는 삽입 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적합성에 주목해야한다. 검사 결과 및 기타 검사 

결과는 영양 평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섭취량/배설량, Urea nitrogen, urine sodium은 적절한 

영양액 선택에 도움을 준다. 현재 체중과 체중의 변화가 적절한 급식 상태 및 영양 불량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영양 불량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36개월까

지는 나이에 따른 체중, 연령에 따른 신장, 머리 둘레, 신장에 따른 체중을 측정한다. 2세에서 20세 

사이의 대상자는 연령에 따른 체중, 연령에 대한 서서 측정하는 신장, 체질량지수가 평가된다. 적절

한 성장 곡선이 중요하다. 

미숙아의 경우 Fenton이나 Olsen 성장 곡선이 사용되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영아의 

경우 세계 보건기구(WHO)의 성장 곡선이 2세까지 사용되고, 이후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성장 곡선이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곡선은 백분

위 수와 함께 사용되며,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z 점수가 사용된다. z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척도이다(WHO Multicentre Growth Reference Study 

Group, 200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체중과 더불어 영양에 초점을 맞춘 

신체 검진 결과에는 피부 통합성, 체액 과다 또는 부족, 근육 및 지방 손실 및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육 기능은 영양 상태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소아 환자의 경우, 

발달 상태 및 경구 섭취 시 흡인의 위험성이 평가되어야한다(Lawson, Daley, Sams, et al., 2013; 

Norman, Stobäus, Gonzalez, et al., 2011). 

5. 접근장치의 경로와 종류

5-1. 경장영양의 접근경로

배경

30. 

경장영양 접근 장치는 경구로 영양 공급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의 위장으로 영양소를 단기 및 

장기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적인 경장영양을 위해 적합한 삽입 경로(위 혹은 소장)와 접근

장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장영양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Boullata, Carrera, Harve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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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장영양 접근장치는 환자의 특정한 요소에 따라 경로와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환자의 질환 

상태, 소화기계의 해부학적 구조, 소화기계 기능, 경장영양 예상기간 등에 의해 결정한다(Boullata 

et al., 2017).

32-35. 

경장영양 접근장치 경로는 경장영양관 끝의 위치에 따라 유문 전(prepyloric) 위를 통한 공급과 

유문 후부(post-pyloric) 소장으로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소장의 운동성이 정상일 경우 일

반적으로 위에 관을 삽입하여 시행하는데 비위관 공급은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공급방

법으로 관 삽입에 거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장 영양 공급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고 장 기능

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문후부(post-pyloric)로 경장영양 접근 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는 위배출 지연(delayed gastric emptying), 위출구폐색(gastric outlet obstruction), 위마비

(gastroparesis), 췌장염, 흡인(aspiration)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경장영양 접근장치를 Treitz의 인대

를 지나서 공장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위절제술이나 Roux-en-Y 등)로 위관을 삽입 

할 수 없거나 위 또는 십이지장 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위 마비환자에게 삽입한다. 또 췌장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염 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적용하기 위해 삽입 

할 수 있고 중환자에서 경장영양액 역류 증상이 지속되어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유문후부로 경장영양 접근 장치를 삽입하게 된다. 하지만 유문후부에 경장영양 접근 장치 삽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장영양 시작이 지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장

영양은 위관 접근 장치를 통해 시작하여 적응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증량하고 유문후부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Toussaint, Van Gossum, Ballarin, et al., 2017). 

36-38. 

단기 경장영양(4~6주이내)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삽입이 용이하고 비용 효과적인 비위관(naso 

gastric tube), 구위관(oral gastric tube), 비공장관(naso jejunal tube), 구공장관(oral jejunal tube) 등

을 사용한다. 경장영양 적용기간이 4~6주를 초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위관 삽입 관련 합병증

(예: 식도궤양, 흡인성 폐렴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피적 접근장치 삽입을 고려한다(Stayner, 

Bhatnagar, McGinn, et al., 2012). 

장기 경장영양(4~6주이상)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버튼형 위조루(button gastrostomy), 위공장 조루(gastrojejunostomy) 등을 사용

한다. 장기 사용을 위한 경장영양 접근 장치 삽입 시에는 치료 목표, 경장영양 공급 기간,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다(Stephen, O'Keefe, 2009). gastrostomy는 장기 경장영양을 위한 일반

적인 공급경로로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거나 머리 혹은 얼굴 외상으로 인해 비강으

로 경장영양 접근 장치를 삽입 할 수 없을 경우, 식도 악성종양으로 위장관이 폐색되었거나 상부 

위장관 누공이 있을 경우, 장기간 경장영양을 해야 하는 중환자의 경우 시술하게 된다(Rahnemai-Azar, 

Rahnemaiazar, Naghshizadian, et al., 2014).



45

병원간호사회

경장영양 (2019 개정) (Enteral Feeding)

39. 

장기 경장영양 접근장치는 삽입 전 접근장치의 삽입에 의한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큰지, 말기 환자

인 경우 경장영양관을 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특수한 음료나 영양액, 

삼킴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경구 섭취가 가능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생화학적 지표, 

동반 질환,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행 가능성, 또는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을 해야 하는 이유나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충분히 사정한다. 경장영양 접근장치 절대적 금기사항은 위장관 기계적 폐색

(예외: 감압을 위한 삽입), 복막염, 치료불가능한 혈액 응고장애 또는 대장허혈이 포함되고 상대적 

금기증은 머리, 얼굴 및 목부위 수술, 최근 위장관 출혈, 혈역학적 불안정성, 복수, 호흡기 손상 

및 특정 해부학적 변화가 포함된다(Majka, Wang, Schmitz, et al., 2013)(표 3).

표 3. 경장영양 접근장치 투여경로에 따른 장점과 단점

투여경로 적용대상 장점 단점

비위관

Nasogastric

- 흡인위험이 적은 경우

- 식도역류가 없고 위장관 기능이 

정상인 경우

- 경관급식이 단기간만 예상되는 경우

Tube 삽입이 비교적 쉽다.
흡인의 위험이 높다.

환자에게 불편감을 준다.

비장관

Nasoduodenal

Nasojejunal

-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 위 무력이나 식도역류가 있는 경우

- 단기간 경관급식이 예상되는 경우 

흡인의 위험이 적다. 

수술과정은 필요치 않으나 

nasogastric에 비해 

Tube삽입이 어렵다.

영양액 주입속도, 삼투압 농도에 

따라 부적응 발생 가능성이 있다. 

관의 위치 확인을 위해 X-ray 촬영 

등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환자에게 

불편감을 준다.

위조루술

gastrostomy

- 흡입 위험이 적은 경우

- 식도역류가 없고 위장관 기능이 

정상인 경우

- 장기간 급식이 예상되는 환자

- 비강으로 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불편감이 적다.

PEG의 경우 수술과정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관의 지름이 커서 

관이 막힐 가능성이 적다.

흡인 위험이 높다.

시술과정을 필요로 한다.

관 부위 감염관리 필요하다.

소화액 유출로 인한 피부 찰상이 

발생될 수 있다.

관 제거 이후 누공의 우려가 있다.

공장조루술

Jejunostomy

-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 위 무력이나 식도역류가 있는 경우

- 장기간 경관급식이 예상되는 경우

- 상부 위장관으로 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

흡인의 위험이 적다. 

환자의 불편감이 적다. 

PEJ 의 경우 수술 과정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시술 과정을 필요로 한다. 

관 부위의 감염관리 필요하다. 

소화액 유출로 인한 피부 찰상이 

발생될 수 있다.

관 제거후 누공우려가 있다.

관 지름이 작아 막힐 우려가 있다.

삽입: 절대적 금기증 위장관 기계적 폐색, 복막염, 치료 불가능한 혈액응고장애 또는 대장허혈

삽입: 상대적 금기증 머리 얼굴 및 목 부위 수술, 최근 GI 출혈, 혈역학적 불안정성, 복수, 호흡기 손상 

출처: 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Guideline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1st ed. Seoul: Medrang; 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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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근장치의 삽입

6-1. 비위관의 삽입 전 준비

배경

40. 

비위관 삽입을 위해 환자를 똑바로 앉게 하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후두개가 식도를 막는 것을 예방하고, 삼킴을 쉽게 하여 비위관이 잘 통과되게 하기 위함이다. 

42. 

NEX를 측정하는 것은 비위관을 삽입하기 전 위까지 도달하는 비위관의 정확한 길이를 예측하기 

위함이다(Curtis, 2013). 이는 삽입된 비위관의 길이가 NEX 길이보다 긴 경우에는 비위관이 위에서 

꼬이거나 말려있을 수 있고, 삽입된 비위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비위관 끝이 식도에 걸쳐져 있어 

영양액 흡인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위관을 삽입한 후 콧구멍

에서부터 외부 비위관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 영양액 주입 전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

는 기준이 된다(Mersey Care NHS Trust, 2012).

※ 비위관의 삽입절차
1. 손을 씻고 장갑을 낀다.
2. 삽입과정에서 감염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3. 삽입 전 NEX 측정법을 이용하여 비위관의 길이를 측정한다.

* NEX 측정법: 한쪽 비위관 끝을 코의 위치에 두고 귀바퀴를 지나 흉골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비위관을 삽입 
후 바깥쪽에서 길이를 측정, 기록하고 영양액 주입 시마다 길이를 확인한다.

4. 가이드와이어가 있는 비위관을 사용하는 경우 비위관을 충분히 펴서 삽입 후 가이드와이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삽입 전 가이드와이어가 비위관 끝보다 더 나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5. 환자에게 정상적인 삼킴 반사(swallowing reflex)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물을 몇 모금 삼켜보도록 한다. 금식인 환자의 
경우 삼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여 관찰한다.

6. 코로 삽입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코를 충분히 풀도록 한다.
콧구멍의 개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한쪽 코를 막은 상태로 공기를 깊이 들여 마시도록 한다. 반대쪽 콧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7. 비위관의 둥근 끝을 콧구멍에 넣고 코의 내면을 따라 비인두(nasopharynx)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다. 삽입 과정에서 막힌 
느낌이 있다면 즉시 빼고, 다른 쪽 콧구멍으로 각도를 달리하여 재삽입을 시도한다.

8. 비위관이 비인두를 통과할 때 환자에게 삼키라고 이야기한다. 이 때 삼키는 것을 돕기 위해 물을 소량 제공할 수 있다.
9. 비위관을 삽입 전 표시한 곳까지 밀어 넣는다. 비위관을 밀어 넣을 때 환자에게 기침, 고통스러운 표정, 청색증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관찰될 때는 즉시 비위관을 제거한다.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비위관이 삽입되지 
않고, 입안에 꼬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10. 비위관 삽입 후 5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흡인하여 비위관이 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11. 비위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위관 끝의 잠금장치가 잘 잠겨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12. 콧구멍에서 바깥쪽 비위관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13. 가이드와이어가 있는 비위관을 사용하는 경우 삽입 위치가 확인한 후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한다. 가이드와이어 제거 시 

20ml 주사기에 10ml의 물을 담아 비위관 안쪽으로 서서히 주입한다. 이는 윤활제의 역할을 하여 가이드와이어의 제거를 
쉽게 한다.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한 후 비위관을 코에 단단히 고정한다.

14. 비위관을 삽입한 후 바깥쪽에 보이는 관은 뺨을 지나 귀에 거는 형태로 고정하여 환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코에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한다.

15. 접착 패취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hydrocolloid dressing)을 시행하고 
비위관을 고정할 때 투명 드레싱(transparenting dressing)을 사용한다.

16. 삽입과정, 비위관의 종류와 크기,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한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17. 영양액 주입을 시작하기 전 지침에 따라 정제수로 관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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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유지관리: 성인  

배경

43-47. 

비위관 삽입 절차가 끝나면 위관의 올바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X-ray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비위관은 삽입 시나 유지 중에 위치가 잘못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삽입 후 처음 영양액을 주입

하기 전과 매 주입 전에는 반드시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비위관의 위치확인은 X-ray로 

확인해야 한다(Bear, Champion, Lei, et al., 2016). 

48. 

성인의 경우 위내 또는 장내에 있는 비위관의 위치를 청진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족하다. 청진

은 비위관이 폐, 종격동, 식도 탈장에 삽입되는 경우 위양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관의 위치 확인은 X-ray 촬영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49. 

초기 삽입 후 적절한 위치가 확인 되었다면 경장영양관의 외부 길이가 심하게 증가하거나 오심, 

구토, 역류, 기침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적인 X-ray 촬영은 필요치 않다. 또 연구결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비위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2차적인 방법으로 PH를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

를 측정 하는 방법이 있지만 PH 검사는 비위관이 식도에서 위로 삽입 될 때 PH는 ≥6.0에서 ≤4.0

으로 측정되고 위에서 소장으로 삽입 된다면 ≤4.0에서 ≥6.0으로 값이 다르게 측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위관이 식도로 이탈되는 것을 감지할 수 없고 PH 수치로 비위관의 삽입 부위를 

구별 할 수 없다.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경우 외에도 PPI(Proton Pump Inhibitor) 투약중인 환자에서

도 PH가 높게 나타 날 수 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ETCO2)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비위관이 폐로 

삽입 되었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비위관이 구강, 비인두 등에 위치할 수도 있으므로 비위관 

위치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되어져야 한다(Stephen, Taylor, 2013).

50. 

영양액의 매 주입 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흡인물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흡인된 위액은 무색의 맑은 또는 초록빛을 띤 액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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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유지관리: 소아, 신생아   

배경

51. 

소아와 신생아의 경우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 검사가 가장 정확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에서 X-ray의 사용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Bankhead, Boullata, Brantley, et al., 2009).

52. 

일반적으로는 삽입 후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인한 위치를 경장영양관의 출구에 표시를 하고, 

영양액 주입 동안에 외부 경장영양관의 길이의 변화를 관찰한다. 경장영양관의 외부 길이가 심하

게 증가하여 관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이 의심되면 X-ray 촬영을 실시하여 위치를 재확인하여 고정

한다(Bankhead, et al., 2009).

6-4. 경피적 접근장치 유지관리

배경

53. 

위루(PEG) 시술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 팽창으로 인해 복부통증을 호소한다. 전통적으로, 시술 

후 영양공급은 경장영양 공급 후 복막 누출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음날까지 지연되었다. 하지

만 많은 연구에서 PEG 삽입 후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조기 공급의 안전성을 조사했고 메타 분석을 

통해 PEG 삽입 후 4시간 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PEG 시술 

후 3-6시간 내에 영양공급을 한 경우와 삽입 후 12시간 이후 지연된 공급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경장영양 공급 관련 적응증(설사, 위장관 출혈, 발열, 구토, 누출 등)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조기 

영양 공급한 대상자에게서 재원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다(Friginal-Ruiz, Lucendo, 2015).

54-57. 

PEG 삽입부위는 통증, 변색, 부종, 누출여부, 삼출물, 고정상태를 매일 관찰하고 순한 비누와 물로 

닦고 세척한다. PEG 삽입 후 7~10일 이내에 제거되면 트랙이 형성되지 않아 복막으로 위 내용물이 

유출되어 복막염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심한 영양불량 환자, 화학요법을 받거나 스테로이드

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트랙으로 공급 튜브를 다시 삽입 할 수 없으므

로 재삽입시에는 방사선 혹은 내시경적 시술이 필요하다. 7-10일 이후에 제거된 경우 복막염이나 

패혈증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폐쇄가 빠르므로 교체가 필요하면 새로운 PEG 또는 일시적으로 Foley 

카테터를 사용하여 4-6시간 이내로 재삽입한다. PEG가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곰팡이균의 집락으로 

재질의 변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누출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Rahnemai-Aza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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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장영양액의 선택과 준비

7-1. 성인용 경장영양액 선택과 준비 

배경

58. 

환자에게 알맞는 경장영양액은 다음과 같이 경장영양액의 주요 성분과 특성을 파악한 후 선택해

야 한다(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2013)(표 4, 표 5, 표 6).

표 4. 경장영양액의 성분

구분 경장영양액의 성분

탄수화물 - 주로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이용

지질 - 식물성유 및 MCT oil, fish oil(omega 3) 사용

단백질

- 소화와 흡수에 정상적인 췌장효소가 필요

- 대부분 환자는 가수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을(whole protein) 포함한 영양액이 적절

- 심각한 소화불량이나 흡수불량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분해된 단백질 형태(유리 아미노산의 형태(elemental 

feeds) 혹은 펩타이드 형태(peptide feeds)로 공급

수분

- 경장영양액 총량이 수분이 아니므로 대상자의 수분 필요량에 따라 추가 투여 필요

- 1 kcal/cc formula: 약 85%가 수분

- 2 kcal/cc formula: 약 70%가 수분

섬유소

- 불용성 섬유소는 장배출시간(transit time)을 줄이는 데 도움

- 수용성 섬유소는 물과 나트륨을 흡수하여 설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

- 중환자나 장관 허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

비타민, 무기질
- 대부분의 영양액은 하루 1,000∼1,500ml가 투여될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게 됨. 그 

이하로 투여될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이 필요

출처: 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Guideline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1st ed. Seoul: Medrang; 2013. Korean

표 5. 경장영양액의 특성

구분 경장영양액의 특성

삼투압

- 상업용 조제식의 평균 삼투압 : 270∼700mOsm

- 삼투압이 높은 영양액이 설사를 조장할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그보다는 환자 상태나 장내세균, 

병용약품 등과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신용질 부하

(renal solute 

load)

- 단백질과 전해질(Na, K, Cl) 함량에 의해 결정

- 신용질 부하가 클수록 신장을 통해 배설시키는데 많은 수분 필요

- 어린이나 노인, 신기능 이상 환자, 수분 손실이 많은 환자 탈수 위험 주의

섬유소
- 섬유소에 따라 변의 양과 횟수에 영향을 줌

- 경장영양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경이 작은 경장영양관은 막히기 쉬움.

열량 밀도
- 농축된 제제일수록 위배출 시간이 지연되고 삼투압과 신용질 부하가 증가하므로 수분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필수

출처: 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Guideline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1st ed. Seoul: Medrang; 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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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장영양액의 종류

종류 특성 상품명 

표준

영양액

(Standard 

Polymeric 

formular)

- 환자의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이며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

- 1kcal/ml

- 삼투압은 등장성(약 300mOsm/kg․H2O)

그린비아 TF

뉴케어 300

메디웰 화이버

메디웰 화이버리스

페디아파우더(소아용)

엔커버 

하모밀란

그린비아 HP

모노엘

섬유소

함유

영양액

- 변비 또는 설사 조절

- 불용성 또는 수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영양액임

- 1kcal/ml

그린비아 Fiber

뉴케어 화이바

메디웰 화이바

메디푸드 경관식 엘디

농축

영양액

- 영양불량 환자

- 단백질영양보충이 필요한 환자

- 섭취량 제한 환자

- 고장성(400~700mOsm/kg․H2O)용액이기 때문에 소장 급식의 

경우 적응이 어렵고 주입속도가 빠르면 덤핑증후군과 같이 오심, 

구토, 떨림, 발한, 설사 등을 초래

뉴케어 칼로리 1.5 (1.5kcal/cc)

메디웰 프로틴 1.5 (1.5kcal/cc)

질병에 따른

영양액

- 당뇨환자 

- 저당질, 고지방, 섬유소 함유

- 1kcal/ml

그린비아 DM

뉴케어 당뇨식

메디웰 당뇨식

메디푸드 당뇨식 글루트롤

-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

- 전해질, 무기질, 단백질 함량은 낮으나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고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방 함량이 높음

- Sodium, Potassium, Phosphate 함량 조절

- 2kcal/ml

그린비아 RD

그린비아 RD+

뉴케어 KD

뉴케어 KD+

갈아 만든 영양액

(Blenderized 

formula)

- 상업용 영양액으로 공급할 수 없는 조성이나 수분 제한이 필요하여 

여러 가지 식품을 갈아서 만드는 경우

출처: The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Guideline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1st ed. Seoul: Medrang; 2013. Korean 

59. 

질병에 특별히 맞춘 경장영양액은 전해질 불균형 조절 및 체액 제한(신장)과 같은 생리학적 이점

으로 인해 환자별로 드물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양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양액

을 먼저 선택한다. 면역조절 영양액의 사용은 외과계중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나머지 중환자

에게는 표준 경장영양액보다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rover, Dhaliwal, Weitzel, et al., 2010; 

Osland, Hossain, Khan, et al., 2014; Marimuthu, Varadhan, Ljungqvis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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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장영양액의 라벨링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라벨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장영양관을 정맥

라인에 연결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용기, 주사기, 펌프 등에 정맥 주사용이 아니고 경장영양용임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라벨링을 표준화하여 사용해야하고 라벨의 내용이 처방과 일치하는지를 주입 전 확인

해야 한다(Ayers, Adams, Boullata, et al., 2014; Guenter, 2010). 

62-63. 

미생물에 의한 경장영양액의 오염은 생산단계, 준비단계, 보관, 투여 과정 등 어떤 과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경장영양액의 오염은 환자들, 특히 면역저하 환자들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경장영양액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에 이상적인 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장영양액을 제조하는 

과정에 엄격한 무균기법을 사용하여 훈련받은 사람이 제조해야 한다. 오염된 경장영양 시스템은 

환자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된 경장영양액은 냉장보관하며, 24시간 경과 후엔 폐기한

다. 또한 경장영양액을 주입하는 세트를 통해 미생물이 역행해서 이동하여 영양액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점적통(drip chamber)이 있는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하

지 않았으므로 실무에서 점적통이 있는 세트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Bankhead, et al., 2009), 

경장영양액을 용기에 옮겨 넣을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등의 엄격한 표준지침을 사용하고 제조

회사의 권유를 따를 때 오염이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attie, 

Anderton, 2001). 

7-2. 신생아용 경장영양액 선택과 준비

배경

64. 

모유는 어머니와 영아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모유는 주된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많은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모유의 탄수화물은 유당으로, 조제유 보다 농도가 높고 포도당, 갈락토오

스, 글루코사민 등이 함유되어 있다. 락트알부민(lactalbumin)과 카제인 (casein)은 모유의 단백질 

성분이며, 모유의 지방은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는 초유, 이행

유, 성유(성숙유)의 순서를 거친다. 초유는 임신 말에서 분만 후 첫 주 동안 소량 분비되는데, 성유

에 비해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 무기질이 많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적다. 특히 비타민 A와 E가 

많다. 또한 면역글로불린 중 IgA가 높고, 태변 배출에 도움을 준다.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점은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인 모유가 위장계 성숙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인지발달을 높여 정서

적 안정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면역체가 포함되어 있어 설사, 장염, 크론병, 소아지방병증

에 걸릴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과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 특이항체와 세포매개성 면역체 면역 요소를 아기에게 전해주어 중이염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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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해준다.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급성 영아돌연사, 림프종,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부

터 보호해준다. 또한 모유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 발생이 적다. 칼로리의 비율은 단백질보다 지방에 

의한 칼로리가 더 높다. 따라서 신생아가 포만감을 느끼고 체중증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해야 한다. 모유수유의 단점은 비타민 K 결핍증 이외에 조제유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적고, 위를 빠르게 비워서 자주 수유를 해야 한다. 대체로 성숙아에 대한 모유의 

단점은 드물지만, 극저출생체중아에 있어 장기간의 모유수유는 저단백혈증인 구루병, 저나트륨혈

증,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 시 보충해주어야 한다(Cho, 2010).

65-66. 

어머니의 모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에도 모유 은행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강동경희대

학교병원 모자보건센터 모유은행(02-440-7731)].

67-68. 

모유를 보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벨링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수유를 하거나 

보관을 할 때 등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Robbins, Meyers, 2011;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2019).

69. 

모유를 저장함에 있어,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에서 2011년[6]에 권장사항을 발표

하였다. 저온살균되지 않은 채로 –20°C에서 장기 냉동 보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모유가 3개월 이상 동결될 때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분해되어 장내 상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Lessen, Sapsford, 2011; Vazquez- Roman, Escuder-Vieco, Garica-Lara, 

et al., 2016; Penn, Altshuler, Small, et al., 2014).  

70. 

모유 온도가 40°C 이상이 되면, 모유의 영양과 면역 특성이 파괴되기 시작한다(Wardell, Wright, 

Bardsley, et al., 1984).

71. 

강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모유의 영양은 미숙아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숙아에게는 모유

강화제가 첨가된 모유를 투여해야 한다(Fallon, Nehra, Potamkin, et al. 2012; Nehra, Carlson, Fallon, 

et al., 2013; Ziegler, 2014).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의 모유는 만삭아를 분만한 산모의 모유에 비해 

단백질, 면역글로블린 A, 락토페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락토오즈 함유량은 낮을 수 있다. 

특히 지방함유량이 높아서 위 용적이 작은 미숙아에게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보충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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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숙아 모유에는 정서발달에 중요한 시스틴(cystine)과 뇌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타우린(taurin)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뇌와 신경계를 잘 발달시키며(Lucas, Cole TJ, 1990), 대식세포, 림프구, 중성 

백혈구 등 면역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미숙아의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고(Wright, Walker, 

1983),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을 낮춘다는 것이 보고되면서(Narayanan, Murthy, Prakash, et al., 

1984) 미숙아에게도 반드시 모유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숙아를 출생한지 2-4

주 정도 지나면 만삭아 모유 성분과 같아져서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D의 양이 미숙아 분유보

다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미숙아에게 장기간 모유만을 수유하였을 때 미숙아의 성장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체중증가가 어렵고 골 성장과 무기질화를 지지하기에는 칼슘과 인이 

불충분하게 되어 구루병, 골절 등이 증가한다(Greer, McCormick., 1988). 

미숙아에게 있어서 모유의 주 에너지 공급원인 탄수화물은 락토오즈로 되어 있어 미숙아가 수유

하게 되면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고, 변을 묽게 할 뿐 아니라 미네랄의 흡수를 돕고 과당이 들어 

있어 장내 점막에 박테리아가 붙는 것을 막음으로써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기도 한다(Schanler, 

1989). 지방은 칼로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유의 에너지원으로 모유의 소화력과 흡수는 지방

의 복합구조(지방산의 형태, Triglyceride 분배, 담즙산)에 의해 촉진되는데 모유의 지방산은 긴 사

슬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미숙아에게 많은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다. 

모유에 있는 Arachidonic and docosahexaenoic acids는 미숙아의 인지능력과 시력에 도움이 되며 

이는 초유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고, 모유에만 있는 필수 지방산은 대사기능에 문제가 많은 미숙

아에게 매우 적절하다(Hamosh, 1987). 특히 Oligosaccharides는 숙주방어기전이 뛰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미숙아에게 매우 중요하다(Schanler, 1989). 단백질은 분유에는 소화되기 쉬운 유당 

단백질이 18%인 반면 모유에는 70% 이상으로 되어있어 흡수가 빨리 되므로 gastric emptying을 

증진시켜 미숙아에게 매우 적절하다(Hambraeus, 1977). 또한 모유에는 락토알부민, 라이소자임, 면

역글로불린 A 등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는 미숙아들에게 면역력을 증강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Billeaud, Guillet, Sandler, 1990).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미숙아의 경우 모유만을 먹이기에는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모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칼슘, 인, 단백질이 첨가된 모유강화제를 모유에 

섞어 먹이는 것으로 영양학적 부족을 해결해 나갈 것이 제안되었다(Greer, McCormick., 1988). 

Steven의 연구에서는 모유만을 먹인 그룹과 모유강화제를 첨가한 모유를 먹인 그룹간의 혈청 칼슘, 

인, AP (Alkaline Phosphatase)를 조사하였는데 모유강화제를 첨가한 모유그룹에서 칼슘, 인의 수치

가 유의하게 높아 모유에 모유강화제를 첨가하여 수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Gross, 1987). 

72.

강화제 분말 제품은 완전 무균적으로 제조된다. 모유강화제를 첨가할 때는 침상에서 벗어나서 

조유실에서 무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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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어머니에게 모유수집, 보관, 유축기 세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모유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Boullata, et al., 2016). 

표 7. 모유강화제 성분 - 제품명: Enfamil, Mead Johnson

Normal Dilution Per 4 - 0.025 oz (0.71 g) Packets (14 Cal)

Vitamins/Other Nutrients Vitamins/Other Nutrients

Vitamin A, IU 950 Phosphorus, mg 50

Vitamin D, IU 150 Magnesium, mg 1

Vitamin E, IU 4.6 Iron, mg 1.44

Vitamin K, mcg 4.4 Zinc, mg 0.72

Thiamin (Vitamin B1), mcg 150 Manganese, mcg 10

Riboflavin (Vitamin B2), mcg 220 Copper, mcg 44

Vitamin B6, mcg 115 Sodium, mg 16

Vitamin B12, mcg 0.18 Potassium, mg 29

Niacin, mcg 3000 Chloride, mg 13

Folic acid (Folacin), mcg 25 Protein, g 1.1

Pantothenic acid, mcg 730 Fat, g 1

Biotin, mcg 2.7 Linoleic acid, mg 140

Vitamin C (Ascorbic acid), mg 12 alpha-Linolenic acid, mg 17

Minerals Carbohydrate, g <0.4

Calcium, mg 90 Water, g 0.08

출처: https://www.meadjohnson.com/ 

8. 경장영양의 주입 

8-1. 경장영양의 처방

배경

74. 

표준화된 경장영양의 처방과정은 처방요소의 누락, 처방을 읽기 어려움, 표기 오류 등으로 인해 

처방이 부적절해질 가능성을 줄인다. 전자처방에 경장영양 처방의 핵심요소가 포함될 때 기관내 

모든 경장영양 처방자가 경장영양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불완전한 처방을 예방하

고, 처방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모든 의료인이 

경장영양 처방의 핵심요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권장된다(Guenter et al., 2015; Hs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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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으로 이동하는 환자를 위한 표준화된 처방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관리의 

연속성을 증진시킨다. 경장영양요법은 입원 세팅에서 최적화될 수 있으며, 영양지원팀은 퇴원 전

에 영양요구를 재사정할 수 있다. 이동하는 환자를 위한 완전한 경장영양 처방은 환자를 새로 맡게 

되는 기관의 의료인에게 적절한 검사와 영양요구의 사정 빈도를 결정하게 하고, 경장영양관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정에서 환자의 경장영양 자기관리를 도울 수 있다. 퇴원하는 경장

영양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퇴원처방을 하도록 한다(Kozeniecki, Fritzshall, 

2015).    

76. 

용량기반 영양공급을 위한 경장영양 프로토콜의 시행은 중환자실 환자가 기관내관 제거/재삽관

과 같은 불가피한 절차로 인해 경장영양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량, 단백질, 수분공급을 개선한다

(Heyland 등, 2015; Taylor 등, 2014). 그러나 이들 절차동안에 공급되지 못한 경장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의 경장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경장영양에 대한 적응장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장영양 프로토콜을 시행하려면 의료기관은 다학제팀을 활용하여 이들 프

로토콜이 병원의 특정 환자군에게 유익한지, 처방전달체계에서 이들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77-79. 

불완전한 처방, 처방 전달의 단계, 처방자와 처방 시행자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오류 위험을 

증가시킨다.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안전한 경장영양 제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경장영양 

처방양식의 개발은 해석이나 전달 필요성 없이 완전한 경장영양의 처방을 촉진할 수 있다(Boullata 

et al, 2017).

80-83. 

경장영양 처방을 검토하는 이상적인 빈도는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장영양 처방의 

검토와 갱신에 대한 이상적인 시간 간격은 의료기관 유형, 환자군의 중증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장영양을 새로 시작한 환자는 경장영양에 적응이 된 환자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영양재개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환자와 같은 고위험환자에게는 처

방 검토의 빈도가 증가한다. 반면 환자가 안정되면 처방 검토의 빈도가 감소한다(Boullat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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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장영양의 처방의 확인

배경

84-85. 

경장영양의 준비와 라벨링 전에 의료인이 경장영양 처방을 검토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86. 

투약 처방에 경장영양 처방을 포함시키면 약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약물과 동시에 공급되는 경장

영양 용액의 적합성을 사정하고, 경장영양접근장치를 통해 투여되는 최적의 약물제제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약물투여 전 또는 후에 일정시간 동안 경장영양이 보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Boullata et al., 2017). 

87. 

환자가 전동 또는 퇴원을 할 때 경장영양 처방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의사소통은 환자의 안전과 

영양지원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 경장영양 처방 관련 오류의 위험

이 생길 수 있다(Boullata et al., 2017).  

8-3. 경장영양의 시작

배경

89. 

입원환자(특히 중환자)에서 경장영양의 시작 시기는 조기 경장영양과 지연된 경장영양 비교, 조

기 경장영양과 표준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결과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메타분석 결과 입원 24-48시

간(평균 36시간)내에 조기 경장영양 시작은 이후 경장영양 시작에 비해 감염, 입원기간, 사망률 

저하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Doig et al., 2009; Marik, Zaloga, 2001). 또한 외과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와 췌장염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조기 경장영양과 표준치료를 비교한 메타분석

에서 조기 경장영양 환자에서 감염, 입원기간, 사망률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Lewis, Andersen, 

Thomas, 2009; McClave et al., 2006). 

91. 

중환자의 경장영양 시기에 대해 Marik와 Zaloga (2001)는 15개 무작위 대조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수술, 외상, 뇌손상, 화상과 같은 급성기에서 성인의 조기 경장영양은 감염 합병증과 입원기간

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들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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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하지만 ESPEN 지침(Kreymann 등, 2006)에서는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혈역학적으

로 안정된 경우 가능하면 조기에 경장영양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

중환자의학회(2013)에서 발간한 중환자 영양지원지침에는 3일 이내에 경구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92.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아동에 대한 코호트 연구들은 경장경로에 의한 적절한 영양섭취가 생존

률을 개선했다고 보고하였다. 인공호흡기를 가진 아동에 대한 2편의 대규모 국제적,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열량목표의 2/3와 단백질 목표의 60%를 초과하는 경장영양공급이 60일 사망률 감소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Mehta et al., 2012; Mehta et al., 2015). 또한 12개 센터의 5,105명의 환자에 

대한 대규모, 후향적 연구에서 입실 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으로 열량목표 1/4를 제공하는 것이 

소아 중환자실 사망률 감소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Mikhailov et al., 2014). 그러므로 경장영양

은 급성 소아 중환자에서 실행가능하고, 선호되는 영양공급경로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 

93. 

중환자실 환자에서 위장기능장애는 환자의 진단, 발병전 상태, 인공호흡기 모드, 투약, 대사 상태

에 따라 30-70% 환자에서 발생한다(Stechmiller, Treloar, Allen, 1997). 이들 이유에 의한 중환자의 

위장기능장애는 점막방벽 파괴, 운동성 변화, 점막의 위축, GALT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장음은 수축력만을 나타내고, 점막의 통합성, 장벽 기능, 흡수능력 등과 반드

시 관련되지는 않는다. 문헌들은 경장영양을 시작하는데 장음과 장 기능의 증거(예, 가스나 배변 

배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한다(Taylor et al., 2016). 장음이 청진되는 정도와 상관없이 

경장영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중환자실 입실 후 초기 36-48시간 내에 경장영양의 실행가

능성과 안전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Taylor et al., 2016).

94. 

중환자에서 경장영양은 위장관 운동저하, 패혈증, 저혈압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장의 미세혈액순환을 포함하는 잠재적 국소빈혈/재관류의 위험이 증가된다. 허혈성 장은 경장영양

과 관련되어 매우 드문 합병증이다(McClave, Chang, 2003). 안정적으로 낮은 용량의 혈관수축제

(vasopressor)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후향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경장영양을 조기에 

공급받은 환자들은 늦게 받은 환자보다 중환자실 사망률(22.5% vs 28.3%, p=.03)과 병원 사망률

(34% vs 44%, p<.0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등, 2016). 경장영양은 안정적으로 저용량의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Kearns et al., 2000) 저혈압 환자(평

균 동맥혈압<50mmHg), 카테콜라민 제제를 시작하는 환자,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 

용량을 급히 올리는 환자에서는 보류되어야 한다. 경장영양을 받고 있으면서 혈관수축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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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환자에서 부적응 징후(복부팽만, 위 잔류량 증가, 배변과 가스배출 감소, 장음 저하, 대사성 

산독증 증가/염기 감소 등)가 있으면 장 허혈의 초기 징후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고 경장

영양은 증상과 중재들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Taylor et al., 2016).

95. 

정상적인 영양상태인 외상환자는 합병증으로 패혈증과 다기관 부전(multiple organ failure)이 발

생할 위험이 높다. 외상환자가 조기 경장영양을 시행 시 패혈증 합병증이 감소되며(Kudsk et al., 

1992; Moore et al., 1992), 24시간 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하면 다기관 부전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

로(Kompan et al., 1992) 보고되었다. 또한 두부손상 환자에서 조기 경장영양은 감염 감소, 생존률 

향상, 기능장애 감소경향을 보인다(Perel et al., 2006).

97. 

경장영양의 이득이 매우 크므로 정맥영양이 안정된 중환자에서는 경장영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과도 급식과 관련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경장으로 제공되는 열량이 

증가하면 정맥으로 제공되는 열량이 감소되어야 한다. 경장영양으로 목표열량 요구량의 60% 이상

에 도달하면 정맥영양이 중단될 수 있다(Heidegger et al., 2013). 

8-4. 경장영양의 주입방법

배경

99. 

경장영양은 지속적 주입(continuous feeding), 간헐적 주입(intermittent feeding), 볼루스(bolus) 주

입 또는 이들 방법을 조합하여 시행될 수 있다(Bankhead et al., 2009). 소장에 비해 위로 경장영양

을 시행하는 경우 고장성 영양액의 주입, 빠른 주입속도가 허용된다(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Acute Care, 2006). 위로 영양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볼루스 주입이나 지속적 주입이 시행된다. 

볼루스 주입과 지속적 주입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이들 주입법은 복부불편감, 흡인성 폐렴, 간호사

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없었다(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Acute Care, 2006). 또한 2013 

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ritical Care Nutrition, 2013)에서도 지속적 주입과 다른 주입

방법 간에 사망률, 영양액 공급장애 빈도, 목표 영양액 도달 정도, 설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장영양법의 선택기준을 제시하면, 지속적 주입은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중환자와 비공장관, 위공장

관을 통해 소장으로 영양액이 주입되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소장으로 영양액이 주입될 때는 지속

적 주입이 필수적이다(Berman, Sny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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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속적 주입은 12-24시간에 걸쳐 영양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영양주입펌프 사용이 권장된다. 영양액의 주입속도는 목표 주입속도를 설정하여 점차 주입속

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처음부터 목표 주입속도로 주입하는 방법 간의 우수성에 대해 아직 논란

이 있으나 목표 주입속도를 설정하여 점차 주입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13). 장점은 흡인 위험과 위 잔류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토, 설사 등 

위장관 부적응이 가장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활동의 제약이 따르고, 주입용기나 영양주입펌프 등 

관련 기기의 비용부담이 따른다(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2016). 

101. 

간헐적 주입은 지속적 주입과 볼루스 주입의 중간에 해당되는 주입방법으로 볼루스 주입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지속적 주입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속적 주입에 비해 흡인과 위장관 부적

응의 발생가능성이 다소 높으나 보다 경제적이고 활동이 보다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속

적 주입이 요구되나 비교적 빠른 주입속도에 적응이 가능한 환자, 일정시간 영양액 주입이 금지되

어야 하는 환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2016). 

102. 

볼루스 주입은 주사기와 중력을 이용하여 영양액이 한꺼번에 주입되므로 주입속도가 빨라 흡인

과 위장관 부적응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환자나 경장영양에 부적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적용

은 적합하지 않으며, 위장관 기능이 양호하고 보행이 가능한 환자 또는 회복기 환자에게만 제한적

으로 적용된다(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2016; 대한중환자의학회, 2013).

지속적 주입절차는 다음과 같다(Mersey care, 2012).

1) 환자에게 절차를 설명한다.

2) 손을 씻고 장갑과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한다.

3) 침대곁으로 물품을 가지고 간다.   

4) 연결 세트를 클램프로 막는다.

5) 영양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영양백을 흔들어 섞고 세트를 꽂는다. 

6) 영양백을 정맥걸대에 걸고 세트를 영양액으로 채워 공기를 제거한다.

7) 세트를 경장영양관에 연결한다.

8) 세트에 교환 날짜와 시간을 적은 라벨을 붙인다.  

9) 처방대로 주입속도를 설정하여 주입을 시작한다.

10) 영양액 주입 전과 후에 영양관을 30ml 물로 관류한다.

11) 매 주입시 영양액과 관류액을 기록한다.

12) 환자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경장영양 부적응 징후를 관찰한다.

13) 최소한 30°상체를 올린 자세로 유지하고, 눕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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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루스 주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Mersey care, 2012).

1) 환자에게 절차를 설명한다.

2) 손을 씻고 장갑과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한다. 

3) 5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30-50ml 정제수로 관을 관류한다.   

4)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관(Percutanoues endoscopic gastrostomy, PEG)으로 주입하는 경우 PEG의 clip을 

확인하고, 다시 잠근다.

5) 영양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열기 전에 영양액을 잘 흔든다. 

6) 비위관/PEG의 끝의 마개를 열고, 주사기에 연결한다.

7) 주사기를 영양액으로 채우고, 중력을 이용하여 영양액이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PEG의 clip을 열고 영양액이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8) 주사기가 비워지기 전에 영양액을 넣는다. 중력으로 인해 영양액이 위로 들어가도록 주사기를 들고 있는다. 필요하면 

영양액의 주입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기의 높이를 낮춘다.   

9) 30ml의 물로 영양관을 관류한다. 

10) PEG의 clip을 잠그고, 주사기를 제거하고, PEG/비위관의 끝을 다시 마개로 막는다.

11) 사용하지 않은 영양액은 환자 이름, 개방 날짜와 시간을 라벨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24시간 내에 사용한다. 

12) 주입한 영양액과 관류액을 기록한다.

13) 환자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경장영양 부적응 징후를 관찰한다.

14) 최소한 30°상체를 올린 자세로 유지하고, 눕지 않도록 한다.

103-106. 

용량기반 처방시스템은 주어진 시간 내에 총주입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용량기반 영양

프로토콜(volume-based feeding protocol)은 환자가 주어진 24시간 내에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권장되어 왔다. McClave 등(2015)은 전향적 무작위대조연구에서 용량기반 

프로토콜과 일정한 주입속도로 주입되는 속도기반 영양 프로토콜을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영양공

급이 중단된 날에 속도기반 영양군은 목표 칼로리의 평균 61%를 공급받은 반면 용량기반 영양군은 

평균 76.6%의 열량을 공급받았다. 또한 용량기반 영양은 구토, 트림, 경장영양 적응장애와 관련이 

없어서, 연구자들은 용량기반 영양이 안전하고, 속도기반 영양보다 영양공급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Van den Broek 등(2009)은 4개월간 영양펌프를 이용한 지속적 주입 또는 병합된 급식

을 받은 55명 환자를 관찰한 결과 공급된 급식량이 처방량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에너지가 1089kJ/d(범위 –7955∼+795 kJ/d) 부족하였으며, 그 이유는 주로 영양

공급의 중단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영양공급 중단 시 경장영양 스케쥴을 조정할 

것과 고에너지 밀도의 영양용액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107. 

경장영양이 가정에서도 계속될 예정인 경우 의료인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 전에 가정에서 시행

할 영양공급 스케쥴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급성기 기관의 의료팀이 환자의 적응상태를 사정할 

뿐 아니라 영양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또한 퇴원 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Boullat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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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경장영양 주입 시 체위

배경

108. 

침대머리를 평평하게 하거나 앙와위(supine position)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위식도 역류

(gastroesophageal reflux)와 기도흡인(aspiration)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위식도 역류는 체위와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좌위(semirecumbent postion)는 위내용물의 폐흡인을 방지한다. 인공호흡

기를 가진 중환자 중 경장영양을 하는 환자에 대한 전향적 서술적 연구에서 평균 30°미만의 침대머

리 상승을 한 환자들은 30°이상의 침대머리 상승을 한 환자보다 위 내용물의 기도흡인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주 기도흡인을 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렴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Metheny et al., 2006).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사가 다른 체위를 처방

하거나 금기가 아니라면 기도흡인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장영양 시 침대머리를 30-45° 상승

을 권장한다. 반좌위가 금기인 경우는 불안정 척추(unstable spine), 불안정한 혈역학 상태, 복위, 

특정 의학적 절차(예,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등의 경우이다(Bankhead et al., 2009).

침대머리를 높이는 것이 금기인 경우 가능하면 역트렌델렌버그 자세(reverse trendelenburg 

position)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자세의 효과에 대해 연구된 적이 없지만 침대머리 상승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된다(Bankhead et al., 2009). 

109. 

경장영양 후 30분-1시간 동안 최소한 30° 상체를 올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음식의 소화와 영양

액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고, 영양액의 폐흡인 가능성을 예방한다(Berman, Snyder, 

2012).

110.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Safe Sleep Initiative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감소시키기 위해 

1세 미만 영아는 앙와위로 누워서 자고, 침대머리를 높이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은 

잘 설계된 환자-대조군 연구들에 의거하고 있다(Task Force on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1).

111. 

복위에서 경장영양이 앙와위에서의 경장영양과 비교 시 합병증의 상당한 증가를 제시하지 않는

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복위에서 경장영양의 안전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제한

적이다. 앙와위에서 경장영양 적응을 증가시키는 전략들인 침대머리 상승, 소장영양(small bowel 

feeding), 위장운동촉진제(prokinetic agent) 사용은 복위환자에서도 경장영양 적응을 증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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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inn 등(2015)은 복위를 취한 성인 환자에서 경장영양을 시행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는데, 복위

와 앙와위에서의 경장영양의 결과를 비교한 2편의 연구에서 복위 환자의 위 잔류량은 앙와위 환자

의 위 잔류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복위 환자에서 경장영양이 구토나 폐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위환자가 용량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위장촉진제와 25° 침상

머리 상승이 특이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소장 영양공급관이 사용되면 복위환자에서 경장영양 적응

이 증가될 수 있다(Linn et al., 2015).   

8-6. 경장영양의 중지

배경

112. 

환자가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치료사가 적절한 음식의 종류와 질감을 추천할 수 있다

(Boullata et al., 2017).

113. 

경장영양에서 경구섭취로의 전환 시 환자가 경구섭취 증가를 수용하도록 일정기간동안 경장영

양액의 양을 점차 감소시킨다. 경장영양에서 경구섭취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나 지침은 매우 적다. 

Crary와 Groher (2006)는 연하곤란이 있는 경장영양 환자가 경구섭취의 후보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삼킬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환자가 경구섭취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으

려면 영양요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114-115.

경장영양의 중단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준비정도는 다양하다. 전환과정은 환자와 충분히 상의

되어야 한다. 경구섭취는 공복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위가 완전히 차지 않았을 때 시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속적 주입은 정상적인 공복주기를 자극하기 위해 간헐적 주입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경구섭취를 시도하기 전에 환자는 간헐적 주입에 적응하여야 한다. 환자가 

경구섭취를 시도할 때에는 완전히 상체를 세울 수 있고, 의식이 명료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116-117. 

Buchholz (1998)은 두부손상 또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경장영양에서 경구섭취로의 전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에 따르면 준비기에서는 경구섭취에 대한 환자의 생리적 

준비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학적 및 영양상태의 안정성, 간헐적 경장영양 시행, 삼킴 사정결과

를 통합한다. 다음은 경장영양 중단 시기로 경구섭취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경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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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점차 감소시킨다. 환자가 영양요구의 75% 이상을 3일간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모든 경장

영양은 종료된다.

9. 경장영양의 유지관리

9-1. 경장영양 시 관류

배경

120. 

임상실무에서 관류하는 물의 양, 시기, 빈도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볼루스 주입, 간헐적 주입, 

지속적 주입 시와 약물 주입 전후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관류는 영양관 폐색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Fisher, Blalock, 2014; Schrag ,Sharma, Jaik, et al., 2007; Blumenstein I, Shastri YM, Stein 

J., 2014; Reising DL, 2005). 지속적 주입의 경우 관류에 권장되는 물의 양은 20-100ml이며 4시간마

다 또는 8시간마다로 다양하게 권장되고 있다. 볼루스 주입 또는 간헐적 주입의 경우 관류하는 

물의 양은 15-100ml이며, 영양액 주입 전후에 관류한다. 관류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영양관의 

개방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관류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환자의 수분 섭취/제한 여

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Fisher, Blalock, 2014).

121. 

최근 ASPEN이 실시한 조사에서 소아 또는 신생아의 영양관을 관류하는데 물이나 공기를 사용한

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관류량은 2-5ml를, 신생아는 물이나 공기를 1ml 이하로 사용하

도록 합의했다(Boullata, et al., 2017).

122. 

내경이 작고 길이가 긴 비위관이나 비공장관은 내경이 굵고 길이가 짧은 위루관에 비해 막힐 

위험이 높다. 관의 직경이 클수록 흐름이 좋다. 큰 구멍은 약물이나 점성이 높은 영양액에 의해 

막힐 가능성이 낮다. 폴리우레탄 영양관은 같은 외경의 실리콘 영양관에 비해 내경이 커서 막힐 

위험이 낮다(Boullata, et al., 2017).

123. 

간헐적 주입 전후와 지속적 주입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관류한다. 또한 약물 주입 전후에 관류

한다(Boullat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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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위산으로 pH가 낮은 위에 거치된 위관이 중성인 소장 환경에 위치한 영양관보다 더 쉽게 막힐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GRV 측정을 위해 위액을 영양관 안으로 흡인하는 것은 폐색을 

증가시킬 수 있다(Boullata, et al., 2017).

125. 

경장영양 주입기구를 취급할 때는 표준주의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양관의 연결부는 위 잔류량을 

측정할 때, 장내 박테리아가 이동하여 경장영양 주입세트의 외측 부분이 더 오염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주입하는 시간(hang time)은 세균성장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시간을 따른

다(Boullata, et al., 2017).

126. 

신생아에서와 같이 주입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할 경우 경장영양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폐쇄를 

알리는 펌프의 알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127. 

현재까지 관류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로 물 만큼 효과적이고 접근이 쉬우며 비용효과적인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류에 사용하는 물은 마실 물이나 살균된 물일 수 있다(Boullata., 2010). 수돗물

이 미생물이나 화학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았을 때 정제수를 사용하는 등 실무상 

차이가 있다. 82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6%는 약물 투여 전후 튜브 플러싱을 위해 

항상 멸균수를 사용하고 70%는 항상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관류하기 위해 멸균수를 사용하면 

전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의 관류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오염물질이 없는 경

우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한다(Guenter, Boullata, 2013).

9-2. 경장영양관 폐색 시 관류

배경

128. 

따뜻한 물은 경장영양관의 폐색 복구에 효과적이므로 우선적으로 시도된다. 50mL 주사기를 영

양관에 연결하고 플런저를 뒤로 당겨 영양관 내부의 응고덩어리를 빼낸다. 그런 다음 주사기를 

따뜻한 물로 채우고 튜브에 다시 연결하여 관류를 시도한다. 저항감이 지속되면 주사기의 내관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여보고, 따뜻한 물이 막힌 응고덩어리에 침투할 수 있도록 최대 20분까지 

채워둘 수 있다(Lord, 2011; Fisher, Blaloc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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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활성화된 췌장 효소는 경장영양액으로 인한 침전물을 녹이는 데 효과적인 작용제로 보고되었

다.[3-5] 다만 장용 코팅되었거나 서서히 녹는 췌장 효소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폐색 복구

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Dandeles, Lodolce, 2011; Bommarito, Heinzelmann, Boysen, 1989).

9-3. 경장영양을 위한 주입기구 관리

배경

130. 

경장영양 펌프는 영양공급의 중단이나 변경 시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정확하고 일관된 영양 

공급을 보장한다. 영양주입펌프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확도가 높더라도 실제 주입속도의 

정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Tepaske, Binnekade, Goedhart, et al., 2006).

131. 

환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작은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장영양 펌프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한 신생아와 소아의 

경우, 속도와 용량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oullata, Carrera, Harvey, et al., 2017).

133. 

신생아 출생 후 첫 1년 동안의 영양 공급은 두뇌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아의 

경우 소량의 경장영양을 할 경우 주입속도와 용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린지 펌프를 사용하

기도 한다(Bankhead, et al., 2009). 

134. 

모유를 신생아나 영아에게 제공할 때, 영양백(feeding bag)을 사용하여 주입하는 경우 지방층의 분

리로 인해 지방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수집통(collecting chamber)이 없고 짧은 길이의 관을 가지

고 있는 펌프(예, 시린지펌프)를 사용하면 지방 손실이 덜 일어난다(Bankhead, et al., 2009)(그림 2).

135. 

미생물 성장은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방법으로 경장영양과 연관되어 왔지만, 경장영양과 관련된 

오염은 박테리아 감염의 원천이라는 점이 종종 간과되어 왔다. 폐쇄형 경장영양액은 주입시작하기 

전까지 무균 상태로 유지되며 지속적 주입과 간헐적 주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밀봉된 용기에 

들어 있는 영양액 외에 다른 영양액을 첨가할 수 없고, 간호시간이 덜 소요되며 감염의 위험이 

개방형 경장영양액보다 상대적으로 낮다(Luther, Barco, Chim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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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린지 펌프를 이용한 모유주입

출처: 서울아산병원집중지원팀, AMC 영양집중치료(2017), 군자출판사.

136. 

경장영양 주입기구를 취급할 때, 개인은 표준예방지침을 따라야 한다(Bankhead, Boullata, 

Brantley, et al., 2009). 

138. 

경장영양 주입 시스템 내에서 3-way의 사용은 바이오필름을 성장시켜 병원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사용한 지 3일 이내에 3-way에서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

었다(Solseng, Vinson, Gibbs, Greenwald, 2009).

 

139. 

직원의 손, 영양관의 허브, 경장영양액 및 환자의 비인두와 위액을 조사한 결과 감염관리 프로그

램(infection control program)을 받은 그룹에서 오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의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오염은 경장영양 시스템의 오염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

므로 경장영양 시스템을 다루는 치료 환경에서 감염관리프로그램(ICP)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Stuck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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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미생물이 손에서 자라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자의 치료 항목 및 영역에 적절한 손위생

과 장갑의 사용은 중요하다. 환자를 치료하는 전 과정에 장갑을 사용한다. 주사기에서 접촉 오염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의료전문가는 주입용기의 내부와 같은 환자 간호용품과 영역으로의 미생물 

성장의 이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연결을 분리하거나 조작하기 전에 영양관 

아래에 깨끗한 타월을 두어 오염기회를 줄일 수 있다(Stucki, et al., 2009).

141. 

경장영양 주입기구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수분이나 영양액을 보유한 주입기구보다 미

생물 성장이 적었다.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최대 5일 동안 주사기의 외관과 내관을 분리하여 

보관한 주사기는 12시간 동안 습기를 보유한 채 유지된 새 주사기보다 미생물 성장이 적었다. 또한 

영양관의 캡 끝에 습기가 남은 채로  IV 폴대에 걸어두는 방식은 습기가 없이 보관한 캡보다 미생물 

성장이 훨씬 더 많았다(McGinnis, 1995).

10. 경장영양 주입 감시

10-1. 경장영양 주입감시의 일반적 원칙

배경

142-144. 

ASPEN 안전한 경장영양지침(2016)에서는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영양상태를 최적화하

고 영양불량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영양 재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영양 재사정의 구체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하여 임상적 상태 또는 영양상태의 변

화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영양주입계획을 수정하며, 특이적인 영양불량이나 부작용의 발생 예

방을 돕는데 있다. 장내 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의 재사정주기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Boullata, Carrera, Harvey 등, 2017). 

정규적인 임상검사 모니터링은 영양주입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도(tolerance)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된다(Mueller, Compher, Druyan, 2011). 

재사정주기는 실무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부적응(intolerance)은 경장영양

을 시작한 후 첫 3일내에 많이 보고되므로(Gungabissoon, Hacquoil, Baines 등, 2015) 처방된 경장

영양의 적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지표를 모니터해야 한다. 

적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경장영양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약물부작용의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공감미료인 소르비톨(sorbitol)은 묽

은 변이나 구갈, 그 외의 부적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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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장영양 부적응은 경장영양의 중단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영양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해야 한다(Elpern, Stutz, Peterson 등, 2004). 또 열량부족은 감염과 같은 부작용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며(Villet, Chiolero, Bollmann 등, 2005) 영양관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튜브가 막히거나 잘못된 영양액이 주입되지 않는지 주의하여 모니터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

은 체중감소는 영양불량의 가장 확실한 위험지표가 되므로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모든 환자에서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  

10-2. 경장영양의 적응도(tolerance) 평가 

배경

145. 

열량이나 단백질의 목표량, 섭취와 배설을 명확히 확인하여 목표열량을 조절해야한다. 또 5편의 

관찰연구에서 열량결손은 부작용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누적열량부족 여부를 기

록하여 점차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Villet, Chiolero, Bollmann 등, 2005; Candela, Llerena, 

Savalle 등, 2011; Heidegger, Berger, Graf 등, 2013). 흔히 처방된 용량에 비해 주입된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오심, 구토, 복부팽만, 설사와 같은 위장관 부적응이나 영양관 폐색 

또는 제거, 간호 또는 치료/시술로 인한 주입중단, 환자의 거부 등이 있다. 환자가 특정한 시간 

내에 주입된 요구량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양요구량 충족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의 안전한 경장영양실무지침

(2016)은 처방된 용량과 주입된 용량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거나 주입백에 표시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Boullata 등, 2017).  

146. 

경장영양의 부적응(EN intolerance)은 영양공급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경장

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어떤 상황 또는 모든 연령대에서 경장영양의 적응도를 평가해야 한다(Blaser, 

Starkopf, Deane 등, 2015). 위장관 부적응이란 구토, 복부팽만, 불편감 호소, 위장관 배액 증가, 높

은 위 잔류량, 설사, 가스배출이나 배변량 감소, 비정상적인 복부영상 등 다양한 위장관 증상으로 

정의되며, Wang, McIiroy, Plank 등(2016)이 시행한 관찰연구에서는 3차 의료기관에서 경장영양을 

하는 환자의 32%가 경장영양 부적응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1/3은 높은 위 잔류량과 오심/구토,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laser 등(2015)은 경장영

양 부적응을 단일 증상보다는 ‘복합적인 위장관 증상’로 정의하였고, 중환자실에서의 경장영양 부

적응이 중환자실 사망률과 가장 강한 관련요인이라고 하였다. 경장영양의 적응도는 신체사정에 

따라 장내가스배출이나 배변, 복부 X-ray 평가, 통증이나 복부팽만 같은 환자 불편감 소실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McClave, Taylor, Martindale 등, 2016; Malone, Seres, Lor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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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경장영양 적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로써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and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이 공동개발한 성인 중환자 경장

영양지원과 사정지침(2016)에서 ‘환자의 신체검진과 장음이나 배변상태, 방사선촬영, 환자의 복통

이나 복부팽만 호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장영양 적절성을 매일 평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경장영양 

공급의 중단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McClave, Taylor BE, Martindale 등, 2016).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 결과 부적절한 경장영양 중단으로 필요한 열량공급이 제공되

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경장영양을 처방하는 의료제공자가 요구되는 열량의 60-80%만 처

방하여 전반적으로 적게 처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환자는 처방된 양의 80% 정도만 공

급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방과 부적절한 공급으로 인해 적어도 1-2일간 평균 목표열량의 

50%만 공급받고 있었다. 또 85% 이상의 환자에서 경장영양의 중단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불가

피한 진단검사로 인한 중단은 23%에 불과하며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중단이 65%에 해당하였다

(McClave, Sexton, Spain 등, 1999; Passie, Davies, Ridley 등, 2013). 

기타 사유의 1/3은 부적응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도 진정한 부적응은 50%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검사/시술을 위한 ‘자정이후 금식’이 23-33%였으며 영양관 개방성 문제, 위치조정이나 재

삽입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단이 많았다. 반면 외과적 시술(전신마취하의 화상상처제거) 중에도 

경장영양을 지속한 일 연구에서 경장영양을 중지후 수술을 시행한 군에 비해 감염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Jenkins, Gottschlich, Warden, 1994). 금식이 반복되거나 금식시간이 길

어지는 경우 장폐색도 더 확산될 수 있어 부적절한 중단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Caddell, Martindale, 

McClave 등, 2011).

10-3. 경장영양 주입 시 위 잔류량 감시

배경

148. 

전통적으로 국내외에서 위 잔류량의 측정은 기도흡인의 위험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어왔다. 

ASPEN 지침(Bankhead, Boullata, Brantley 등, 2009)에서 위 잔류량의 정기적인 측정을 기도흡인의 

예방을 위한 권고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병원간호사회 지침과 외과대사영양 지침서

(2013), 중환자영양지원지침(2013)에서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중환자에게 4시간마다, 열량목표에 도

달 후에는 6시간마다 측정하며, 위 잔류량이 2회 이상 200~250ml이면 위장촉진제를 사용을 고려하

도록 권고하였다. 

지금까지 위 잔류량 측정의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공

하거나 위 잔류량 측정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여러 국제실무지침에서 위 

잔류량 측정을 정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권고가 변경되었다. American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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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enterology (ACG)에서 발표한 입원한 성인환자를 위한 경장영양 임상실무지침(McClave, 

DiBaise, Mullin 등, 2016)과  ASPEN 지침에서 모두 경장영양을 하는 중환자에게 안전한 공급을 

위해 위 잔류량 측정을 정규적인 실무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정규적인 위 잔류량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SCCM 학회에서 ASPEN 학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중환자를 위한 경장영양 

실무지침에서 위 잔류량 증가는 환자 자세, 경장영양관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위 잔류량 

측정으로 인해 주입기구의 폐색 증가, 부적절한 경장영양 주입중단, 간호시간의 지나친 소모와 보건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며(McClave 등, 2017) 위 잔류량을 낮추는 것이 기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경장영양을 쉽게 중지하는 요인이 되어 경장영양 주입 감소와 이로 인한 폐렴 위험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Nseir, Zerimech, Jaillette et al, 2011)고 하였고 더 이상 위 잔류량이 기도흡인의 

지표로써 유용하지 않으므로 정규적으로 측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Boullata 등, 2016). 또 

위 잔류량을 측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위 잔류량이 500ml 미만이면서 다른 부적응 증상이 

없는 경우 경장영양을 중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로 인해 경장영양을 중지하지 않도록 권고하

면서 이에 대한 실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McClave, Lukan, Stefater 등, 2005; Montejo, 

Minambres, Bordeje 등, 2010). 다만 위 잔류량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검진과 복부 방사선

검사, 기도흡인과 같은 임상적 위험요인의 평가를 매일 세심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McClave 

등, 2017). 

국내에서는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은 정규적으로 위 잔류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출판

된 영양학참고서에도 경장영양의 기계적 합병증 중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위잔여량 

측정과 상체를 가능한 30도 이상 높게 유지할 것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한호성, 류승완, 2016) 

국제적인 지침의 권고에 따라 경장영양에 관한 실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간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이 위 잔류량 측정에 대한 실무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위 잔류량이 50-150ml 또는 250-500ml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장영양을 중지하도록 한 4개의 

무작위대조연구에서 높은 위 잔류량 군에서 구토, 기도흡인, 폐렴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위 잔류량

이 낮은 군에서도 동일한 부작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기도흡인에 대한 위 잔류량 민감도는 

1.5-4.1%, 긍정예측치 18.2-25%, 부정예측치 77.1-77.4%로 기도흡인에 대한 지표로써 위 잔류량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부족하였다(Montejo 등, 2010; McClave 등, 2005). 또 위 잔류량 측정없이 

경장영양을 시행한 세 개의 연구(무작위대조연구 2개, 전향적 전후연구 1개)에서 모두 폐렴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위 잔류량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경장영양액의 공급량이 증가되어 대상자

에게서 열량부족 발생이 감소하였다(Reignier, Mercier, Le Gouge 등, 2013; Poulard, Dimet, 

Martin-Lefevre 등, 2010).

둘째, 24시간 이상 위 잔류량이 250ml를 초과한 경우 위 잔류량을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과 소화

기능사이의 상관성이 낮았다(Landzinski, Kiser, Fish 등, 2008; Cohen, Aharon, Sin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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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 잔류량을 계속 모니터하는 경우 영양관의 폐색 발생 빈도가 하지 않는 것에 비해 10배가 

상승하였고(Powel 등, 1993), 위 잔류량 측정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위 잔류량의 측정치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위 잔류량 측정으로 인한 의료제공자의 자원 특히 간호시간을 

상당시간 소모하는 문제점이 있었다(Hurt, McClave, 2010). 

결론적으로 위 잔류량 증가는 폐렴 발생빈도(Montejo 등, 2010), 구토나 기도흡인(McClave, 

DeMeo, DeLegge 등, 2002)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위 잔류량이 실제 위 용량이나 위내 

소화상태, 기도흡인 위험, 폐렴과 나쁜 환자결과의 표지로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Deane, Chapman, Fraser 등, 2007; Moreira, McQuiggan, 2009). 

이상과 같은 근거에 따라 국제적인 근거기반실무 지침에서 위 잔류량을 정규적으로 측정할 필요

는 없다고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팀에서도 이를 권고안으로 채택하였다. 5개 병원 

전문가 18명의 평가에서 타당성 7.28±2.78, 적절성 6.83±2.60으로 합의되었으므로 2019년 병원간

호사회 경장영양실무지침에서는 ‘경장영양을 하는 모든 입원환자 및 중환자에게 위 잔류량을 정규

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고안으로 확정하였다. 

  

149. 

경장영양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위 잔류량을 정규적인 실무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만 

구토가 있거나 패혈증, 진정상태, 혈관수축제의 사용을 하는 환자의 경우 위 잔류량의 증가는 질병

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잔류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잔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

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경장영양을 중지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가능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McClave 등, 2005). 

150. 

신생아에서 위 잔류량 측정은 한때 궤사성 대장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권고하였다

(Cobb & Carlo, 2004). 그러나 미숙아에서 높은 위 잔류량은 미숙아의 성숙도 및 정상적으로 발생하

는 장운동장애나 다량의 섭식 후 좌측위 또는 앙와위와 같은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Shulman, Ou, Smh, 2011; Sangers Hm de Jong, Mulder 등, 2013). 영아에게 위 잔류량의 증가는 

궤사성 대장염이나 패혈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으나 신생아의 섭식 적절성 사정에 

있어 위 잔류량의 임상적인 가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위 잔류량 증가가 부적응과 연결된다

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위 잔류량 증가 시 섭식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장영양요구목표량의 부

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신생아전문의들은 더 이상 위 잔류량을 측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arker, Torrazza, Li 등, 2014; Torazza, Parker, Li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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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장영양의 합병증(complication or intolerance) 예방과 관리

11-1. 영양재개 증후군(refeeding syndrome)

배경

152. 

경장영양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위장관, 기계적, 대사성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합병증은 

즉각적인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간주되지 못하여 기록에 누락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장영양주입과 

관련된 합병증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포로토콜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경

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은 영양재개증후군(refeeding syndrome)과 기도흡인(aspiration), 잘못된 기

구연결 등이 있다(Boullata 등, 2016). 국내 임상대사영양학(2016)에는 영양재개증후군을 경장영양

의 합병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제 지침에는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지침에서도 예방해야 

할 합병증으로 포함하였다. 

24시간 또는 일일 목표주입량을 정하여 주입하는 것이 시간대별 주입량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영양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경장영양 시작시간 조정, 주입속도 증가, 적응도에 

따라 개별적 전략 수정과 불필요한 경우 위장관운동촉진제를 중지하는 것이 주입초기의 적응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Heyland, Murch, Cahill 등, 2013). 간호사 주도의 경장영양 프로토콜을 사용한 

군이 프로토콜이 없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경장영양공급량이 증가하고 병원감염발생이 감소

함으로써 환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R = 0.59; 95% CI, 0.43–0.81; P = .001). 이러한 

프로토콜은 간호사에게 중지된 용액을 더 주입하기 위하여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Taylor 등, 1999; Heyland 등, 2013).

153. 

영양재개증후군(refeeding syndrome)은 오랫동안 금식하였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영

양지원을 시작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사반응으로 영양지원 수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 영양지원을 

시작할 때 영양재개증후군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야 하는데 BMI 20kg/m2 이하, 입원 전 최근 체중

감소, 장기간 금식환자 등이 고위험발생요인이며(Crook, 2014) 주 증상은 다량의 설사 또는 오심, 

구토, 전해질 및 비타민 불균형에 의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저인산혈증이 주된 작용을 

하면 심한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심부정맥 등에 의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Lee, 2010). 

154. 

영양재개증후군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장영양주입을 시작하기 전과 주입 중에 기본 질병상태

나 치료기간에 따라 여러 대사성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량원소나 전해질 부족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시 경장영양 시작 전 미리 보충한다(Stanga, Brunner, Leuenberger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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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영양재개증후군은 영양불량 환자가 영양목표 수준까지 영양공급을 받는 경우에 급격한 전해질 

이동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경장영양 제공은 계산된 목표주입량의 25% 정도로 시작하며 3-5일

에 걸쳐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서서히 증가시킨다(Kraft, Btaiche, Sacks, 2005; Boateng, Sriram, 

Mequid 등, 2010).

156. 

고위험환자는 경장영양 시작 후 5일까지 전해질 불균형(저칼륨혈증, 저인산혈증, 저마그네슘혈

증)과 수분상태를 자주 모니터하며(Walmsley, 2013) 경장영양 시작 후에도 혈청 전해질과 비타민 

상태, 임상적 상황, 활력징후를 모니터한다(Kraft 등, 2005). 

11-2. 기도흡인

배경

157. 

기도흡인은 기도내에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으로 중환자에서 액체나 음식물, 위 내용물 또는 구인

두 분비물이나 세균 등이 폐내로 흡인(pulmonary aspiration)되어 화학적 폐렴을 일으키며 결과적으

로 저산소증, 세균성 폐렴과 같은 심한 합병증을 초래한다(Zaloga, 2002). 기도흡인의 발생을 높이

는 위험요인은 70세 이상의 고령, 의식상태 저하, 기관지삽관이나 비위관의 보유상태, 장시간의 

앙와위 자세, 영양액의 볼루스주입 등이 있다(McClave 등, 2002). 또 비위관을 잘못된 경로에 삽입

한 경우, 인공호흡기의 사용, 진정상태, 구토, 고위험 질환이나 상해가 있는 경우,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 간호인력 수준, 고령의 환자, 다른 병동이나 시설로의 환자 이동 등이 있다(Metheny, 2002). 

특히 상기도에 폐렴이나 미생물균 집락이 있는 경우 위내용물 역류에 의한 기도흡인보다 오염된 

구인두 분비물로 인한 기도흡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Marik, 2001; Bonten, Gaillard, van Tiel, 등 

1994). 기도흡인은 경장영양을 하는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합병증에 속하며, 부적절한 간호사-환자

비율, 신경학적 결손, 위식도 역류,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의 이동 등도 요인이 된다(McClave 등, 

2016). 

 

158.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기도흡인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동일하다. 기도흡인의 위험을 줄이는 것

은 침대머리의 상승, 지속적 주입방법으로 영양액 주입, 위장관으로 소량씩 주입하는 것, 위장운동

촉진제의 사용, 클로르헥시딘 구강위생, 기도흡인과 소장으로의 영양주입과 위 내용물의 감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Efrati, Deutsch, Antonell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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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 또는 정맥으로 위장관 운동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소화를 개선하고 경장영양의 

적절성을 증가시킨다. metoclopramide는 하루에 4회 10mg을 투여하면 위 잔류량 증가시 효과적이

다. 그러나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 중환자실 환자에게는 이러한 약제가 별 

변화를 주지 못한다. metoclopramide를 투여한 8개의 무작위대조연구에서 위장관운동촉진제가 감

염이나 사망에 차이를 주지 못하였다. Metoclopramide는 노인에게서 지연성이상운동증(tardive 

dyskinesia)의 부작용이 있거나 QT 간격 지연을 인한 부정맥 발생과 관련이 있다. 소아에게 

metoclopramide의 사용은 매우 주의해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Nguyen, Chapman, Fraser 등, 2007; 

MacLaren, Kiser, Fish 등, 2008). 

2) 경장영양 주입을 위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하여 주입시 역류, 구토, 기도흡인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여(McClave 등, 2002) 경장영양 부적응(높은 위 잔류량과 오심)이 있는 중환자에게 경장영양

관의 위치를 유문후부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12개의 무작위대조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소장으로 영양액을 주입한 경우 위관급식에 비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 감소하였다

(Dhaliwal R, Cahill N, Lemieux, 2014). 그 외 질병 중증도가 높아지면 장폐색이 악화되거나 위장관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어 중환자의 경우 소장 급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Rohm, Boldt, Piper, 2009). 

일 무작위대조연구에서 APACHE II Scores>20 인 중증 환자에게 소장급식이 위장급식에 비해 재원

기간단축과 총 합병증 발생 감소, 주입된 영양액 총량 증가가 나타났다(Hsiu-Hua, Sue-Joan, 

Chien-Wei, 2012). 그러나 장내로 관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급식

이 지체(Davies, Morrison, Bailey, 2012)되는 등의 이유로 전문가를 기다려 장관급식을 시행하기보

다 쉽게 위관급식을 시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McClave 등, 2016). 

기도흡인 위험이 있는 소아에게도 소장 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 장기간 경장영양을 필요로 하거

나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또는 기도흡인의 위험으로 위장으로의 주입에 부적응을 보이는 소아에게

는 위조루관을 삽입하는 것이 권고된다(Egnell, Eksborg, Grahnquist, 2013). 

3) 볼루스(bolus) 주입에 부적응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 주입법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oullata 등, 2017, McClave 등, 2016). 급격한 볼루스 주입은 기도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Ibrahim EH, Mehringer L, Prentice 등, 2002) 5개의 무작위대조연구에

서 볼루스 주입을 지속적 주입과 비교한 결과 지속적 영양주입법(7.4%)이 간헐적 주입볍(13.9%)에 

비하여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지속적 주입 시 주입중단이 감소하여 총 주입량이 증가하였다

(Bonten, Gaillard, van der Hulst 등, 1996; Steevens, Lipscomb, Poole 등, 2002). 

159. 

기도흡인 예방을 위해 경장영양관의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양관이 잘

못된 위치(예, 식도)로 이동하면 위내용물의 역류나 흡인이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장영양액의 주입

위치를 위장에서 소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류나 기도흡인, 폐렴의 빈도가 감소한다(He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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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ver, MacDonald 등, 2001). 13개의 무작위대조연구에서 경장영양액의 주입위치에 따라 사망률

이나 중환자실 체류일수, 병원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경장영양 주입기간에는 차이가 없었

지만, 소장 주입에서 폐렴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인공호흡기관련 폐렴에서도 유의하게 낮았다

(Davies, Morrison, Bailey 등, 2012). 

미국중환자간호사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ing, 2016)는 기도흡인예방을 

위해 4시간마다 영양관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치확인을 방사선촬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위치확인을 위해 잦은 방사선촬영을 

하는 것은 실무적이지 않다. 따라서 영양관의 위치확인을 코나 복벽(위루관, 조루관의 경우)으로 

삽입된 영양관의 삽입지점을 표시하여 이 표시가 움직이는지를 사정하거나 외부로 보이는 튜브의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관의 내용물이나 영양액을 흡인해보는 것, 단

순히 공기를 주입하면서 청진하는 방법은 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

160. 

기도흡인의 위험을 줄이는 또 다른 과정은 진정/진통의 수준을 가능한 낮추고 진단적 검사나 

시술을 위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인두(pharynx)에 고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하는 검사나 치료는 기도흡인의 위험을 높게 한다. 정상상태에서 인두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삼키

거나 기침반사를 통해 기도흡인을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가 진정이 되면 반사능력이 저하되어 기

도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안위나 마음관리를 하면서 가능한 심킴이나 기침반사의 

억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cClave 등, 2002). 

161. 

기관내삽관은 삼킴반응을 제한한다. 현대적인 ‘부드러운 커프’가 있는 기관지튜브는 기관내경을 

완전히 막지 못하므로 소량의 액체가 폐 안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한 기도내의 커프압력으로 

인해 기관지의 점막을 통해 식도까지 부분적인 압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기관내삽관은 구토가 있

을 경우 다량의 기도흡인을 방지할 수 있지만 소량이 흡인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기도흡인을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1) 침대머리를 30-45°로 올린 경우 폐렴 발생률이 23%에서 5%(P=.018)로 감소하였으며 편평하게

(flat) 누운 영아와 소아의 경우에도 영양액 역류와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흡인예방을 위해 급

식 중 머리를 30° 정도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Bankhead, Boullata, Brantley 등, 

2009).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1)는 식도역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돌발성신생아사망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의 위험보다 큰 경우 일

반적으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등을 평평하게 눕히는 자세를 권고하며, 앙와위에서 침대머리를 

올리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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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로헥시딘 구강간호(1일 2회)가 심장수술 환자의 호흡기 감염과 병원성 폐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Riso, Ladowski, Dillon 등, 1996; Houston, Hougland, Anderson 등, 2002). 

또 클로르헥시딘 구강간호를 중환자실의 번들중재로 포함한 연구에서도 병원성 호흡기 감염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Simmons-Trau, Cenek, Counterman 등, 2004; Zack, Garrison, Trovillion 등, 

2002).   

3) 경장영양 시행 후 환자의 적절한 자세에 대해 Mersey 지침은 1시간동안 30°이상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ASPEN 지침(2009)과 ASPEN curriculum(2판, 2012)은 경장영양을 시행 중 가능한 

상체를 올린 자세를 지속유지하며 다른 시술로 인해 내린 경우 시술이 끝나면 즉시 올리라고 하였

다. SCCM 지침(2017)에서도 주입 중 30° 이상으로 올린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였으나 지속시간에 

대한 권고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경장영양을 시행 후 30분-1시간동안 30° 

상체를 올린 자세를 유지한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서 타당성 8.44±0.86점, 적절성 7.71±1.16점으

로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11-3. 설사

배경

162. 

경장영양을 시행하는 경우 설사는 2-95%까지 광범위하며 경장영양을 공급 후 영양액 변경사유로 

설사(33.3%)가 가장 높은 요인이며(박미선, 2010). 경장영양을 하는 많은 입원환자에게 설사는 대

부분은 경미하며 자가 조절이 되지만, 설사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 항문 주변 피부 훼손과 

상처불결 등이 발생할 수 있다(Chang, Huang, 2013). 국내에서는 경장영양을 지원받는 환자의 

15~18%에서 설사가 발생한다(대한외과영양지침, 2013). 설사의 원인 60% 이상은 약물이나 교차오

염, 고장성 영양액, 영양액 주입 속도 등이다(대한외과영양지침, 2013). 또 경장영양액의 준비 및 

주입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 발생이 가능하므로 오염을 최소화하고 위생적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장영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준비하고 주입하는 간호사의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영양액이 상온에서 너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입시간을 적절히 관

리해야 한다(박미선, 2010). 

주입용기의 경우 미국경장영양학회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권장하지만 국내의 경우 재사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회용 주입용기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회용 용기를 환

자가 구입하거나 일부 병원에서만 병원이 제공하는 있으나 수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이 제한

적이다(라미용, 2010). 재사용 시 주입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척방법이나 교환주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되지는 않았다(이은주, 위미숙, 손영미 등, 1998; 

이순행, 정연화, 최정원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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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관급식을 하는 환자에서 Clostridium difficile(C-difficile)의 감염은 17-20%에 해당하여 중요한 원

인이 된다(Bartel, Gau, 2012). 

164. 

경장영양을 하는 환자의 설사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solbitol을 함유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55%에 해당한다(Thorson, Bliss, Savik, 2008). 경장영양을 하면서 C-difficile이 아닌 다른 원인의 설

사가 있을 경우 prokinetics 사용의 중지를 권고한다(Nguyen, Ching, Fraser, 2008; Nguyen, Yi, Mei, 

2011; Nguyen, 2014). 

191. 

원인미상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표준경장영양액(standard formula)에 발효된 수용성 식이섬유(예, 

inulin, fructo-oligosaccharides, guar gum, achasia gum, and so on)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면 상업용 

섬유소제제(수용성/비수용성)에 비해 설사가 감소될 수 있다(Chittawatanarat, Pokawinpudisnun, 

Polbhakdee, 2010; Dobb, Towler, 1990). 

표준경장영양액은 특정한 대사적 장애를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양제이다. 

소화흡수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표준영양액은 등장성으로 1.0kcal/ml의 농도가 일반적이지만 2.0kcal/ml로 농축된 표준영양

액도 있다. 또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된 환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 농도를 20%까지 증가시킨 

고단백 제제도 있다(임상대사영양학, 2016 ).   

수용성 섬유소제제의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장내 미생물군유전체가 더 다양하고 균형적이 되도

록 도와준다(Holscher, Caporaso, Hooda 등, 2015). 가수분해영양액, 중쇄중성지방산 오일 용액은 

약해진 장에서도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전향적

인 무작위실험연구에서 표준영양액에 비해 더 이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Borum, 

Lynn, Zhong 등, 2000). 

165. 

가수분해 영양액(hydrolyzed formular)은 최소한의 소화 흡수과정만 필요하도록 가수분해된 최종

소화산물을 위주로 구성한 영양액이다. 단백질은 단쇄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당질은 글루

코즈나 덱스트린류로, 지방은 중쇄중성지방과 소량의 필수지방산으로 구성된 영양액이다(임상대

사영양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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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변비

배경

166. 

변비는 국제 지침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국내 중환자영양지원지침(2013)과 임상대사영양학

(2016)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경장영양을 공급받는 환자의 경우 탈수위험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수분 요구량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 경장영양액 만으로 요구량만큼의 수분을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수분공급을 고

려해야 한다.

12. 경장영양시 약물주입

12-1.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주입의 일반적 원칙

배경

167.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의 투여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많은 약물들이 경장영양관을 통해 투여

할 수 있도록 조제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모든 약들은 관을 통한 투약에 안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환자마다 투약을 통한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장영양관을 통한 투약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과 영양분,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약의 

효용성과 약의 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에서는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투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경장영양 처방과 함께 적절한 투약을 도울 수 있는 보완적인 처방을 

할 수 있다(Boullata, Carrera, Harvey,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는 NST를 구성하여 각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의사는 병력 확인, 영양지원의 종류 

및 경로 결정을 하며, 영양사는 환자에 대한 영양 과거력 확인, 영양상태 평가, 필요량 산정, 경장영

양액 조성 결정, 약사는 투약력 파악, 정맥영양액 조성, 요구량 산정 및 조제를 담당하며 간호사는 

카테터 및 급식관 관리, 환자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있다(NICE, 2006; 박예연, 박수정, 2015).

168.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투여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경구 약물 투여와는 다르고 독특하다. 경장

영양관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관들은 프로토콜이 부족한 기

관들에 비하여 투약오류를 예방하게 된다. 네덜란드 병원에서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고, 간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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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한 후, 실무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경장영양관을 통한 투약을 실시하였을 때 관의 폐색 OR 

0.22(95% CI 0.047-1.05)과 투약오류의 발생 OR 0.003(CI 0.0005-0.02)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van den Bemt, Cusell, Overbeeke,  et al., 2006).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경장영양관 약물준비와 

투약에 관련한 지침에 약물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투여하기 위한 간호정책과 절차를 포함하여 경장

영양관으로 안전한 투약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권장한다(NICE, 2012).

12-2.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 주입시의 준비

배경

169. 

간호사는 경장영양관으로의 약물투여를 위하여 적절하게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하는 것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Boullata 등의 연구(2009)에서는 경장영양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루어진 708건의 투약 처방 중 구강 투여로 잘못 처방된 경우가 601건으로 약 84%에서 잘못된 

투약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1,680병상 규모의 교육병원 내과 및 중환자실에서 수

행된 전향적 관찰연구에서 약물의 보관, 준비, 투여 과정에서 약 60%의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약물

준비시의 오류가 약물 투여시의 오류보다 더 많았으며(0.88 vs 0.36), 정맥주입에서의 오류가 경장

영양관을 통한 주입에서의 오류보다 더 많았다(1.10 vs 0.32). 오류의 정도는 30.9%는 고위험, 

19.0%는 중등도 위험, 50.1%는 경한 위험 수준이었다. 오류발생은 심각한 용량의 약물에서 14%, 

단순한 약물에서 80.1%, 영양보충제와 희석제에서 6.9% 발생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경장영양관

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광선차단과 처방정보에 관한 지식부족이 가장 두드러졌다(Bertsche, 

Niemann, Mayer, et al. 2008).

170. 

환자의 안전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약물들이 특정한 장내경로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요소에는 활성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의 제형, 용해성과 

약물의 첨가제 사용 등이 포함된다(Boullata, et al., 2017). 대부분의 캡슐제제나 정제는 위에 들어

간 수 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방출되는 제제들이며, 물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매이므로 정제수

에 녹여서 주입할 수 있다(White & Bradnam, 2007). 

현탁액(suspension) 제제는 약물이 녹지 않거나 맛이나 향 등에 대한 선호 때문에 약을 코팅된 

미세과립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과립의 크기와 점성이 경장영양관을 통해 투여하기에 적절한 

지를 사정하고 처방을 확인하고 상의하여야 한다. 과립 현탁액의 예로는 ciprofloxacin, 

clarithromycin, lansoprazole 등이 있다(White & Bradnam, 2007). 

고농도의 액체제형은 건강한 위에서는 위배출이 다소 지연되지만 소장에서보다는 쉽게 적응한

다. 따라서 유문후부(postpyloric)에 삽입된 영양관으로 투약하는 경우 약물의 생체이용률이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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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장관계의 불편감이 초래될 위험이 증가되며, 흡수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장영양관의 

말단부위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시럽제제에 첨가된 설탕, 보존제 등은 경장영양액의 부적응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작용(예, 설사)

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허약한 환자에게 500-600mOsm/kg 이상의 고삼투압성의 시럽제제를 희석

시키지 않고 투여하면 심각한 위장관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Boullata, et al., 

2017).

변형된 방출제형(예 지연방출, 지속방출)을 포함하여 수많은 약물들이 경장영양관으로 투여하기

에 부적절하다. 분쇄하거나 개방할 수 없는 구강제형 약물에 대한 목록을 비치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심선영, 김승란, 유용만 등(2010)은 경장영양

관으로 투여되는 약물의 추천되는 제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8). 

표 8. 관급식 환자를 위해 추천되는 제형들

성분명 추천약물 용량 비고

Doxazosin mesylate 카르딜정Ⓡ 2mg

Methylphenidate 메칠펜정Ⓡ 10mg

Nicardipine 페르디핀정Ⓡ 20mg

Verapamil 이솝틴정Ⓡ 40mg

Diltiazem 딜테란서방캅셀Ⓡ 90mg 과립을 갈아서 투여하지 않는다.

Isosorbide dinitrate 이소켓서방캅셀Ⓡ 120mg 과립을 갈아서 투여하지 않는다.

Bacillus subtilis

/Strep.faecium
메디락DS장용캅셀Ⓡ 9억/1억 메디락산: 같은 함량 캅셀의 4배 부피

Theophylline

에테오필캅셀Ⓡ 100mg, 200mg

과립을 갈아서 투여하지 않는다.데오크레캅셀Ⓡ 130mg

테올란비서방캅셀Ⓡ 100mg, 200mg

데오크레건조시럽Ⓡ 200mg 소아용

Valproate sodium 

divalproate sodium
오르필시럽Ⓡ 1ml

1ml 중 valproic acid: 52.06mg,

valproate sodium: 60mg 함유

Carbamazepine
테그레톨시럽Ⓡ 200mg

테그레톨정Ⓡ 20mg/ml

Erythromycin 아이로손시럽Ⓡ 25mg/ml 에릭캅셀 : 16fr 이상은 가능

PPI제제 란스톤LFDT정Ⓡ 15mg, 30mg 확산정 제제

출처: 심선영, 김승란, 유용만, 신혜영, 송영천 (2010). 관급식튜브를 통해 투여되는 약물의 적절한 제형 선택을 위한 개선활

동, 병원약사회지, 27(2), 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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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주입방법

배경

175. 

경장영양액과 약물의 적합성(compatibility)은 영양액의 식이섬유, 무기질과 함께 단백질의 형태

와 농도가 관련되며, 또 약물의 산도, 점성, 삼투압, 알코올, 무기질 등의 성분이 관련된다. 적합하

지 않은 약물을 영양액과 혼합하였을 때 물로 관류해도 관이 깨끗해지지 않고 막힘을 초래하는 

경우가 96%에 달한다(Guenter & Boullata, 2013). 

176. 

경장영양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유지하고 절차의 복잡함을 이해

하여 약물 주입을 통한 경장영양관의 폐색, 약의 효용성의 감소, 약의 독성 증가 등을 막아야 한다

(Guenter & Boullata, 2013). 

177. 

약물들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혼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관의 폐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

나 치료적 반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약물을 한꺼번에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경장영양액에 약을 섞어서 주입하거나 처방된 약물을 한꺼번에 섞어서 투약해서

는 안 된다(Guenter & Boullata, 2013). 

178. 

액체제형의 약물은 약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주입해도 된다(White & 

Bradnam, 2007). 

 

179. 

경장영양관을 통한 약물의 투여를 일관되게 하는 것은 약을 적절하게 희석하고 관류하는 것에 

달려있다. 분말이나 시럽형 제제의 희석에는 물이 적절하다. 미국 약전에 의하면 정제수가 약물 

제형의 준비에 사용된다. 정제수란 오염이 없는 물을 의미한다. 마시는 물(수돗물, 병에 든 생수, 

우물물)은 화학적 오염물질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경장영양관으로 투여할 약물을 준비하는데 사용

하는 것은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약물의 생체이용율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Boullata, et al. 2017).

분말약의 희석을 위해서는 30-60mL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Boullata, et al., 2017). 시럽

제제의 약물을 희석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바람직한 정도의 점성과 삼투압에 따라 다르다.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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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액은 1:1 정도의 용량으로 희석하는 것이 적절하다(Boullata, et al. 2017).

경장영양관으로 투여하는 약물의 산성도, 삼투압, 점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잘 녹을 수 있는 용액

으로 결정한다(Boullata, et al. 2017).

180. 

경장영양관을 통하여 약물을 투입하기 위하여 깨끗한 ‘경장영양용’주사기를 사용한다(≥20 mL 

with ENFit device)(그림 3).

그림 3. 20 mL with ENFit device  

출처: Brand: Micsafe, Product Code: SE20H, 

https://www.johnpreston.co.uk/pub/media/logo/stores/1/john-logo.png

182. 

관폐색을 예방하기 위한 관세척액의 효과적인 용량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Bourgault 등(2003)과 

Keithley & Swanson (2004)과 Boullata 등(2017)의 연구에 기반하여 50cc 주사기에 15-30ml의 상온

의 정제수로 약물 주입전과 후에 관을 세척하라고 권고한다. 특히 약물 주입 후에 관을 세척하는 

것은 약물이 경장영양관내에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이 장내로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

이다. 

소아와 신장, 심장 질환으로 수분공급이 제한적인 성인 환자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류량을 

조절해야 한다. 관류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양성체액평형상태(positive fluid balance)를 만

들게 되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Bankhead, et al 2009). 소아에서 수분공급이 제한적이

지 않는 경우라면 5ml의 관류량을 권고한다(Guenter & Boullata, 2013). 

183. 

경장영양액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이 경장영양관으로 주입될 때는 경장영양

액의 주입을 일시적으로 멈추어야 하며 경장영양액을 중단하는 시간간격은 투입되는 약물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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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액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달려있다. Boullata 등(2017)은 약물주입과 경장영양액 주입사이에 

30분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도록 권고한다. 

184. 

교차오염이란 박테리아나 다른 미생물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물질 혹은 대상에서 해로운 효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오염된 약물의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다른 약물에도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상적으로는 혼합되거나 혼합되어야 할 모든 약물은 투여될 최종적인 제형으로 간호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의료기관들에서는 자원과 행정지원구조를 고려하여 최선의 접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Boullata, 등, 2017). 특히 약물간의 교차감염은 약의 조제 시, 약의 투여 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약물의 조제 및 투약과정에 동원되는 도구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3.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장영양

13-1. 내과적 중증환자의 경장영양

배경

185. 

과거에 호흡부전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계 환기의 기간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고지

방/저탄수화물 경장영양을 추천해 왔으나 이는 단지 2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 불과하였

으며 (Al-Saady, Blackmore & Bennett, 1989) 이후에 후속으로 이루어진 무작위대조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재현할 수 없었다(Mesejo, Acosta, Ortega, et al., 2003). 또한 환자가 과영양공급을 할 때에

만 고지방/저탄수화물 영양이 혈중 이산화탄소 분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Radrizzani & 

Iapichino, 1998) 더 이상 호흡부전 환자에게 고지방/저탄수화물 경장영양을 추천되지 않게 되었다

(Taylor, McClave & Martindale, et al., 2016).

급성 호흡 부전 환자에게 흔히 수분축적, 폐부종, 신부전이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임상 결과가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체액 제한이 필요한 급성 호흡 부전 환자의 경우 수분이 제한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경장영양액(1.5-2 kcal/㎖)의 주입을 고려해야 한다(Barale, Verdy & Boillot, 1990).

186.

급성 신손상 환자에서 단백질-열량소모(protein-energy wasting)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원내 

사망률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다. 특히 중환자가 급성 신손상을 보이는 경우 체액 불균형, 전해질 

이상,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해 영양지원에 대한 참고할 사항들이 많아진다. 영양지원 목적은 다른 

이화상태(catabolic state)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열량소모(protein energy wasting)를 억제하

여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기능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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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급성 신손상 환자에서 충분한 영양공급이 단백질 이화작용 및 음성 질소균형(negative nitrogen 

balance)의 회복에 도움을 주므로 경장영양(enteral nutrition)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이다(한

동석, 2013). 신부전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단백질과 나트륨, 칼륨, 인 등의 전해

질 제한이 권장되고 있으며, 신대체요법을 시작하면 투석액을 통해 이들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전해질의 제한이 권장되지 않는다(대한영양사협회 2008). 

중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처방 할 때는, 기저 질환 과정, 동반질환 및 현재의 합병증을 고려해야 

한다(Taylor, McClave & Martindale, et al., 2016). 표준 경장영양액보다 특정 전해질(phosphate and 

potassium)이 더 낮은 특수 제제는 AKI(acute kidney injury)를 가진 중환자에게 유익 할 수 있다

(Fiaccadori, Regolisti & Maggiore, 2013; Khwaja, 2012). 중요한 아미노산 손실(10-15g/day)은 CRRT

와 관련이 있으며, 단백질 이화 속도 값에서 유추되는 약식 신체 이화 작용은 CRRT를 하는 AKI 

환자에서 하루 1.4-1.8g/kg이다(Fiaccadori, Regolisti & Maggiore, 2013; Honoré,De Waele & Jacobs, 

et al: 2013). 따라서 CRRT를 시행하는 환자는 단백질을 추가로 2.5g/kg/d까지 투약할 수 있다. 그러

나 지나치게 높은 질소 섭취가 urea 생산 속도를 단순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단백

질 섭취량(>2.5g/kg/day)에서는 어떤 큰 이점도 입증되지 않았다(Scheinkestel, Kar & Marshall, et 

al., 2013). 

Scheinkeste 등(2003)은 CRRT를 받는 급성 신부전환자에서 질소평형이 1g/day 증가할 때마다 생

존율이 21%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의 질소평형(positive nitrogen balance)을 이루고 생존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5g/kg/d의 단백질 공급을 추천하고 있다. 질소평형이란 단백질의 소모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섭취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산출된 값이며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부전 환자들은 단백질 대사능력 이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Hoffer & Bistrian, 2013). 질소평형의 모니터링은 이화

작용에 의해 초래되는 단백질 분해를 통해 발생하는 질소배출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화상태로 인해 질소배출이 과다한 경우 음의 질소평형을 초래한다. 효율적인 

영양공급으로 질소의 소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임상에서 질소의 

평형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된다. 24시간 소변으로 모아 요소를 측정한다(홍석경, 2015). 

187. 

급·만성 간질환을 가진 중환자에서는 경장영양은 선호되는 영양공급방법으로(Hasse, DiCecco, 

2015), 간질환의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합병증을 줄이며 생존을 연장시킨다. 임상 시험에서 

경장영양은 정맥영양 또는 일반식과 비교했을 때 간 질환 및 간이식 후 감염률 감소 및 대사 합병

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Hirsch,Bunout, De La Maza, et al., 1993; Hasse,Blue, Liepa, et 

al.,; Le Cornu, McKiernan & Kapadia, et al., 2000; 김경식, 2017). 또한 Koretz 등(2012)이 2012년 

1월까지의 검색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된 Cochrane review를 보면 간질환을 가진 환자의 영양지원

에서 경장영양은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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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혼수가 온 중환자에게 장관에 작용하는 항생제(terminal-acting antibiotics)와 락트로오즈

(lactulose)를 사용하고 있다면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formulations)가 풍부한 제제가 표

준 전체 단백질 제제와 비교하여 환자의 결과를 개선 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으므로 표준 영양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Charlton, 2006; Holecek, 2013; Taylor, McClave & Martindale, et al., 2016).

188. 

경증 급성췌장염 환자에게는 특수영양요법을 제공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경구용 식사를 진행

하는 것이 좋다. 경증 급성 췌장염 환자는 중증도 질환 환자보다 합병증 비율이 낮고 사망률은 

0%에 가까우며, 구강섭취를 7일 이내에 진행할 확률이 높다. 또 중등도에서 심한 급성췌장염 환자

의 입원 후 72시간에서 96시간 동안 경장영양이 시작되지 않으면 영양상태와 내재적 합병증이 급

속히 악화될 위험이 있다(Taylor, McClave & Martindale, et al., 2016). 경장영양은 표준요법(no 

artificial nutrition support)과 비교해서 사망률의 감소를 보이며(McClave, Chang, Dhaliwal, et al, 

2006; Pupelis, Austrums, Jansone, et al., 2000; Pupelis, Selga, Austrums, et al., 2001), 지연된 경장영

양 보다 조기 경장영양이 감염, 장기부전, 중환자실 체류시간 등의 감소의 결과를 가져 온다(Sun, 

Li, Ke, et al., 2013; Wereszczynska-Siemiatkowska, Swidnicka-Siergiejko, Siemiatkowski, et al, 2013). 

중등도 이상의 급성 췌장염에서 초기 영양 요법으로 정맥영양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경장영양

과 비교했을 때 위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장영양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10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의 메타분석을 보면 경장영양은 정맥영양에 비해 감염, 병원의 입원기간을 감소시켰으며

(McClave, Chang, Dhaliwal, et al., 2006), 수술 중재의 필요성 감소(Marik & Zaloga, 2004) 및 사망률

을 감소시켰다(Cao, Xu, Lu, et al., 2008). 

중등도 이상의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 초기 경장영양으로 표준영양액(standard polymeric 

formula)의 사용이 적절하다. 최근에는 면역강화 목적의 물질을 첨가한 면역조절제형

(immune-modulating formula)이 표준 영양액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권장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Taylor, McClave & Martindale, et al., 2016).

189. 

중환자실 환경에서 심각한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를 가진 환자들이 최대 60%의 비율로 위장관기

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Stechmiller, Treloar, Allen, 1997; Caddell, Martindale, 

McClave, et al., 2011; Swank, Deitch, 1996; Chapman, Nguyen, Deane, 2011). 과대급성 반응으로부

터 위장관 기능장애와 과대사(hypermetabolism)가 함께 나타날 경우 일부 중증 환자에서 영양결핍

(malnutrition)의 위험이 증가된다(Liu, Bao, Napolitano, et al., 2014). 따라서 경장영양요법은 임상

적인 결과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Levy, Artigas, Phillips, et al., 2012). 소생술 이후 

24-48시간 이내 또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후 경장영양을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임상적 결과 향상

과 관련이 된다(Ortiz, Montejo, Vaquerizo, 2011).



86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경관영양을 시작한 환자들에게 보조적인 정맥영양의 추가를 권장하지 않는다. 급성 패혈증 초기

에 단독 또는 보충적 정맥영양의 사용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나 Casaer 등의 EPaNiC 연구

에서 환자의 1/5이 패혈증 진단초기에 저칼로리 경장영양에 정맥영양을 보충한 군과 추후에 정맥

영양을 보충하는 것에 비해 병원체류 및 중환자실 체류기간이 더 길어지고 장기(organ support)지

원기간이 길어지며 지연된 정맥영양을 보충하는 것에 비해 중환자실에서 획득한 감염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했다(Casaer, Mesotten, Hermans, et al., 2011).

Elke, Schäadler, Engel의 연구(2008)에서 심각한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가 있는 환자 415명에게 

경장영양 만(38.9%) 공급받는 군에 비해 정맥영양을 단독으로 주입하거나(62.3%) 정맥영양과 경장

영양을 함께 공급받는 환자(57.1%)의 병원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차 분석에서 초기 

1주일의 단독적 경장영양 지원은 에너지 섭취량과 단백질 공급량이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

장영양과 정맥영양을 같이 한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Elke, Kuhnt, Ragaller, et al., 2013). 

이들 연구를 근거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환자에게 경장영양의 단독 사용을 권고한다. 

진행되는 패혈증 쇼크는 환자마다 에너지 소모량의 다양하므로(Puleo, Arvanitakis, Van Gossum, 

et al, 2011) IC(Indirect Calorimeter)로 에너지 소비량을 4일마다 측정할 것을 권장하며, 사용이 어려

운 경우 체중기반 방정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Subramaniam, McPhee, Nagappan, 2012).

패혈증의 초기 단계에 최대 500kcal/day의 영양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전략인데, 24-48 시간 후 

목표의 60-70%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최적일 수 있다(Levy, Artigas, 

Phillips, et al., 2011). 패혈증 시 단백질 요구량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1.2-2g/kg/day의 수준

이 적절하다(Weijs, Sauerwein, Kondrup, 2012; Bratton, 2007).

190. 

비만이 있는 중환자의 경우에도 조기 경장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BMI와 관련된 영양위

험은 양측에서 발생하며 중환자실 환자가 비만인 경우 비만이 없는 중환자에 비해 훨씬 더 명백하

게 나타난다. BMI> 25인 환자의 57%가 영양결핍(malnutrition) 발생을 보이며 BMI> 30인 환자의 

영양결핍(malnutrition) 발생은 1.5의 교차비를 보인다(Kee, Isenring, Hickman, et al., 2012). 특히 

비만인 중환자는 마른체질의 환자보다 체중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료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

향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과 지질대사(지방분해 지방생성 모두 증가함)의 문제로 제지방체중(lean 

body mass)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Jeevanandam, Young, Schiller, 199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기준(WHO, Asia-Pracfic perspective, 2000)으로 성인 아시아

인의 체질량 지수 25kg/㎡ 이상을 비만, 23kg/㎡ 이상을 과체중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도 이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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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인 아시아인의 체질량 지수

Classification Body Mass Index(kg/㎡) 동반질환 위험

저체중 < 18.5 낮음(다른 임상문제의 발생 위험 증가)

정상체중 18.5-22.9 평균

과체중 ≥23

위험체중 23-24.9 증가함

비만 I 단계 25-29.9 중정도

비만 Ⅱ 단계 ≥30 심각함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준(WHO, Asia-Pracfic perspective, 2000)

모든 종류의 비만에 대해 경장영양의 처방 목표는 IC로 측정한 목표에너지 요구량의 65-70%를 

넘지 말아야 한다. IC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목표에너지 요구량

① BMI 30-50kg/㎡: 11-14kcal/Kg (actual body weight/d) 

② BMI >50kg/㎡: 22–25kcal/kg (ideal body weight/d)

2) 단백질의 양

① BMI 30-40kg/㎡: 2.0g/kg (ideal body weight/d)

② BMI >40kg/㎡: 2.5g/kg (ideal body weight/d) 

간접열량측정법은 산소소비량과 이산화탄소생산량을 측정하여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REE(kcal/min)=3.9×VO2+1.1×VCO2)]. 환자의 휴식

기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적절한 열량을 공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는 영양공급에 다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Rice, Wheeler, Thompsonet et al., 

2012; Hong, 2015).

191. 

비만이 있는 중환자에서 의도적으로 허용되는 열량 부족으로 인해 영양 효능을 평가하고 섭취량

과 배출량을 따라 가면서 처방된 고단백 저칼로리 요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에너지 공급

을 REE의 65–70%로 유지하기 위해 IC 측정을 반복하거나 누적 에너지 결핍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

하다. 비만이 있는 중환자가 영양요법을 받는 경우 고혈당, 고지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체액과다 

및 간지방 축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비만이 있는 

중환자의 경우 당뇨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인슐린 수용체 저항성 증가와 중증질환으로 유발된 

포도당 생성의 촉진 때문이다(Dickerson & Drover, 2011). 

저칼로리, 고지방 영양지원을 받는 환자가 영양요법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청 

포도당 농도(특히 당뇨병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고혈당증 환자),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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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V fat emulsion을 투여 받는 경우), 기계적 환기 환자의 동맥혈 가스(영양과 관련된 고탄산증, 

또는 weaning을 위해 사정하기 위해), 수분과다 축적, 혈장 전해질, 혈중 요소 질소 등을 자주 모니

터링 한다(Taylor, McClave & Martindale, 2016).

13-2. 외과적 수술 환자의 경장영양

배경

192. 

이식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부적절한 신체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양 모니터링과 식

이 상담이 필요하다(Netto, Alves-Filho, Mazzali, 2012). 이식 대기기간과 간이식 후 면역조절제제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전체 신체 단백질이 환자의 상태에 장기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염

성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Plank, McCall, Gane, et al., 2005). 또 영양결핍 외에도 비만은 

장기 이식 환자의 결과에 중요한 대사 위험 요인이 되므로(Nicoletto, Fonseca, Manfro et al., 2014) 

체중 감량과 대사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영양 모니터링과 치료에 비만과 대사 증후군이 포함되어

야 한다. 

193. 

심장 및 호흡 부전이 있는 환자가 영양 불량이 있는 경우 기저 질환의 진행이 촉진되고 장기 

기능이 손상 될 수 있으며, 간이식 대기자와 일반적이거나 심각한 간질환 환자에게도 영양불균형은 

영향을 준다. 또 영양 상태는 장기이식 후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eiredo, 

Dickson, Pasha et al., 2000; Roggero, Cataliotti, Ulla et al., 1997; Harrison, McKiernan, Neuberger, 

1997; Ney, Abraldes Ma et al., 2015).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구성은 부족하고 전반

적인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가 너무 낮을 수 있다. 환자의 수술 전 대기기간이 충분하면 영양을 

보충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Ferreira, Martins, Cunha, et al., 2001). 일반적으로 이식을 받는 환자

에게 가능한 조기에 정상적인 음식이나 경장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합의하였다

(Kyoung, Lee, Nam, et al., 2015). 

194. 

신장 이식환자들은 이식 후 바로 경구식이 섭취를 진행할 수 있으며(대한외과대사영양학, 2016), 

간 이식 후 경장영양은 정맥영양과 비교하여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의 발생률이 같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Ubesie, Cole, Nathan et al., 2013; Hasse, Blue, Liepa et al., 1995). 

또 간이식 후 48시간 동안 18kcal/kg/d미만의 칼로리 섭취가 간기능의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양이 부족하거나 영양소의 장내 전달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정맥영양과 병용해야 한다

(Marik & Fle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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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소장 이식 후 소장 분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며 첫 주에 낮은 주입속도(delivery rate)로 

경장영양을 수행해야 한다(Rovera, Graham, Hutson, et al., 1998; Ubesie, Cole, Nathan, et al., 

2013). 장 이식 후 공장관 (Jejunal tube feeding)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은 21명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영양 결핍이 관찰되어 미량 영양소와 미네랄을 모니터링하고 보충할 필요성이 확인되었

다(Ubesie, Cole, Nathan, et al., 2013).

196. 

수술 전 영양상태와 무관하게 수술 후의 경구영양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수술 후 체중감소를 

최소화하고 수술부위 감염을 줄이며 사소한 합병증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MacFie, 

Woodcock, Palmer et al., 2000; Smedley, Bowling, James et al., 2004; Sullivan, Nelson, Bopp, et 

al, 1998). 많은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상

태와 무관하게 수술 전 기간 동안 표준 경구영양보충제의 복용을 권장한다(Burden, Hill, Shaffer 

et al., 2001). 

13-3. 외상환자의 경장영양

배경

197.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을 가진 치명적인 환자는 종종 다른 부상과 장기 손상을 일으킨다. 

Cochrane 리뷰에서 경로와 관계없이 조기 영양 치료(부상 후 24-72시간 이내)를 받는 것이 후기 

(부상 후 3-5일 이내)에 영양치료를 받는 것에 비해 감염률, 생존 및 장애에 대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Perel, Yanagawa, Bunn, et al., 2006). 또 뇌 외상 재단에서 실시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후 5-7일 이내에 영양섭취를 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이 2-4배로 

증가하여, 첫 5일 동안의 조기영양이 사망 위험도와 관련이 있으며 칼로리 섭취량이 10kal/kg 감소

할 때 마다 사망률이 30-40%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Häartl, Gerber, Ni, et al., 2008).

198. 

복부에 개방 창상을 하는 것은 주로 과도한 복부내압으로 복강을 닫을 수 없을 때 손상복구 개복

술(damage control laparotomy)에 따른 복부 내 장기(abdominal contents)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환

자의 복부는 수 일에서 수 주 동안 열려있을 수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근막을 

폐쇄하는 것이다(Rausei, Dionigi, Boni, et al., 2014; Roberts, Zygun, Grendar, et al., 2012). 이런 

경우 많은 실무자가 개방창상의 환자에게 장내 급식을 주저한다. 그러나 후향적 연구에서 이 환자

들이 장의 부상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부개방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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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막 손상(viscous injury)이 없는 100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조기 경장영

양(손상 후 36시간 이내)을 받은 환자와 늦은 경장영양을 한 (> 36시간) 환자를 비교했을 때 조기경

장영양이 폐렴 감소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Dissanaike, Pham, 

Shalhub, et al, 2008). 또 11개의 외상 센터에서 수집한 복부 개방창상 환자 597명에 대한 다기관 

보고서에서도 복부 폐쇄 이전에 39%의 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장 

손상이 없는 307명의 환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경장영양은 일반 식이에 비해 복부 근막 

폐쇄 시기 단축, 폐렴, 복부 내 합병증 및 사망률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Burlew, Moore, 

Cuschieri, et al., 2012).

199. 

화상환자의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입은 지 4∼6시간 안에 매우 빠르게 경관영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총 신체 표면적의 20%를 화상 환자 102명에게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비위

관 튜브를 통해 조기경장영양을 시행한 군이 정상적인 경구 식단과 비교하였을 때 합병증,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다. 

조기 경장영양의 공급은 소장에 nasoenteric tube를 배치하여 용이하게 할 수 있다(Vicic, Radman, 

Kovacic, 2013). 또 지연된 경장영양을 받은 환자에서 조기 경장영양을 받은 환자와 비교하여 혈청 

TNF 농도와 혈청 내 독소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Peng, Yuan, Xiao, 2001). 또 2001년 American 

Burn Association 지침과 2013 ESPEN 지침에서는 모두 화상 위험 환자에게 1.5-2g protein/kg/day의 

공급을 권장했다(Rousseau, Losser, Ichai et al., 2013; Herndon, Barrow, Stein et al., 1989).

Herndon et al,(1989)은 화상 환자에 대한 정맥영양의 역할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서 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을 동시에 받는 환자는 경장영양 단독 치료를 받는 환자에 비해 감염률이 높고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Lam, Tien, Khoa (2008)은 무작위대조연구에서 Karreri 공식에 의

해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하였는데 정맥영양을 받은 환자는 경장영양을 받은 환자보다 훨씬 더 많

은 에너지를 투여 받았지만 정맥영양을 받는 환자가 경장영양을 받은 환자에 비해 감염성 이환율

이 높고 사망률이 더 높았다. 

13-4. 말기환자의 경장영양

배경

200. 

완화치료는 죽음을 가속화해서는 안 되지만 방해하거나 연장해서도 안 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삶의 긍정적인 접근법이다. 따라서 완화치료의 목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에 있다. 특히 암환자에서 정맥영양은 완화 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위장관 접근이 어려운 암 말기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환자들이 악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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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기아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완화치료의 

필요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각 질병에서 경장영양 및 정맥영양의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Druml, 

Ballmer & Druml et al., 2016).

201.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또는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서서히 악화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악화가 갑자기 가속화되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환자가 대부분 의존성이 높아지며 

누워서 지내게 된다(Marckmann, Sandberger, Wiesing, 2010).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소원과 요구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뀔 수 있으며 사망

할 때까지 다른 유형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인공영양은 삶의 마지막 돌봄을 목적으로 

잠재적 위험과 이득을 개별적으로 신중히 고려한 후 제공되어야 한다(Sherman, 2003; Slomka, 

2003). 이 기간에 환자들이 주로 굶주리게 되는데 영양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임종과정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Marckmann 등, 2010). 

수분 및 에너지의 관리가 항상 삶의 임종 단계에서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 환자는 구강 건조함, 

메스꺼움 및 손상된 감각을 자주 경험하지만 드물게 굶주림과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갈증은 일

반적으로 구강의 불쾌한 건조 및 지각 형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때 수액의 정맥주입이 반드시 

개인의 갈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흔히 구강 관리 및 탈수증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양에 

비해 소량의 수분만으로도 갈증이 완화될 수 있다(Bruera, Belzile, Watanabe, et al., 1996; Bruera, 

MacDonald, 2003).

202. 

예후가 나쁜 환자에게 사망 위험이 높은 위루관을 거치하는 것은 특히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무의미한 방법으로 보인다.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루관의 거치를 거부하는 것이 

선행과 정의의 윤리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는 자기 삶의 최종 결정자이므로 

삶을 결정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은 환자의 자율성이다(Delegge, McClave, DiSario, 

et al., 2005). 따라서 환자 또는 대리 의사 결정자/가족은 위루관 거치 여부를 환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한 치료 목표의 명확성과 장치를 거치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Ganzini, 2006).

203. 

치매, 전이성 악성 종양 또는 생애 말기 상황에서 영양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전통적인 결과 

변수인 감염, 장기 부전, 병원 체류 기간 및 사망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Albrecht, 

Gruber-Baldini, Fromme, et al., 2013; McCann, Hall, Groth-Junker, 1999). 말기 치매에서 위루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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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의 제공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압박성 궤양을 치료하거나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한다(Albrecht et al., 2013; Finucane, Christmas, Travis, 1999; 

Sampson, Candy, Jones, 2009). 그러나 특수한 경우 삶의 마지막 상황에서 위장 절제술을 함으로써 

약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 위루관 거치로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 수분 및 영양 섭취가 용이해지고 거식증 및 불충분한 구강 섭취에 대한 좌절이 줄어들기도 

하며, 병원에서 양로원이나 가까운 전문 간호시설로 옮길 수 있다(Delegge, McClave, DiSario et 

al., 2005).

영양 비위관을 위루관 또는 위공장 튜브로 전환하면 흡인과 역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위루

관이나 위공장 튜브로 변경에 따라 폐렴발생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흡인성 폐렴은 구인두 분비물의 흡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적시에 위루관을 거치하는 것은 삶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ien, Chang, Chen, 2000). 

14. 경장영양의 오류예방 

14-1. 경장영양의 안전한 환경조성

배경

205.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여러 임상분야 즉 다학제간 협력이 필요하다. 다학제팀에는 초기 영

양검사를 수행하고 환자 순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간호사, 영양평가/진단을 완료하고 

근거기반 중재를 개발하는 영양사, 약물과 영양간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약사, 전반적인 식이계획을 

담당하는 의사(예: 소화기내과의사, 일반외과의사, 중환자전문의 및 영양 지원에 특정 관심이 있는 

의사)외에 생화학, 미생물학 실험실 직원 및 언어치료사 등도 포함된다(Kelly et al., 2013). 

다학제팀은 의료분야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고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경장영양절차를 향상시키며 환자의 재원일수와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 따라서 보건의

료 전문가는 영양지원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다학제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장영양관련 환자간호의 일관성을 위해 다학제간 위원회를 통해 경장영양절차를 표준화시

킨다. 특히 의사 처방에 대한 판독 혹은 해석과 의사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영양사나 의사가 영양사정을 하기 전 경장영양의 시작, 다양한 경

장영양관을 통한 영양 공급 방법, 세척 프로토콜, 경장영양관을 통해 제공되는 투약과 일시적으로 

경장영양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Kelly et al., 2013). 

한편 의료기관내 정책과 절차는 직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간호와 질을 보장한

다(Clark, 2011). 정책에는 기관 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실무와 실무자를 표기하고, 절차에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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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조직에서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의료 정보 및 현재 

근거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 환경 또는 조직의 환자를 위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질 관리 또는 질 향상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

관은 진료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며 환자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Guenter (2010)는 경장영양과 관련된 잠재적인 인적 오류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실무를 향상시

키기 위해 간호감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고 Kenny와 Goodman (2010)은 치료 환경과 관련된 

절차와 문제에 대한 간호 지식을 높이기 위해 변화 챔피언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또한 

경장영양관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일상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과 절차는 합병증을 조기에 파악하

고 적절한 중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경장영양관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은 올바른 튜브 배치, 

점막 및 피부 표면 평가 및 감염 예방에 적용될 수 있다. 

206. 

경장영양액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장영양액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무균기법을 사

용하여 훈련받은 사람이 조제할 것을 권고한다. 분말형이나 블렌더로 간 형태의 제재보다는 가능

하면 멸균된 액체형 경장영양제재를 사용한다. 멸균상태로 조제된 영양액이나 백이라도 취급과정

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라도 생산 마지막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 일 연구에 의하

면 영아용 분유 141개 중 장내세균(Enterobacter)이 53%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적이 있다. 따라

서 CDC 에서는 분말형태의 경장영양제품 선택은 환자의 요구에 적절해야하며 잘 훈련된 인력이 

엄격한 멸균기술에 따라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1). 

영양액 준비실이 없는 경우 분말형태를 제조할 때 약국의 laminar airflow environment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제된 영양액은 조제 후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냉장보관하며, 상온에는 4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한 어떠한 조제유도 24시간 경과 후엔 폐기한다. 영양액이 실온에 

걸려있는 시간은 일부 환경에서 오염위험이 높다. Clinical Resource Efficiency Support Team (2004)

는 영양액 hanging time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Malhi, 2017) 1) 사전에 

용기에 채워진(pre-filled containers) 폐쇄형 멸균 영양액은 24시간까지 걸어둘 수 있다. 2) 멸균된 

백에 부어서 사용한 멸균영양액은 24시간을 넘게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 3) 비멸균 영양액을 멸균

백에 부어서 사용하는 경우 4시간이상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방형 시스템의 경우 적어도 

24시간마다 세트를 갈아주어야 한다. 

영양액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물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균은 특히 실온에서 물과 만났을 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멸균수가 아닌 물은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제를 위한 모든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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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소아나 신생아 조제를 위한 물은 멸균수여야 한다

(Robbins & Meyers, 201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WHO와 영국 보건부

에서는 12개월 이하 모든 영아는 수돗물의 경우 70-80도로 끓여서 사용하고 시판되는 병에 든 물은 

전해질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70도 이상 끓일 경우 Bacillus cereus 

같은 세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WHO, 2007; AIAAAH, 2009). 

한편 Weenk 등(1993)은 무작위대조연구에서 장관영양액이 포함된 멸균유리병이 접촉 오염에 의

해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하였고, 돌리는 형태의 마개에 담긴 영양액이 따는 형태의 마개에 

담긴 영양액보다 미생물 성장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207. 

상업용 영양액에 대한 대안으로, 믹서기에 간 영양액(BTF)은 경장영양관에 사용하기 쉽도록 혼

합된 식품을 이용한다. BTF는 단독으로 혹은 상업용 영양액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가정 급식 

환자에서 BTF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위저주름형성술 후(post fundoplication) 

환자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인한 질병 (food borne illness)과 관련된 감염 

가능성을 감안할 때 BTF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면역 저하 환자 또는 경장영양관이 

성숙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Johnson, Spurlock, & Galloway, 2013; Moe, 

1991). 또한 BTF는 지속적 주입 대신 볼루스 주입법을 권장한다(Johnson, Spurlock, & Galloway, 

2013; Mortensen, 2006). 따라서 용량이 제한되거나 볼루스 주입에 대한 부적응증이 있는 환자는 

BTF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 

가정에서 준비한 BTF는 상업용 경장영양 제품보다 교차 오염 위험이 높고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Mortensen, 2006; Novak, Wilson, Ausderau, & Cullinane, 2009; Pentiuk, 

O’Flaherty, Santoro, Willging, & Kaul, 2011). 따라서 가정에서 BTF를 준비할 때 교차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안전한 식품 취급 기술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BTF는 준비 즉시 사용하거나 

적절한 온도로 즉시 냉장 보관해야한다(최대 7°C) (Johnson, Spurlock, & Galloway, 2013).

BTF를 사용하기 전에 식품 안전 및 세균 오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2시간 이상 상온에서 보관하면 

안 되므로 적절한 냉장, 깨끗한 물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조제 후 24 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냉장 BTF 제제는 폐기해야 한다. 점도가 높아지면 BTF로 인한 관 폐색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BTF는 14Fr.보다 작은 관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Jonkers-Schuitema, 2009).  

208. 

경장영양 시 문제점과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는 활력징후, 실제 섭취량, 배설량, 체중 및 신체 계측치의 변화양상과 생화학검사(일반혈액, 

혈당,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전해질, 칼슘, 마그네슘, 인산, 간기능검사, 트리글리세리드,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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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프로트롬빈 시간. 요당, 요중 나트륨, 요비중 등), 소화관 적응도(장루배설량, 대변 빈도 및 경

도, 대변 내 혈액, 복부팽만/경직, 복부둘레 증가, 장음, 구역, 구토, 잔류량과 잔류액의 양상), 동반 

약물 및 영양공급제 등이다(Bankhead et al., 2009).

흡인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위관을 삽입 시에는 머리를 높이고 삽입해야 하며, 의식이 없거나 

마취된 환자에서는 좌측 측와위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삽입 후에는 청진으로 튜브 끝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청진법보다는 x-ray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영양 공급 전 x-ray로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Bankhead et al., 2009).

삽입 후 구강 및 피부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인공호흡기 의존 환자나 의식 수준이 떨어진 사람의 

흡입성 폐렴을 줄이기 위해 하루 두 번 이 닦기와 헹굼이 필요하다. 환자 상태에 따라 얼음이나 

단단한 사탕이 침을 흐르게 자극해줄 수 있다. 또한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 Lip balm이나 petroleum 

jelly를 발라주며, 코에 테이프 붙은 부위의 피부 관리 및 압박 괴사를 피하기 위해 튜브의 고정위치

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공성호 등, 2014). 또한 피부압박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환자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장영양액의 특성을 확인한다. 경장영양액 중 상업용 조제식의 

평균 삼투압은 보통 270∼700mOsm이다. 삼투압이 높은 영양액이 설사를 조장할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삼투압과 순응도는 큰 관계가 없고 환자 상태나 장내세균, 병용 약품 등과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Edes, Walk, & Austin, 1990; Eisenberg, 1993). 신용질의 부하는 단백질과 전해질(Na, 

K, Cl)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용질 부하가 클수록 신장을 통해 배설시키는 데 수분양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 혹은 신기능 이상 환자, 수분손실이 많은 환자는 탈수가 되지 않는

지 주의한다. 섬유소에 따라 변의 양과 횟수에 영향을 주어 경장영양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내경이 

작은 경장 튜브의 경우 막히기 쉽다. 열량 밀도가 높은 즉 농축된 제제일수록 위 배출 시간 지연 

및 삼투압과 신용질부하가 증가되므로 수분 상태 모니터링이 필수이다(Bankhead et al., 2009).

14-2. 연결오류와 예방

배경

209. 

경장영양기구의 분리는 영양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증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잘못 

연결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 명의 환자에

게 투약, 영양, 세척, 수액 투여와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관의 연결오류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관의 연결오류와 

관련된 위험요인에는 1) 안전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연결된 튜브, 2) 목적에 맞지 않는 어댑터 사용, 

3) 서로 근접해있는 많은 관들(스파게티 증후군), 4) 유사하게 생긴, 라벨이 표기되지 않은 연결관 

등이다. 따라서 경장영양관의 연결라인이 분리된 것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확인하고 연결해야 한다(Bankhea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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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확인자는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삽입지점까지 따라가서(tracing) 장치와 주입라인이 연결되었는

지 분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Boullata et al., 2017).

212. 

경장영양공급 목적으로 제작된 튜브 외에 도뇨관이나 배액목적의 관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다. 연결실수나 튜브 빠짐으로 인한 유문 및 소장 폐색, 폐 흡인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Bankhead et al., 2009). 

213. 

환자를 다른 부서나 장소로 이동할 때 이러한 연결오류 가능성이 커진다. 이동하는 동안 전문가

들 간에 적절한 인수인계가 필수이다. 연결라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접근장치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Boullata et al., 2017).

214. 

경장영양과 관련된 오류는 주로 주입경로 중의 일부분이 정맥주입이나 투석 카테터 등 다른 정

맥주입경로와 잘못 연결되는 것이다(Mueller et al., 2012).

경장영양관 연결오류 보고는 부주의한 정맥 내 (IV) 투여 사례가 발표된 1972년 이후(Wallace, 

Payne, & Mack, 1972) 115건이 넘는 오류가 보고되었다(Simmons, Symes, Guenter, & Graves, 2011). 

예를 들어 모유가 비위관 대신 정맥주입관으로 주입되는 경우가 보고된 경우가 있다(Ryan et al., 

2006).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일반적으로 색전이나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지만(Guenter wt al., 

2008), 현재 보고된 경우만 가지고 실제 사건이나 근접오류사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로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정맥주사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물약 형태의 경구약물을 재거나 투약하

는 경우이다(Bridge, 2007)(그림 4). 

Suresh 등(2004)은 비위관의 모양, 주사기와 정맥주입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영양펌프와 

영양액 연결라인이 정맥주입라인에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다른 경로끼

리 맞지 않는 연결관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림 5). 예를 들어 luer 연결관이 있는 

color-coded 경장영양액은 정맥주입 캐뉼라와 맞지 않도록 하고 경장용 주사기가 비위관에만 맞도

록 연결부위를 새롭게 디자인(reverse luer connector combination, NPSA, 2007) 하였다(그림 6). 

미국의 The Joint Commission (2006)는 관 연결 오류와 관련된 사례보고를 통해 경장영양관의 

연결과 관련된 안전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Commission의 IV와 영양관 상호연결을 방지하는 

연결관 디자인이 필요한테, 예를 들어 색상 구분color-coding 연결관은 정맥주입관이 아니라고 주

의를 줄 수는 있다고 하였다(그림 6). 그러나 현재 허가 된 표준 색상은 없으며 색상 구분이 물리적

으로 연결오류를 예방하지는 않는다(Joint Commission Sentinel Event Ale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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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제표준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작은 구경의 연결

관을 디자인하고 표준화시켰는데 첫 번째가 ENFit이다(그림 8). ENFit 2015년 출시되어 경장 투여세

트, 경장 주사기 및 경장 영양관에 사용할 수 있다. 경장영양 주입시의 주의가 오류의 위험을 줄이기

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하지는 않으며, 정맥주입경로와 경장영양을 하는 경로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품을 구분하여 생산하는 것과 라인의 사용을 표준화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 직원의 교육과 인적인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오류 위험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경장영양관을 정맥라인에 연결하는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용되는 

용기, 주사기, 펌프 등에 정맥용이 아니라 ‘경장영양용’임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4. 표준 정맥 주사용 주사기 
 

그림 5. 지속적 경장영양을 위해 고안된  

      특수한 실린지 펌프(신생아용)

그림 6. 경장영양 및 경구투약을 위해 

 색상이 입혀진 주사기

 
그림 7. 전통적 비위관과 새롭게 고안된

               비위관 연결부위 

출처: Louise B. Reducing the risk of wrong route errors, Paediatric Nursing, 2007;19(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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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NFit 

출처: Boullata JI, Carrera AL, Harvey L, Hudson L, McGinnis C, Wessel JJ et al. ASPEN safe practice for enteral 

nutrition therapy,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2017;41(1):89. 

 

215-216. 

경장영양 공급관을 정맥라인에 연결하는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용되는 용

기, 주사기, 펌프 등에 정맥용이 아니며 경장영양용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ASPEN 

가이드라인에서는 라벨을 표준화하여 사용할 것과 label이 처방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투여 전 확인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ankhead et al., 2009) (그림 9). 

표준화된 방식으로 라벨을 표기하는 것은 환자가 기관 내 다른 단위로 이동하거나 신입직원이 

환자를 맡을 때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Ayers 등, 2014). 적절한 라벨링을 통해 경장영양액 처방

에 관한 최종 점검이 가능하다(Perry & Potter, 2014). 각 라벨에는 경장영양액 처방의 4가지 핵심 

요소 즉, 환자등록번호, 영양액 유형, 장관내 주입부위(경로 및 주입관) 및 관리 방법을 표기한다. 

이 라벨은 영양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시간과 날짜 뿐 아니라 영양액을 준비하고 주입하는 

사람에 대한 개별 책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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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영양 표준 라벨링(성인용)  b.경장영양 표준 라벨링(신생아&아동용)

c.경장영양 표준 라벨링(모유) d. 모유보관 라벨링

그림 9. 모유를 위한 라벨링

출처: Boullata JI, Carrera AL, Harvey L, Hudson L, McGinnis C, Wessel JJ et al.  ASPEN safe practice for enteral 

nutrition therapy,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2017;41(1):56-57. 

 

218-219. 

상업용 경장영양을 주입할 경우 주입용기 라벨링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처방대로 맞게 선별했는

지, 처방에 따라 혼합할 때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유사한 이름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이나 용기에 손상이 없는지 영양액의 변성, 폐기일자 등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육안으로 검사한

다. 또한 경장영양액 용기 라벨에 환자의 처방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Boullata et 

al. 2017).

220. 

경장영양 연결이 중단되는 경우, 즉 경장영양이 중단되거나 야간에 혹은 중력에 의해 전달 장치

의 원위부 끝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깨끗한 캡으로 끝 부분을 덮는다. 특별한 지시(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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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가 없는 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경장영양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수유를 중단해야하는 

경우 경장영양관을 세척하여 관의 잔류물로 인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Boullata et al. 2017).

221-222. 

라벨은 명확하고 정확히, 자세히 작성하고 용기에 딱 맞아야 한다(Bankhead et al., 2009). 또한 

‘IV 용도가 아님’이라는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은 경장영양관이 잘못 연결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

이 된다. 오류를 줄이기 위한 라벨링 시 표준화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기록한다. 모든 경장영양액 라벨에 환자 ID, 영양액 종류, 경로, 주입방법과 형태와 같은 중요한 

처방 요소를 기입한다. 주입속도나 양을 변경한 경우, ‘주입속도는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입량은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같이 특수한 라벨 사용을 고려한다. 모유를 제공하는 

경우 라벨은 신선한 모유인지 얼린 것인지, 유축일과 시간을 표기한다(그림 8). 

14-3. 오류의 확인과 보고 및 기록

배경

224. 

경장영양에 있어 안전한 실무는 의료인뿐 만 아니라 외부공급자, 경장영양관련 부서 및 행정 

지원체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의 광범위한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환자 사정부터 처방, 처

방검토, 수행 및 기록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Boullata et al., 2017). 

경장영양과 관련한 안전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감시,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식 및 근접오류를 포함한 모든 오류의 체계적인 보고에 달려 있다. 안전 문제

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면 조직의 위원회나 환자 안전관련 기관에서 후속 시스템을 개선 할 수 

있다. 즉 안전사건의 보고로 인해 문제를 분석하고 경장영양과정에서 근본 원인 또는 약점을 파악

하고 향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변경안이나 새로운 권장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Boullata, 2016). 

따라서 경장영양 주입 펌프 및 장치와 관련된 오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문서화하며 보고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경장영양 관련 부작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정책과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경장영양과 관련된 오류 보고에 대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수립해야한다. 또한 환자에게 부착된 장치의 연결, 분리 

또는 재 연결을 담당 할 수 있는 직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책임을 기술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Adhikari, Tocher, Smith,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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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장영양 교육

15-1. 경장영양을 위한 대상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배경

225. 

퇴원환자를 위한 경장영양 표준 체크리스트는 교육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문서화함으로써 단계

별 지침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퇴원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퇴원 후의 환자 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Arthur E, Greaves, 2014). 가정에서 경장영양을 공급받는 환자를 교육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시각자료, 비디오, 온라인 교육자료, 유인물 또는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다른 접근법으로 시각적 시연과 강화를 제공한다. 언어와 건강에 대한 이해력은 교육 과정

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이상적인 경장영양교육은 영양관을 삽입하기 전에 시작한다. 영양

관 삽입 전 교육은 환자의 편안함을 높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입원 기간을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면 환자의 경장영양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Shortall C, et al., 2015).

16. 경장영양의 기록

16-1. 경장영양을 위한 간호기록

배경

226-228. 

간호사는 경장영양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여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목적 및 적합성을 보장하

고 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경장영양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기록한다

(Bankhead, et al. 2009). 특히 경장영양액과 관류액의 섭취량과 배설량(I/O)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기록하는데, 24시간마다 또는 I/O의 사정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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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개정 권고안 

2019년 개정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2013년 관련 권고안 번호]영역 하위영역 번호 권고안

3. 경장영양의 

일반적 원칙

3-2. 경장영양의 

적응증
2

26. 영양불량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가 경구 섭취가 

불충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장관을 가졌다면 

경장영양을 고려한다.

영양 불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상태가 다양하며 문헌에 제시된 일자가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구강 섭취가 3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함. [2013년 권고안 5]

7. 경장영양액의 

선택과 준비

7-1. 성인용 

경장영양액 

선택과 준비

63 5)
영양액 주입시 손위생 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영양액 주입시 감염관리를 위해 손위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장갑 

착용이 손씻기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함. [2013년 권고안 27. 6]

9 9-1 121

신생아 및 소아 환자의 경우 

영양관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은 양의 물을 관류한다.

신생아와 소아의 관류량은 숫자로 

제시하였으나 발육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따라 최소한의 양으로 

관류하는 것으로 수정함. [2013년 권고안 

VII-1, 48]

9-2 128

경장영양관 폐색 시 50mL 

주사기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을 

관에 주입하고 주사기의 내관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인다. 

경관이 막힌 경우 50ml 주사기로 흡인하며, 

흡인되지 않는 경우 따뜻한 물을 주입하여 

30분간 두는 것을 반복한다고 하였으나 응고 

덩어리가 흡인으로 나오기 어려우므로 

따뜻한 물을 관에 주입하는 것을 먼저 시도한 

후 흡인하는 것으로 수정함. [2013년 권고안 

VII-2, 49,50]

9-3 131

의공학 부서에서 영양주입펌프가 

계속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고 

알람기능을 하는지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

영양주입펌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영점조정을 하고 

영양주입펌프의 오차범위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다학제팀에 해당하는 의공학부서의 

예방관리업무이므로 수정함. [2013년 

권고안 VII-3, 52,53,54]

9-3 134

모유는 지방이 잘 분리되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볼루스주입을 

한다. 모유를 천천히 주입하기 위해 

시린지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주사기 앞쪽이 위로 향하도록 

펌프를 세워서 분리된 지방층이 

시린지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영아에게 모유의 수분만 주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때 주사기는 

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존 지침의 내용이 [주사기 앞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펌프를 기울여서 분리된 지방층이 

시린지 앞쪽으로 내려가도록, 아래로 

향하도록]으로 되어 있어 사진과 함께 

명확하게 수정 제시함. [2013년 권고안 

VII-3, 56]

9-3 135
경장영양액의 주입 시 가능한  

폐쇄형 주입 시스템을 사용한다. 

경장영양액의 주입 시 가능한 폐쇄형 주입 

시스템을 사용한다. 폐쇄형 주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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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 (2019 개정) (Enteral Feeding)

2019년 개정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2013년 관련 권고안 번호]영역 하위영역 번호 권고안

폐쇄형 주입 시스템 용기는 최대 

4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개봉하여 사용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버리도록 권장한다. 

용기는 최대 4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개봉하여 사용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버리도록 권장한다. [2013년 권고안 VII-4, 

62,63]

10. 경장영양 

주입 감시

10-3. 경장영양 

주입 시 

위 잔류량 

감시

150

경장영양을 하는 모든 입원환자 및 

중환자에게 위 잔류량을 

정규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낮은 위 잔류량 이 기도흡인예방에 도움이 

되기보다 경장영양의 중지요인이 되어 

영양액 주입감소, 폐렴 위험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위 잔류량 증가는 환자자세, 

경장영양관의 종류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고, 위 잔류량 측정으로 인해 주입기구 

폐색 증가, 경장영양 부적절한 주입 중단, 

간호시간 소모, 보건의료자원 낭비요인이 

된다는 연구에 따라 위 잔류량을 정규적으로 

측정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2013년 

권고안 65, 66, 67, 68]

151

중환자에서 다른 

부적응(intolerance)의 징후가 

없다면 500ml 미만의 

위 잔류량에서 경장영양을 

중지하지 않는다.

위 잔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용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있는 경우 단순히 경장영양을 

중지하기보다 다른 가능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3년 권고안 

69]

152

신생아에서 위 잔류량은 영양섭취 

부적응의 지표로서 유용하지 

않으므로 측정하지 않는다. 

미숙아에서 높은 위 잔류량은 미숙아의 

성숙도와 장운동장애, 섭식 후 좌측위 또는 

앙와위를 하는 등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위 잔류량 증가가 섭식 부적응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부적절한 섭식중지는 

영양요구목표량 부족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일부 신생아전문의들은 더 이상 위 잔류량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권고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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