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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SPEN Guideline을 중심으로 본 중환자의 영양집중치료에 대한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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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ignificance of nutrition in intensive care unit grows, large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nutrition therapy
have been performed and recently published. Each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designate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evidence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The Europ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ESPEN) has released a new guideline that has been updated from the previous ESPEN guidelines on
enteral nutrition and parenteral nutrition in adult critically ill patients published in 2006 and 2009, respectively. This study examined
the latest trends of nutrition guidelines, and especially those of the ESPEN 2018, for intensive care units as compared to guidelines
of other societies and older previou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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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환자 영양치료 지침을 정하여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

론

록 하고 있다.
중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중재를 하는 것은 치료 과정 중 중요
1,2

영양지원에 대한 연구도 이전에는 관찰적 연구나 후향적 연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

구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근거 수준이 높은 대규모 무작

의 경우 환자의 기저질환이 다양하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위 맹검 연구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신 연구들이

로 작용하고, 환자 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마다

추가됨에 따라 ESPEN은 2006년에 발표하였던 장관영양 지

영양중재 방침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다양한 정맥경장

3
4
침, 2009년에 발표하였던 정맥영양 지침 을 개정하여 2018년

영양학회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에 새로운 영양치료 지침5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침은 주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연구들을 포함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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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메타 분석에 사용하였다. 2000년 이전에 발표한 연구
들 중에서도 대규모 무작위 맹검 연구들이나 의미 있는 연구들
은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따른 연구들을 메타 분석
한 결과와 ESPEN 위원들의 견해를 포함하여 권고 수준을 산
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발표된 Canadian clinical
6

practice guidelines (CPGs) 이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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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걸쳐 발표된 Critical Care Nutrition: systematic reviews
7

량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 ESPEN

(이후 CPGs 2018 리뷰로 명시) 도 새로운 연구를 포함하여 제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것에는 초음파,13 컴퓨

시하여 최근 영양지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14

15

16

생체전기임피던

17

이 종설에서는 최근 2018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을 중심

스법, 안정동위원소 추적체법, 악력기 를 제시하였다. 하지

으로, 기존 영양 지침과의 차이점 및 2016년 발표된 Society of

만 이러한 측정법은 실제로 사용하는 환자 상태나 장비의 유

Critical Care Medicine (SCCM, 미국 중환자의학회)/American

무, 측정 주체,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미국

환자의 근육 상태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맥경장영양학회)의 성인 중환자 영양치료 지침(이후 SCCM/

영양상태 검색 도구에 있어서는 Subjective Global Assess-

8

7

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으로 명시), CPGs 2018 리뷰 와 비
8

ment (SGA),11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18 Malnu-

교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

19
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UST), Nutrition Risk

서는 2013년까지의 연구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

Screening 2002 (NRS-2002),20 NUTrition Risk in Critically

종설에서는 그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 위주로 소개하며 비교 분

ill (NUTRIC) 등 다양한 영양 검색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

석하고자 한다.

만, 2018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아직까지는 중환

21

5

자실에서 환자 영양상태를 판단하는 ‘gold standard’는 없다는

본

입장을 밝혔다. 2016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8에서는

론

NRS-2002와 NUTRIC을 기준으로 해당 지표가 5점 이상일 경

1. 중환자의 영양 평가

우를 영양불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영양중재 계획을 다르
5

3

2018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이전 2006년, 2009
4

년 지침 에서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내
5

5
게 하였다. 하지만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NRS-2002는 사망률과 연관

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

성도 밝혀진 좋은 영양지표이지만22 중환자 특이적으로 접근

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들이 48시간 이내에 영양상태

가능하지 않으며, NUTRIC은 질환 중증도를 잘 반영하여 사

가 평가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망률과 연관성이 좋은 지표지만 실제 섭취 이력을 반영하지 못

9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는 Mogensen 등 의 대규모 연구에서

하여 영양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2018

볼 수 있듯 영양불량 환자의 경우 유의적으로 사망률이 높아,

5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중환자 특이적으로 사용 가

치료 성적에 영양상태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능한 영양지표들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9

8

준다. 또한 2016년 발표된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년 초 여러 정맥경장영양학회들이 모여 Global Leadership

에서 환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중재 계획을 달리하고 있어,

Initiative on Malnutrition (GLIM) Working Group을 형성,

최근 영양 지침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서 영양불량을

23
GLIM criteria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중환자 특이적으로 사

판정하고 그에 따른 중재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10

용 가능하며, 실제 영양상태를 잘 반영하는 사용 가능한 지표

5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흔한 영양지표로 사

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용되었던 알부민이나 프리알부민의 영양지표로 활용에 부정
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염증 반응이 활발한 중환자에서
알부민이 단백질 영양상태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
8

2. 영양 공급의 경로와 시작 시점
1) 빠른 장관영양과 지연된 장관영양 공급

견으로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과 맥락을 같이하였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3에서는 빠른 장관영양을 권

다. 또한 체중 상태나 체중 감소 역시 수액의 과도한 주입, 체내

고하지만 그 효과를 증명할 만한 임상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못

수분 저류 상태 등 연관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환

하였다. 하지만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빠른 장

자에서 영양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관영양 진행 시 유리한 임상적 지표와 메타 분석 결과도 제시

대신 근감소가 환자의 삶의 질, 신체 활동 능력, 재원 기간에

하고 있다. 최근 Bakker 등24이 빠른 장관영양은 재원 기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11를 기반으로 체중보다 근육량, 근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염성 합병증을 유의미하게 감

감소율을 영양지표로 보는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 Studenski

7
소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또 CPGs 2018 리뷰 에서는 빠른 장

등12은 근감소증은 영양불량 환자에게서 많으며, 근감소증이

관영양이 감염성 합병증과 더불어 사망률도 다소 줄이는 경향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근육량 감소를 영양불

이 있는 것으로 제시해 빠른 장관영양 진행 지침의 근거를 뒷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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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급성

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최근 들어 대규모 무작위

기에는 빠르게 요구량에 도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았으며 3∼

맹검 연구에서 장관영양과 정맥영양의 사망률 등 임상적 차이

7일 이내에 요구량에 도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Fig. 1).

가 없다는 연구들이 간혹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5

또한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장관영양이 불

2016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8에서는 정맥영양보다

가한 환자에게서 3∼7일 이내에 정맥영양을 시작해야 한다고

장관영양을 우선한다는 권고 수준을 이전 지침에 비해 하향 조

8

권고하고 있어 2016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

영양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특별한 영양중재를 하

침 에서 장관영양을 정맥영양 보다 우선시하여 권고하고 있었

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장관영양이

으며 그것은 장관영양의 생리학적 이점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불가하거나 부족한 환자에게서 3∼7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과

들의 의견 동의 하에 권고된 항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

7일 이후 시작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는 없어, 이에 대한 부분은

또한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장관영양과 정맥영양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8 ESPEN 중환자 영

에서의 공급 에너지가 비슷할 때와 장관영양보다 정맥영양에

5

양 지침 의 입장이다. 하지만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환자에게서

서 공급 에너지가 더 많을 때를 나누어 메타 분석하였다. 이때

정맥영양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두 지침이 공통적으

장관영양과 정맥영양을 통해 공급된 에너지가 비슷할 경우 보

로 권고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제반 영양상태에 따라 정맥영

다 장관영양보다 정맥영양으로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었을 때

양 공급의 시점을 다르게 권고하는 것이 최근 중환자 영양 지

장관영양에서 감염성 합병증이 적었다. 반면, 장관영양과 정맥

침의 중요한 흐름이라 하겠다.

영양에서 공급 에너지가 비슷한 하위 집단에서는 감염성 합병
증의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초기 48시간 이내 정맥영양을

2) 장관영양과 정맥영양

시작할 때에는 에너지 과잉 공급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
5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 제시한 메타 분석 결과는 장

며 추후 장관영양과 정맥영양을 비교할 때 주입 경로에 따른

관영양이 정맥영양보다 더 감염성 합병증이 유의미하게 적었

이점인지, 공급 과잉에 따른 결과인지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으며, 재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아진 것을 보여주었으나, 사
망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3. 장관영양의 경로와 주입 방법

CPGs 2018 리뷰 에서도 감염성 합병증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

1) 장관영양의 간헐적 공급과 지속적 공급

기계적환기 기간은 장관영양에서 유의미하게 유리한 것을 보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3에서는 간헐적 공급과 지속

여주고 있으나, 사망률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ESPEN 중

적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

5

환자 영양 지침 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CPGs
7

침5에서는 장관영양의 지속적 공급을 권고하고 있다. MacLeod
26

2018 리뷰 에서는 장관영양이 구토나 설사 등 장관영양 부적응

등 의 연구에서 장관영양 시 지속적 공급이 간헐적 공급보다

증을 더 자주 나타내며, 정맥영양으로 공급했을 경우, 영양 공

영양 공급 목표량에 빨리 도달하였다. 2018 ESPEN 중환자 영

급량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 지침5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목표량 도달 시간이 짧아지며,

사망률의 경우 2014년에 발표된 대규모 다중 맹검 연구인
25

25

장관영양의 주요한 부적응증인 설사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
8

CALORIES trial 이 추가되고 나서는 CALORIES trial 의 연

적 공급을 권고하고 있다.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

구 규모로 인해 장관영양과 정맥영양 사이에 사망률 메타 분석

서는 흡인 위험이 높거나, 간헐적 공급에서 부적응증을 나타낸
환자에게서 지속적 공급을 권유하였으나, 2018 ESPEN 중환
자 영양 지침5에서 추가된 Patel 등27의 연구에서는 간헐적 공
급과 지속적 공급의 흡인과 폐렴 발생 위험의 차이가 없다고
밝혀,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주입 방법에 따른
흡인 위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2) 장관영양의 주입 경로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3에서는 유문부 이하로 주입
하는 것과 위장으로 주입하는 것에 임상적 차이가 없다는 의견
Fig. 1. Nutrition strategies related to phases of critic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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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표준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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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위장으로 주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28

것으로 보아 최신 영양치료 지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

Wan 등 의 연구에서도 유문부 이하로 주입하는 것이 설사를

지만 실제로는 의료 비용 및 측정 주체, 측정 가능한 대상 환자

적게 하고 장관영양의 적응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등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어 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

것이 실제로 재원 기간이나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릴 것으로 예상된다.

5

다.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장관영양의 적응도를 높인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실제로

5. 설정한 요구량과 실제 공급량

는 유문부 이하로 관을 삽입하는 것은 주로 내시경적 시술이

영양 요구량과 실제 영양 공급량 사이 관계에 대해 2018

필요하여 장관영양 시작 시간을 지연시키며, 위장으로 주입하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isocaloric nutrition’은 요구

는 것보다 생리학적 이점이 적다는 이유로 위장으로 주입하는

량의 70%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고, ‘hypocaloric nutrition’은

것을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SCCM/ASPEN 중환자

70% 이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18 ESPEN 중환자

8

5

영양 지침 과 마찬가지로 흡인의 위험이 크거나 위장으로 주입

영양 지침 에서 새로운 내용은 요구량 설정을 간접열량계로 측

하는 것에 대해 부적응증을 나타낸 환자에 한해서 유문부 이하

정했을 때와 예측 방정식을 적용했을 때를 나누어 권고하고 있다.
5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간접열량계를 사용하

로 공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 요구량을 산정했을 때,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isocaloric

4. 영양 공급 요구량 산정

nutrition’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발표된
3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예측 방정식을 사용

Petros 등33과, 2017년에 발표된 Allingstrup 등34의 무작위 맹

하여 급성기에는 20∼25 kcal/kg/d, 회복기에는 25∼30 kcal/kg/d

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간접열량계를 사용

5

를 권고하였다. 하지만 2018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간접열

하여 요구량을 설정한 그룹과 간접열량계를 사용하지 않고 요

량계로 에너지 요구량을 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접열

구량을 설정한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간접열량계

량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폐동맥에서 이산화탄소 소

를 사용하여 요구량을 산정한 연구들에서 ‘isocaloric nu-

비량(VCO2)을 구해 안정 시 에너지소비량(resting energy ex-

trition’으로 공급하였을 때 단기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penditure, REE)을 구하는 것(REE=VCO2×8.19)을 다음으로

5
밝혀졌다. 하지만 장기 사망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고, 목

권고하고, 예측 방정식은 두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도록

표량에 일찍 도달하였을 때 감염률이 높아지고34 재원 기간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Zusman 등29과 Tatucu-Babet

길어지고 기계적환기 기간을 늘리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5

30
등 의 메타 분석 연구들에 따르면 예측 방정식의 부정확도를

예측 방정식으로 요구량을 산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5

60% 정도까지 보며 예측 방정식으로 요구량을 산정하는 것을

년 Doig 등35의 연구에서 ‘hypocaloric nutrition’으로 진행하였

권고하지 않았다. 또한 중환자에서 현재 체중이 실제 체중을

을 때 사망률이 더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isocaloric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방정식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nutrition’으로 요구량에 도달하여 공급하는 것이 감염률에는

31

36

꼽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Stapel 등 의 연구에서는 VCO2로

불리하다는 연구 도 있었다. 따라서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요구량을 산정하는 것도 제시하였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지침 에서 예측 방정식으로 요구량을 산정했을 때에는 1주간

32
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hypocaloric nutrition’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

2013년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SCCM/ASPEN 중환자 영양

게 간접열량계를 사용한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요구량 산정

지침 발표에는 없는 내용으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다른 영양

방법에 따라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하고 다르게 권고하고 있다.

지침에서도 어느 수준으로 권고할지 지켜볼 내용이다. SCCM/

요구량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8

5

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간접열량계를 권고하며 간

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

접열량계 활용이 어려울 경우 체중 기반 예측 방정식을 사용하

침 과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 동일하게 권고하

7

5

8

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CPGs 2018 리뷰 에서는 간접열량

고 있는 점은, 급성기일때는 산정 방법에 관계없이 목표량을

계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오히려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맞춰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계적환기 기간을 늘리는 경향이 관찰되어 아직까지 간접열

6
2015 CPGs 에서는 ‘hypocaloric nutrition’에 대한 개념을 조

량계를 권고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

6
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2015 CPGs 에서는 ‘hypocaloric nu-

럼 간접열량계를 통한 요구량 산정은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으

trition’를 요구량의 40%∼70%로 적게 공급하되, 단백질 공급

5,8

나, 앞선 두 개의 영양 지침 에서 이 방법을 가장 권고하였던

34

은 1.1∼1.5 g/kg/d로 맞추어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전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Current Guidelines on Clinical Nutrition in Intensive Care Units Based on ESPEN 2018

2013 CPGs에서는 이러한 ‘hypocaloric nutrition’에 대한 연구

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에게서 면역조절제제를 권고하는

가 있지만 권고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

입장이었다.

37

다. 하지만 2015년 Arabi 등 은 에너지는 적게 주더라도 단백
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계적환기

3) 외상과 화상

기간을 감축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외상과 화상 환자에

탕으로 메타 분석 결과도 에너지는 적게 공급하되 단백질을 충

있어서도 가능한 빠른 장관영양 공급과 특히 충분한 단백질 공

분히 공급하는 것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계적환기 기간을

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

감축시킨다는 결론을 내려 ‘hypocaloric nutrition’을 영양불량

서는 면역조절제제를 권고하였으나 2018 ESPEN 중환자 영양

6

진행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침5에서는 외상과 화상 환자들에게 글루타민 공급만을 권고

7
이후 CPGs 2018 리뷰 에서도 이러한 CPGs에서의 ‘hypo-

40
하였다. 이전 연구인 Houdijk 등 의 연구 추가로 2014년 van

caloric nutrition’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계적환

Zanten 등41의 연구를 근거로 외상 환자들에게는 글루타민 추

기 기간을 감축시킨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또

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외상과 화상 이외의 환자들에게는 일상

5

38

3

한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Deutz 등 의 연구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CCM/ASPEN

를 소개하며 영양불량 환자일수록 단백질 공급이 충분해야 함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아르지닌과 생선유가 첨가된 면역조

을 언급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는 별개로 단백질을 얼마나 공

절제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5

42

급하여야 하는지 각각 고려해야겠다.

4) 비만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5에서는 비만 환자들에서는

6. 중환자에서 질환별 환자 상태별 영양 치료 지침
1) 패혈증

간접열량계를 사용하여 공급하거나 요질소 손실 측정이나 근
5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패혈증 환자에게서

육량 측정을 통해 권고된 만큼의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안정하다면 빨리 장관영양을 시작하는

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조정 체중

39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4년 Elke 등 은 패혈증 환자에게서 충

을 통해 조정 체중의 1.3 g/kg/d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계적환기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8에서는 간접열량계를 권유

기간을 줄인다고 발표하는 등 패혈증 환자에게 빠른 영양 공급

하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체질량지수가 30∼50 kg/m 인 환

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

자는 11∼14 kcal/actual body weight/d, 체질량지수 50 kg/m

침3에서는 경증 패혈증일 경우 면역조절제제가 권고되었으나

이상인 환자는 22∼25 kcal/ideal body weight/d로 계산하도록

중증 패혈증인 경우에는 면역조절제제가 권고되지 않았다. 하

권고하였다.2 단백질 요구량은 30∼40 kg/m2인 환자는 2.0

5
지만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면역조절제제 권

2
g/ideal body weight/d, 체질량지수 40 kg/m 이상인 환자는 2.5

고 수준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SCCM/ASPEN

g/ideal body weight/d를 제공하도록 하였다.43,44

2

2

중환자 영양 지침8에서는 모순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패혈증 환자에게서 면역조절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결

론

않고 있다.
이 종설은 2018년 새로 발표된 ESPEN 중환자 영양치료 지

2) 식도, 복부 수술 후 환자

침을 바탕으로, 이전 영양치료 지침과 달라진 점과 새롭게 제
5

수술 이후 환자에게서도 2018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

시된 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SCCM/ASPEN 중환자 영양

서는 가능한 빠른 장관영양 공급을 권고하였다. 수술 부위 누

지침, CPGs 2018 리뷰와 비교하여 최근 영양치료 지침을 정리

출이나 누관이 있을 경우 그 부위와 떨어져 장관영양 공급을

해 보았다. 중환자 영양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연구가

하는 것을 정맥영양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우선시하여 권고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임

3

였다. 이전 E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상부 소화기관 수

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진료 지침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있다. 새

술의 경우 면역조절제제를 권고하였으나 2018 ESPEN 중환자

로운 지침에서는 환자의 영양상태를 나타내고 영양 요구량을

5

영양 지침 에서는 해당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에
8

대해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에서는 수술 후 외과 중
Volume 11, Number 2, December 2019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과 지표들이 제시되어 더 정확하게 환자
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영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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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침에 대한 방향이 다소 일괄적인 지침이었다면 최근의
영양 지침에서는 개개인의 영양상태나 질환에 따라 다른 영양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중환자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치료의 효과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
다. 또한 아직도 상반된 연구 결과가 밝혀지며 논의가 지속되
고 있는 부분도 많다. 앞으로 질 좋은 연구들을 통해 근거 중심
의 영양치료 지침이 발표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영양치
료의 동향을 숙지하며 환자에게 맞는 영양치료를 하도록 꾸준
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0. Wischmeyer PE. Tailoring nutrition therapy to illness and
recovery. Critical Care 2017;21(3):15-25.
11. Detsky AS, Baker JP, Mendelson RA, Wolman SL, Wesson DE,
Jeejeebhoy KN. Evaluating the accuracy of nutrition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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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1984;8(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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