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장영양 (Enteral 
Feeding)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근거수준 정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Ⅱ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Ⅲ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권고등급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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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Ⅰ.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서에 경장영양법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III C
2. 간호사는 경장영양법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III C
3. 경장영양법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III C
4. 경장영양법과 관련된 간호실무 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가능해야 한다. III C

Ⅱ. 경장영양 투여의 적응증 및 투여 중단
5. 구강 섭취가 3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환자 중 

위장관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경장영양관의 삽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경장영양을 고려해야 한다. III C

6. 충분한 구강 섭취가 가능해 지면 경장영양 공급을 중단한다. III C
Ⅲ. 경장영양의 접근장치의 선택 

7.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경로와 형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 환자의 질환 상태
2) 소화기계 해부학적 구조
3) 과거 수술력    
4) 위와 장의 운동성 및 기능성
5) 경장영양의 예상기간

III C

8. 경장영양은 일반적으로 위에 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위관 삽입 시에는 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경장영양관 삽입에 적절해야 하고, 정상적인 위와 소장의 운동성이 있어야 한다. III C

9. 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있어 위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장관과 같은 유문 후부
(post-pyloric)로의 접근을 시행한다. III C

10. 단기 경장영양(4~6주 이내)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비위관(Nasogastric tube), 구위관(oral 
gastric tube), 비공장관(nasojejunal tube), 구공장관(oral jejunal tube) 등을 사용한다.  III C

11. 장기 경장영양(4~6주 이상)을 위한 접근장치로는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버튼형 위조루(button gastrostomy), 
위공장조루(gastrojejunostomy) 등을 사용한다. 

III C

12. 장기 경장영양 접근장치 삽입 전 영양지원팀에 의한 평가를 통해 1)접근장치의 삽입에 의한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큰지 2) 말기 환자인 경우 경장영양관을 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3) 
환자가 경구섭취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 

II B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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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장영양의 접근장치의 삽입
4.1 비위관의 삽입
13. 환자를 침대나 의자에 똑바로 앉게 하고, 베개로 지지하여 편안하게 기댄 자세(55-65°)를 

취하도록 한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 III C

14. 무의식 환자의 경우 옆으로 눕히고 목이 신전(extension)되지 않도록 한다. III C
15. NEX(Nose-Ear lob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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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절차에 따라 삽입한다(비위관의 삽입절차 참조). III C
17. 비위관을 삽입한 후 5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흡인하여 비위관이 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III C

18. 콧구멍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비위관의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III C
19. 삽입과정, 비위관의 종류와 크기,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한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III C
4.2. 경장영양 접근장치의 위치 확인 방법
20. 삽입을 마치면 청진으로 경장영양관의 끝의 위치를 확인한다. Ⅲ C
21. 경장영양관의 위치는 X-ray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최초 영양액 주입 전 X-ray로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Ⅱ B

22. 매 영양액 주입 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삽입 후 방사선 검사를 통해 표시한 
경장영양관의 외부 길이의 변화를 관찰한다. 경장영양관 외부 길이가 심하게 증가하여 
경장영양관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이 의심되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재확인한다.  

Ⅱ B

23. 매 영양액 주입 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흡인물을 관찰한다. 공복 
상태에서 흡인된 위액은 무색 또는 초록빛을 띤 맑은 액체이다. 소장으로 삽입된 경장영양관의 
경우 흡인물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소장으로 삽입된 관 끝이 위로 잘못 위치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Ⅲ C

24. 소아와 신생아의 경우도 경장영양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X-ray가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소아에서 X-ray의 사용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청진법은 소아에서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Ⅱ B

V-1. 성인용 경장영양액 종류 및 선택
25. 성인에게 경장영양액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1) 환자의 현재, 과거 영양 상태
2) 경장영양이 투여되는 환경
3) 경장영양 이유
4) 경장영양 시기
5) 기저 질환
6) 환자의 선호도

III C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V-2. 경장영양액 보관과 관리
26. 경장영양액의 라벨링 방법은 표준화한다.

1) 주입 용기, 주입백, 실린지에 라벨링한다. 
2) 주입시간, 영양액 종류, 주입 지속시간 등을 표시한다. 
3) 환아 이름, 환자등록번호가 모유에 정확히 라벨링되어야 한다.

III C

27. 오염 예방 및 오염 관리가 행해져야 한다. 
1) 상품화된 영양액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실온 보관되어야 한다. III C
2)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III C
3) 경장영양액은 개봉 즉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 사용되지 않는다면 폐기한다. II B
4) 영양액의 실온 노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제조회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   II B

5) 점적통이 있는 주입세트를 사용하는 펌프가 경장영양관으로 부터의 역행성 오염을 줄일 수 
있다. I A

6) 영양액 주입 시 일회용 장갑의 사용을 권유한다. I A
7) 주사기는 24시간마다 교환한다.  III C
8) 영양액 용기, 영양액 주입세트는 재사용하지 않고 24시간마다 폐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III C
9) 볼루스 주입(Bolus feeding)을 제외하고 영양액의 용기를 옮기지 않으며, 보관 용기를 옮겨 

주입하는 경우는 4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제조회사의 권고를 따른다. III C

VI. 경장영양의 시작과 진행
6.1 경장영양의 시작
28. 경장영양의 시작과 진행은 환자상태, 연령, 접근장치의 경로(위, 소장), 영양요구, 위장관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III C

29. 중환자는 3일 이내에 경구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경우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III C

30. 수술 환자에서 경장영양이 필요한 경우 장운동이나 가스배출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해야 한다. I A
6.2 경장영양 공급
31. 경장영양의 시작시 일반적으로 영양액은 희석하지 않은(full strength) 등장성 유동식을 

선택한다. III C

32. 경장영양액의 열량은 처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kcal/kg/day가 적절하다. 

하지만 영양불량이나 대사 불안정 환자에서는 이 양이 과다한 양이 될 수 있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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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질환의 초기 급성기에는 20-25kcal/kg/day를 넘지 않도록 한다. 
회복기에는 25-30kcal/kg/day 제공을 목표로 한다. III C

3) 심각한 영양부족 환자는 25-30kcal/kg/day까지 공급하도록 한다. 
이 목표열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경구영양을 보충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III C

33. 경장영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비경구영양을 추가 공급하지 말고, 목표열량까지 경장영양을 
공급한다. I A

34. 경장영양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비경구영양을 보충적으로 공급한다. III C
35. 경장영양 공급이 환자의 영양요구를 충족시키지만 불내성(intolerance)이 있는 경우에는 

비경구영양의 공급을 주의깊게 고려한다. III C

36. 소아환자에서 영양은 처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체중이 1500g 미만이고,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의 위험이 있는 미숙아에게는 

모유로 경장영양을 시행할 것을 격려한다.  
I A

2) 초극소저출생 체중아와 극소저출생 체중아는 경장영양을 0.5-1mL/Kg/day로 매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10-20mL/Kg/day까지 증가시킨다. II B

3) 융통성있는 영양계획에 따라 수일에 걸쳐 영양공급을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III C
6.3 경장영양 주입 방법
37. 경장영양 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 환자의 임상적 상태
2) 환자의 현재 과거 영양상태
3) 경장영양이 투여되는 환경
4) 경장영양 이유
5) 경장영양 부작용 유무
6) 환자의 요구

III C

38. 지속적 주입은 환자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영양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천천히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된다. 또한 경장영양 초기에 사용될 수 있고 점차 간헐적 주입으로 진행된다. 
중환자와 비공장관, 위공장관, 공장관을 가진 환자에게 영양액 주입시 권장된다. 

III C

39. 지속적 주입은 영양주입펌프로 12-24시간에 걸쳐 주입한다. 주입 속도는 10-30 ml/hr 로 
시작하고 8-12시간마다 10-25ml/hr씩 증가시켜 1주일내에 목표 주입속도에 도달하도록 한다. III C

40. 간헐적 주입은 영양백이나 영양주입펌프를 이용해 1회 100-300ml를 30-60분에 걸쳐 1일 
3-6회 주입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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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볼루스 주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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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4) 볼루스 feed gravity set으로 주입될 수 있다.
5)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주입되므로 위장관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에게는 피한다.

III C

6.4 경장영양 주입시 체위
42. 경장영양 주입 전 체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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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가 상체를 올릴수 없으나 올리는 것이 금기가 아니면(예: 불안정 척추) 침대머리를 
높이기 위하여 역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한다. III C

3) 절차 수행을 위해 침대머리를 낮추게 되면, 가능한 빨리 침대머리를 높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III C

43. 경장영양 주입 후 관리는 1-2시간 동안 최소한 30° 상체를  올린 자세로 유지하고, 눕지 않도록 
한다. III C

VII. 경장영양관 유지 관리
7.1 경장영양시 관류(Flushing)
44. 성인환자에서 지속적으로 경장영양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간헐적 주입의 경우 주입 전과 

후에 영양관을 관류한다. I A

45. 성인환자에서 지속적 주입시 매 4시간마다, 간헐적 주입시 주입 전과 후에 잔류량을 측정한 후에 
30ml의 물로 영양관을 관류한다. II B

46. 약물 주입의 전과 후에 최소한 15ml의 물로 관류한다. 여러 가지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각각의 
약물 주입 전, 후에 최소 15ml의 물로 관류한다.  I A

47. 면역반응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중환자의 경우 특히 수도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멸균수로 관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III C

48. 신생아는 1~3ml, 소아는 3~5ml로 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영양관을 관류한다. III C
7.2 경장영양관 폐쇄시 관류
49. 경관이 막힌 경우 50ml 주사기를 사용하여 막혀있는 물질을 흡인한다. III C
50. 막혀있는 물질이 흡인되지 않는 경우 막힌 것이 풀릴 때까지 따뜻한 물을 주입한 후 30분간 두는 

것을 반복한다. III C

51. 이상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여 녹이거나 관을 
교체한다. III C

7.3 경장영양을 위한 주입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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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양주입 펌프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영점조정(calibration)을 실시한다. II B
53. 성인의 경우 영양주입펌프는 10% 오차범위 내에서 처방된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정확도를 

확인한다. II B

54. 영아와 소아의 경우 영양주입펌프는 5% 오차범위 내에서 처방된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정확도를 
확인한다. III C

55. 영아에게 소량을 정확하게 주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린지펌프를 사용한다. III C
56. 모유는 지방이 잘 분리되므로 시린지를 이용하여 볼루스 주입을 한다. 모유를 천천히 주입하기 

위해 시린지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시린지 앞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펌프를 기울여서 분리된 
지방층이 시린지 앞쪽으로 내려가도록 하여 모유의 수분만 주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때 
시린지는 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III C

57. 영양주입펌프로 주입시 경장영양관으로부터 영양액이 역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점적통(drip 
chamber)이 있는 주입세트를 사용한다. I A

58. 매일 영양주입펌프를 약한 세정제나 물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고 펌프에 영양액이 묻은 즉시 
닦아내도록 한다. III C

59. 가정에서 사용되는 영양주입펌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펌프의 알람 등의 소음으로 인해 환자의 
수면이 방해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펌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서면으로 된 설명서를 제공하고 문제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II B

60. 볼루스 주입은 주사기를 사용하되 주사기의 내관을 사용하지 않고 중력을 이용하여 주입한다. III C
61. 볼루스 주입을 위해 볼루스 feed gravity set(영양백과 주입 라인이 포함됨)를 사용할 수 있다. III C
7.4 경장영양 주입세트 교환
62. 개방체계 경장영양 주입세트는 매 24시간마다 교환할 것을 권장한다. II B
63. 폐쇄체계 경장영양 주입세트는 제품 생산자의 지침에 따라 교환한다. III C

VIII. 경장영양 주입의 감시
8.1 경장영양시의 영양상태 및 위 잔류량 평가
64. 영양지원팀과 함께 대사성 및 영양학적 요소들(수분불균형, 혈당,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인 등)을 평가하여 경장영양 시작 전 적절한 수준을 교정한다. II B

65. 일일 권장영양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 첫 48시간동안은 매 4시간마다 위잔류량을 측정하여 
경장영양식의 소화상태를 평가한다. II B

66. 경장영양 일일 권장 영양목표치에 도달한 후 위 잔류량은 매 6-8시간마다 확인한다. III C
67. 중환자의 위 잔류량은 매 4시간 마다 확인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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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성인환자의 위 잔류량을 확인하여 측정된 잔류량이 200~250mL 이상이면 위장운동 촉진제 
(prokinetics)의 사용을 고려한다. I A

69. 지속적으로 위 잔류량이 200~250ml 이상이거나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급식을 보류하고 
신체사정(특히 위장관 사정)과 장관 이상에 대한 평가와 혈당조절의 적절성, 진정 깊이의 조절 
등을 시행하고, Treiz ligament(트레이츠 인대, 샘창자걸이근) 이후로의 경관 삽입도 
고려한다. 

II B

70. 급성질환이 있는 소아에게 경장영양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위 잔류량을 매 4시간 마다 
확인하며 시간당 주입량을 초과하면 주입을 중지한다. 영양액을 볼루스로 주입할 경우 다음 
주입전에 위 잔류량을 확인하여 이전 영양주입양의 1/2 이상이면 중지한다.

III C

8.2 경장영양의 합병증 예방 및 관리
71. 경장영양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 기도흡인, 오심,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 Ⅲ C

72. 기도흡인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한다.  
1) 영양주입 시작하기 전 영양관이 적절한 위치(처음 삽입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경장영양을 주입하는 동안에 항상 침상을 30-45° 상승을 유지한다.
3) 경장영양 실시 후 30분~1시간동안 최소한 30° 이상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Ⅰ
Ⅰ
Ⅲ

A
A
C

73. 오심, 구토, 소화불량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 및 관리한다. 
1) 중환자의 경우 흡수장애가 의심되면 위장관 폐색이 의심되지 않는 한 위장운동촉진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2) 급성기 환자의 경우 흡수장애가 의심되면 위장관 폐색이 의심되지 않는 한 위장운동촉진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3) 위관으로 영양 공급시 위장촉진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장으로 

공급하거나 비경구영양공급을 고려한다.

Ⅰ

Ⅲ

Ⅲ

A

C

C

74. 설사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 및 관리한다. 
1) 영양액과 주입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영양액의 준비 및 주입 전 손씻기하고 무균적으로 준비한다.
3) 냉장한 영양액은 차갑지 않게 실온상태로 주입한다.  
4) 설사를 하면 주입속도를 줄이고 영양지원팀과 의논한다.
5) 세균성 장염(Clostridium difficile, E coli 등)이 의심되면 의사나 영양지원팀과 상의한다.
6) 항생제, 변완화제, 제산제, NSAID 등 약물주입이 있을 경우 설사와 관련성 여부를 의논하고 

조절한다. 

Ⅲ C

75. 변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 및 관리한다. 
장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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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재급식증후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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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급식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영양공급량과 지원방법에 대해 영양지원팀에 의뢰한다. Ⅲ C
77. 재급식증후군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임상적, 생화학적 모니터에서 위험이 없다고 확인되기까지 첫 

2일간 주입량이 총 필요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Ⅲ C

78. 재급식 증후군 발생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합병증(호흡부전증, 심부전, 심부정맥, 근육소실, 
경련과 혼수 등)의 발생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Ⅱ B

IX. 경장영양시의 오류 예방
79. 경장영양관의 연결라인이 분리된 것을 비전문인이 발견하면 직접 연결하지 말고 의료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Ⅲ C

80. 분리된 경장영양관의 연결라인을 다시 연결할 때에는 삽입지점을 찾아 확인 후 연결한다. Ⅲ C
81. 정맥주입용 수액백과 경장영양액을 걸어둔 IV Pole을 다른 위치에 두고 두개의 연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예. 경장영양주입 라인은 환자 머리쪽, 
정맥주입라인은 발치쪽). 

Ⅲ C

82. 경장영양기구의 변형은 연결오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변형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83. 환자의 이동이나 인계과정에서는 경장영양관과 연결부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Ⅲ C
84. 경장영양관과 정맥주입라인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라벨이나 색상으로 

구분하며, 직원들을 교육한다. Ⅲ C

85. 경장영양주입백에는 “주의:경장영양 주입용 - 정맥주입용이 아님(Warning: Enteral feeding 
Only - Not for IV infusion)”이라고 크고 굵은 글씨로 기록하여 표시한다. Ⅲ C

86. 경장영양관의 잠금장치는 정맥주입관에 연결될 수 없는 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권고한다. Ⅲ C
87. 정맥주입펌프를 경장영양액 주입에 사용하지 않는다. 모유수유나 다른 영양공급을 위하여 시린지 

펌프를 사용할 때 정맥주입용 시린지 펌프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장영양을 주입하는 
펌프에는 “경장영양주입용”이라고 분명하게 라벨이 있어야 한다.   

Ⅲ C

88. 경장영양관으로 약물을 주입할 경우 정맥주입관에는 연결되지 않는 경구용 주사기를 사용한다.  Ⅲ C
X. 약물주입

89. 경장영양식에 직접적으로 약을 넣지 않는다. II B
90. 약물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투여한다.

- 액체약물이거나 물에 용해되는 약물-그대로 주입 
- 정제(타블렛)-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여 정제수에 섞어 주입
- 단단한 젤라틴 캡슐-열어서 정제수로 분말을 섞어서 주입 

II B

91. 약물과 영양액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약효의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약물주입 30분전에 
경장영양액 주입을 중단해야  한다. I A

92. 약물을 주입하기 전과 후에는, 경장영양을 중단하고, 물로 경장영양관을 관류시킨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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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약물 주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경장영양을 중단하고 적어도 30ml 이상 규격의 깨끗한 주사기를 이용

하여 15mL의 물로 경장영양관을 관류시킨다.  
2) 약물은 ‘경장영양용’이라고 표식을 붙인 주사기만을 사용하여 주입한다. 
3) 약물 주입 후 환자의 체액 상태를 고려해서 적어도 15mL의 물로 다시 한번 경장영양관을 

관류한다. 
4) 약물의 주입시마다 이상의 절차를 반복한다. 
5) 소아인 경우 관류양은 수액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5mL이어야 한다.

I

II
I

I
I

A

B
A

A
A

XI. 간호기록 
94. 경장영양관 삽입시에는 삽입시술자, 경장영양관의 형태 및 크기, 경장영양관의 팁의 위치 확인, 

경장영양관의 삽입길이 표시,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기록한다. III C

95. 경장영양액과 관류액의 I/O를 기록한다. III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