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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환자의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에 따른 임상효과 평가
김광준, 장혜영, 강민구
조선대학교병원 약제부

Evaluation of the Clinical Effect of Intravenous Glutamine o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Kwang Joon Kim, Hey Young Jang, Min Ku Kang
Department of Pharmacy,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effect of intravenous glutamine administration on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n general hospitals.
Methods: Patients with more than 7 days in an intensive care unit were evaluat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the patients
who received intravenous glutamine administration for more than 3 days. The laboratory results, intensive care unit length of
stay, hospital length of stay, 30 days mortality, and hospital mortality were evaluated with a comparative group.
Results: The mean number of administration days of intravenous glutamine was 10.12±8.93 days, and the average daily dose
was 0.33±0.10 g/kg/day. No adequate improvement in the laboratory results of glutamine-treated group was observed. The intensive
care unit length of stay (21.16±15.83 vs. 16.48±11.06, P=0.007), hospital length of stay (35.94±30.75 vs. 27.34±19.09, P=0.010),
30 days mortality (20.0% vs. 10.0%, P=0.034), and hospital mortality (26.3% vs. 13.0%, P=0.001) were higher in the glutamine-treated
group.
Conclusion: The use of intravenous glutamine o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did not improve the clinical effect. Further large-scale
multi-center studies will be needed to assess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intravenous glutamine o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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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항산화 물질 등의
기질로도 사용되는 등 수많은 생합성 경로에 관여하여 중요한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pH 항상성과 조

역할을 수행한다.1-3 글루타민은 주로 골격근과 간, 폐 등에서 혈

직 간의 질소(nitrogen) 교환에 관여하며, nucleotide와 nic-

액 내로 방출되며 평상시에는 혈중의 총 유리 아미노산풀의
20%가량을, 간이나 근골격계 같은 조직에서는 총 아미노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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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0%∼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체내에서 매우 풍부한 아
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다.4-6 반면, 중환자실 입원 상태와 같은 심
각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체내의 글루타민 요구량이 체내 합
성량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7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과 Europ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ESPEN)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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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CPGs)에서는 정맥

대상 및 방법

을 통한 영양지원이 필요한 중환자의 경우 정맥주사용 글루타
민(L-alanyl-L-glutamine)을 함께 투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
8-10

1. 연구대상 및 기간

실제로 글루타민 투여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한 여러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본원 중환자실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원일수와 병원 총 재원일수 감소, 6개월

에 7일 이상 입원했던 환자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3일 이상

생존율의 향상, 감염률과 고혈당의 현저한 감소 등과 같은 유익

투여한 환자를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 동

다.

11-13

그러나 2011년 이후 발표된 대

안 중환자실에 7일 이상 입원했던 환자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규모의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들에서는 정맥주사용 글

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

루타민을 투여한 그룹에서 치사율, 감염발생률과 같은 임상적

동안 본원 중환자실에 7일 미만으로 입원했던 환자와 정맥주사

지표에 대해 비교군 대비 유익성이 크지 않으며, 일부 연구에서

용 글루타민을 3일 미만으로 투여한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는 오히려 6개월 치사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맥

하였다.

한 임상결과를 보고하였다.

주사용 글루타민의 투여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다.14-17 2015년에 발표된 CCPGs에서는 정맥영양 투여가 필
요한 중환자에게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함께 투여하지 않도록
18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지를 이용해 환자의 기본정보 및 임상검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고령의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정

사 수치를 조사하여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의 기본정

맥주사용 글루타민의 사용에 대해 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나 아

보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나이, 체중, 키, 진료과, 중환자입

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실 초기 중증도 평가 점수로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score를 조사하였다. 실험

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재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군에서는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일수와 글루타민 투여용량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에 따른 임상효과를 평가하여 글루타

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임상검사 수치의 경우 혈청크레아

민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영양지원 지침에 대한 참고자료

티닌(serum creatinine, SCr),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

를 마련하고자 한다.

trogen, BUN),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transaminase,

다.

ALT),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총 단백질(total
protein), 알부민(albumin),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Characteristic
Gender
Male
Female
Age (y)
Height (cm)
Weight (kg)
Admission type
NS, NR
GS, GE
HE
RP
NH, UR
Etc.
APACHE II score at ICU entry

Glutamine for 3 days or more
(n=95)

Non-glutamine
(n=562)

63 (66.3)
32 (33.7)
66.11±15.78
166.57±8.62
61.35±12.15

341 (60.7)
221 (39.3)
67.75±15.47
163.61±10.08
61.38±12.77

20 (21.1)
18 (18.9)
1 (1.1)
42 (44.2)
1 (1.1)
13 (13.7)
6.00±7.36

256 (45.6)
44 (7.8)
3 (0.5)
113 (20.1)
43 (7.7)
103 (18.3)
6.26±6.58

P-value
0.296

0.341
0.008**
0.984
0.000***

0.72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NS = neurosurgery; NR = neurology; GS = general surgery; GE = gastroenterology; HE = hematology; RP = respiratory medicine; NH =
nephrology; UR = urology; APACHE II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ICU = intensive care unit.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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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 혈당(glucose),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 TG)를 중

가 없었다(Table 1). 실험군의 경우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평

환자실 입실 시와 퇴실 시에 조사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 글루

균 투여일수는 10.12±8.93일이었고, 일일 평균 투여량은

타민 투여로 인한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글루타민 투여에 따

0.33±0.10 g/kg/day였다(Table 2).

른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 및 중환자실 재원기간과 재
원기간 중 사망률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

2. 중환자실 입실 초기 두 그룹 간 임상검사 수치의 비교

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CHOSUN 2018-07-015).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환자실 입실 초기 임상검사 수치를 비교
한 결과 알부민과 총 단백질을 제외한 검사 수치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부민(P=0.001)과 총 단

3. 통계분석 방법

백질(P=0.020)의 경우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연구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Corp.,

초기 수치를 보였다. CRP는 실험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85) (Table 3).

석결과 값은 평균±표준편차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명목
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연속형 변수의 경우 t-test와 대

3. 글루타민(L-alanyl-L-glutamine) 투여 전과 투여 후 두

응표본 t-test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두 군 간의 30일 생존율

그룹 간 임상검사 수치의 비교

을 분석하기 위해서 Kaplan–Meier 생존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환자실 입실 초기 임상검사 수치와 퇴실

생존곡선의 비교를 위해 log-rank 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

시의 임상검사 수치를 비교한 결과, SCr은 두 그룹 모두 감소한

의성은 P-value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P=0.012). BUN 수치의 경우 두 군 모두 증가 양상을 보

결

였으나 대조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과

(P=0.048). AST 수치는 대조군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경향을

1.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P=0.065), ALT 수치는 대

연구기간 동안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환자는 총 657명이었으
며, 그중 실험군은 95명, 대조군은 56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성
별과 나이, 체중은 두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키는 실험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게 조사되었으며, 진료과의 경

Table 2. Glutamine administration days and dose
Glutamine administration
(L-alanyl-L-glutamine)
Day
Dose (g/kg/d)a

우 실험군에서는 호흡기내과 환자(44.2%)가 가장 많고, 대조군
의 경우 신경과와 신경외과 환자(45.6%)가 가장 많아 두 그룹
간 진료과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
실 초기에 평가한 APACHE II score는 두 그룹 간 통계적 차이

Glutamine for 3 days or more
(n=95)
10.12±8.93
0.33±0.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
Guideline statement of intravenous glutamine supplementation
dose: 0.3∼0.6 g/kg/day L-alanyl-L-glutamine.9

Table 3.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between two group at baseline
Laboratory result
Serum creatinine (mg/dL)
Blood urea nitrogen (m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U/L)
Alanine transaminase (U/L)
Total bilirubin (mg/dL)
Albumin (g/dL)
Total protein (g/dL)
C-reactive protein (mg/dL)
Glucose (mg/dL)
Triglyceride (mg/dL)

Glutamine for 3 days or more
(n=95)

Non-glutamine
(n=562)

2.48±11.25
29.06±33.07
90.15±295.13
63.50±190.39
1.46±4.15
3.12±0.84
5.77±1.00
11.48±10.77
151.43±62.86
116.4±76.95

2.08±7.48
26.26±25.48
123.44±574.60
67.29±287.76
0.89±1.78
3.41±0.78
6.04±1.00
9.56±9.76
158.83±95.53
118.83±99.33

P-value
0.660
0.346
0.581
0.902
0.186
0.001**
0.020*
0.085
0.334
0.8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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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between two group
Glutamine for 3 days or
more (n=95)

Laboratory result
Serum creatinine (mg/dL)
Blood urea nitrogen
(m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U/L)
Alanine transaminase
(U/L)
Total bilirubin (mg/dL)
Albumin (g/dL)
Total protein (g/dL)
C-reactive protein
(mg/dL)
Glucose (mg/dL)
Triglyceride (mg/dL)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2.47±11.25
1.33±1.44
29.06±33.07
35.27±28.21
90.15±295.13
88.92±188.73
63.98±191.36
60.77±118.03
1.46±4.15
1.82±4.82
3.12±0.84
2.78±0.61
5.77±1.00
5.82±1.11
11.37±10.78
7.75±6.70
151.43±62.86
142.63±137.54
116.40±76.95
147.20±114.35

P-value
0.329
0.128
0.972
0.884
0.191
0.001**
0.658
0.005**
0.557
0.019*

Non-glutamine
(n=562)
2.09±7.52
1.26±1.70
26.24±25.64
29.24±28.29
124.64±578.72
73.42±294.86
68.07±289.80
41.32±85.63
0.89±1.79
0.96±2.23
3.42±0.78
2.98±0.54
6.04±1.00
5.89±0.82
9.56±9.79
7.56±7.67
158.75±95.75
124.50±68.42
118.42±99.50
136.76±139.16

P-value

P-value

0.012*

0.062

0.048*

0.022*

0.065

0.283

0.039*

0.199

0.385

0.003**

0.000***

0.000***

0.000***

0.007**

0.000***

0.000***

0.000***

0.000***

0.004**

0.0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P＜0.01, ***P＜0.001.

Table 5. Comparison of hospital LOS, ICU LOS, and mortality
Clinical effect
ICU LOS (d)
Hospital LOS (d)
30-Days mortality
Hospital mortality

Glutamine for
3 days or more
(n=95)

Non-glutamine
(n=562)

P-value

21.16±15.83
35.94±30.75
19 (20.0)
25 (26.3)

16.48±11.06
27.34±19.09
56 (10.0)
73 (13.0)

0.007**
0.010*
0.03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LOS = length of stay; ICU = intensive care unit.
*P＜0.05, **P＜0.01.

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P=
0.039). 혈당의 경우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00). 총 빌리루빈의

Fig. 1. Kaplan–Meiere survival curve for 30 days mortality in
glutamine-treated group vs. non-glutamine treated group. It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log-rank test.

경우 두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알부민,
CRP, TG의 경우 두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또는

다. 30일 사망률(20% vs. 10.0%, P=0.034)과 병원 재원기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Table 4).

중 사망률(26.3% vs. 13.0%, P=0.001)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Table 5, Fig. 1).

4. ICU 재원기간, 병원 총 재원기간, 30일 사망률과 병원
재원기간 중 총 사망률의 두 그룹 간 비교

고

찰

중환자실 재원기간(P=0.007)과 병원 재원기간(P=0.010) 모
두 실험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

26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2015년에 발표된 CCPGs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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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영양 투여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함께
18

전반적인 검사수치를 봤을 때 신기능과 간기능이 저하됐던 상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이는 2013년에 동일한 가이드라

태임을 고려하면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투여가 긍정적이지 못

인에서 쇼크나 다기관 장기부전 상태의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한 효과를 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맥영양 투여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병
20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단기간 연

용투여를 권장했던 내용과 상반된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중환

구라는 점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진료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자에 대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투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하게 달라 환자의 특성이 동일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또한, 두 군 간의 정맥영양 및 경장영양의 공급량 정도 차이를

을 투여한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여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 이외에 다른 변수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10월까지 1년의 연구기간 동안 본원 중환자실에 7일 이상 입원

다. 이 밖에도 본 병원에서는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단독 제품

했던 환자들 중 3일 이상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투여했던 환자

이 2016년 10월부터 원내코드로 등재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여

들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글루타민 미투여군인 대조군과 임상

본 연구의 평가 시점에서는 그 사용 기간이 길지 않고, 정맥주사

검사 수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용 글루타민 투여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배경과 임상경험이 부

연구결과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의 일일 평균 투여량은 0.33±

족했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9

0.10 g/kg/day로 ESPEN 에서 권고하고 있는 0.3∼0.6 g/kg/day
용량범위에 적합하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를 통한
혈액학적 임상검사 수치의 적절한 개선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에게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투여한 결

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했던 고혈당의 현저한 감소와 같은 효과

과 혈액학적 임상검사 수치의 개선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는 오히려 글루타민을 투여하지 않은 비교군보다 좋지 못했

중환자실 재원기간과 병원 재원기간, 30일 사망률과 병원 재원

13

19

다. 또한, Lee 등 의 연구에서 정맥주사용 글루타민 투여를

기간 중 사망률은 오히려 글루타민 투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해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상승되고 이

그러나 본 연구의 여러 가지 한계점 상 정맥주사용 글루타민을

를 통해 신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중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대규모 다기관 무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서 SCr 값이 통계적으로 유

작위 배정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하게 감소한 반면 실험군에서는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병원 내 영양집중지원팀(nutritoin support team)은 정맥주사

의하지 않아 개선효과가 대조군 대비 뚜렷하지 않았다. 이외에

용 글루타민의 적절한 투여대상 선정과 투여용량, 최신 가이드

도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간수치의 감소폭 또한 적었으며, 총

라인의 동향 등에 대해 팀의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진

빌리루빈 수치도 실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오히려 퇴실 시 증가한 값을 보여 간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선행연구19와도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실험군의 중
환자실 재원기간과 병원 재원기간, 30일 사망률, 병원 재원기간
중 사망률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환자
실 입실 초기에 혈당과 신기능, 간기능 등의 혈액검사 수치를 실
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에서 SCr, BUN, 총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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