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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영양집중지원팀에서 진료과 참여 확대에 따른 정맥영양 자문
순응도 및 영양상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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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alnutrition in hospitalized children has an impact on growth, morbidity, and mortality.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ation
of pediatric nutrition support team (PNST) has been suggested. On April 2017, in Severance Hospital, more PNST physician’s
departments participated in PNST, and a PNST physician assigning system was changed to be the same departments with the
attending physician and PNST physician. This study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liance and clinical outcomes
after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NST physician’s department.
Methods: Pediatric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a PNST consultan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unmatched group (different
departments with the attending physician and PNST physician [154 patients, 233 consultations from May 2016 to October 2016]),
and a matched group (same departments with the attending physician and PNST physician [169 patients, 302 consultations from
May 2017 to October 2017]). The PNST compliance and clinical outcomes, such as the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and protein
ratio, % ideal body weight (%IBW), serum total protein, and serum albumin, i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The compli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tched group than the unmatched group (63.4% vs. 47.3%, P=0.005).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and protein ratio, and %IBW in the matched
group tended to increase. The serum total protein (0.7±0.7 g/dL vs. –0.4±1.3 g/dL, P=0.004) and serum albumin (0.5±0.5 g/dL
vs. –0.1±0.6 g/dL, P=0.00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tched group.
Conclusion: After expanding the physician’s departments in PNST, the compli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tched group
and the clinical outcomes tended to better. The physician assigning system to be matched with the departments between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PNST physician may help increase the compliance of NST consultations, resulting in an improvement
of the patient’s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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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양불량은 소아 입원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소아 입원 환자의 12%∼24%가 영양불량으로 보고된
1-3

바 있다.

입원 환자는 질환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검사

등의 이유로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영양 요구량과 섭취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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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불량이

PNST에 의뢰된 날짜에 회신의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사망 및 이환율 증가, 재원기간 증가, 정맥영양(parenteral nu-

2017년 4월부터 PNST 활성화 및 PNST 자문 순응도를 높이

trition, PN) 기간 증가 및 병원성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

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 PNST 회신을 담

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지면서 환자 영양상태 개선 및 효율적

당하는 진료과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둘째, 의뢰과와 회신의 진

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에 빠지기 쉽다.

6-10

인 영양지원을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료과가 일치하도록 회신의 선정 방식을 변경하였다. 첫 번째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통한 영양

방법을 도입하여 앞서 언급한 5개과 이외에 의뢰 빈도가 높았

지원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입원 환자의 영양집중

던 소아외과,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총 7개 진료과로 확대되었으며, 회신의 또한 5명에서 21명으로

2014-126호에 의한 집중영양치료료 보험수가를 신설하였다.

그 구성원을 확대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진료과별로 요일을

주치의가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불량 위험이 있다고 판

배정하여 정해진 요일에 맞춰 PNST에 환자를 의뢰하도록 하

단된 환자를 NST에 의뢰하면 NST는 영양평가 및 영양지원

여 의뢰과와 회신의 진료과를 일치시켰다. 이로 인해 PNST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NST 구성원은 소정의 자격을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뢰과의 영양에 대한 관심을 증

갖춘 4개 직종(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으로 이루어져 있으

대시켜 의뢰과 의사와 PNST의 견해 차이를 좁혀 자문 순응도

11

며 네 직군 모두 회신서를 작성해야 한다.

를 높이고자 하였다.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신체 조직 유지뿐만 아니라 성장을

이에 본 연구에서는 PNST에서 회신의 진료과 참여 확대 및

위해서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며, 급격한 성장을 하는 소아

의뢰과와 회신의 일치 여부가 자문 순응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는 기초대사율이 높고 동화 작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에너지 부

과 소아 환자의 영양지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12,13

족에 더욱 민감하다.

이런 이유로 입원한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 소아 영양과 관련 있는 여러 직

대상 및 방법

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아영양집중지원팀(pediatric nu2,14

trition support team, PNST)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NST 활동을 통한 영양불량 환자의 치료를 극대화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ST 자문에 대한 순응도
15-17

1. 연구대상 및 기간
1) 선정기준
세브란스병원에 입실하여 PNST에 영양자문을 받은 소아 환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료과 참여 확대가 이루어

ICU) 재원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 공급량의

진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고자 한달 정도 시범

증량이나 감량이 요구되는 비율은 56.7%로 이는 자문 당시

운영 후 안정된 시점인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56.7%가 영양불균형 상태에 있었음이 시사되지만 NST 자문

까지 6개월 동안 자문을 진행한 소아 환자 중 의뢰과와 회신의

가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

15

16

순응은 53.8%로 낮았으며, Kwon 등 의 연구에서도 NST 자

진료과가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군으로, 그 전 해인 2016년 5월

문 순응군의 비율이 자문 비순응군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자문을 진행한 소

2016년 NST 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NST 회신 후 경장영양

아 환자 중 의뢰과와 회신의 진료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enteral nutrition, EN) 혹은 PN 처방에 반영되는 비율이 75%

불일치군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인 병원이 총 67개 병원 중 17개(25.4%)였으며, 25% 미만
이 23개(34.4%)로 가장 많았다.17 NST 자문이 반영되지 않은

2) 제외기준

주된 이유로 NST와 의뢰과 의사의 견해 차이가 56.1%로 가장

신생아과 재원 환자의 경우 PNST 진료과 참여 확대 이전에

높았으며 이후 자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과 의사와

도 회신의 진료과가 신생아과로 일치하여 제외하였다. PN에

지속적인 논의 및 NST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대한 자문이 없는 환자, PNST에 영양자문 의뢰 이후 1주일 이

17

하다고 제언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입원한 소아 환자의 영
양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아소화기영양과,

내에 퇴원한 환자, 영양상태 관찰 기간 중 사망한 환자, 전자의
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조회가 불가능
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신생아과, 소아혈액종양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과 총 5개 진
료과 전문의 5명을 회신의로 구성하여 PNST의 운영을 시작하
였다. 진료과 참여 확대 이전에는 회신의 진료과와 관계없이
Volume 11, Number 2,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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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양 자문 내용을 유지, 증량, 감량, 제제변경, 기타로 분류하였

1) Pediatric nutrition support team 의뢰 건별 분석

다. 현재 공급량을 유지하라는 내용은 “유지”로, 영양 공급량

(1) 진료과 확대 전후 PNST 건별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일

변경이 요구되는 자문 내용은 “증량”과 “감량”으로, 적절한 영

치율 분석: 진료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진 2017년 4월을 기준으

양 공급 제제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제변경”으로, 그

로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2017년 5

외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증량의 경우 PN 추천을 포함하였

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PNST에 의뢰된

으며, 감량의 경우 PN 중단을 포함하였다.

자문 회신 건수 중 신생아과를 제외한 의뢰과와 회신의 진료과
가 일치한 비율을 비교했다.

2) 진료과 일치 여부에 따른 자문 순응도 비교 분석

(2) 진료과 일치 여부에 따른 PNST 자문 내용 분석: PN에

일치군, 불일치군별로 분석한 자문 내용에 대한 순응 여부를

대한 자문이 없는 환자, PNST에 영양자문 의뢰 이후 1주일 이

조사하였다. 이 때, “순응”은 PNST 자문 회신 내용에 따라 영

내 퇴원한 환자 및 영양상태 관찰 기간 중 사망한 환자를 제외

양지원을 수행한 경우로 규정한다. 자문 내용이 “유지”인 경우

하고, 일치군과 불일치군의 PNST 의뢰 건별로 회신에 대한 영

는 영양공급 상태가 양호하여 약사의 PN 중재가 불필요한 경

Fig. 1. Algorithm of subjects’ selection. PNST = pediatric nutrition
support team; N = the number of
PNST consultation; n = the number
of pediatric patient; PN = parenter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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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거나 PN 공급을 지속하면서 추후 환자의 상태 호전 또는

독립 표본 t-test,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Mann–Whitney

악화 시 섭취량 변화에 따라 PN을 증량 또는 감량 조절하여 순

test로 비교하였다. 그 외 범주형 변수인 대상 환자의 성별, 인

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제외하였다.

공호흡기 적용여부, 투석여부, 자문 의뢰과, ICU 입실여부, 영
양상태 평가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3) 진료과 일치 여부에 따른 영양지원 효과 분석

결과값은 정규성을 만족할 경우 평균±표준편차로, 정규성을

일치군과 불일치군에서 순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의

만족하지 않을 경우 중위수(범위)로 표시하고, 범주형 변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영양자문 의

빈도(%)로 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뢰 2건 미만인 환자, EMR상의 누락으로 인해 영양 공급량을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고 P값이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양 변화 상태 평가가 불가능한 환자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

를 제외하였으며(Fig. 1), 다음 항목을 비교하였다.

하였다.

(1) 환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환자의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표준체중비율(% ideal

4. 연구대상자 보호

body weight, %IBW), 인공호흡기 적용여부, 투석여부, 재원일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행된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

수, ICU 입실여부, 자문 의뢰과, 자문 건수 및 PNST 첫 자문

로,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4-

의뢰 당시의 환자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의 영양

2018-0889)하에 시행되었다.

상태 판정은 PNST 자문 의뢰 당시의 신장별, 체중별 Z-Scor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2) 영양학적 개선 효과: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열량
공급률(%), 단백질 공급률(%), %IBW를 확인하고 그 변화량

1. Pediatric nutrition support team 건별 분석

을 분석하였다. 변화량은 마지막 자문 의뢰일의 수치에서 첫

1) PNST 의뢰 건별 분석

자문 의뢰일의 수치를 뺀 값으로 하였다. 이때, 열량 공급률

(1) 진료과 확대 전후 PNST 건별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일

(%)은 “(열량 공급량/열량 요구량)×100”으로 규정하였고, 단

치 비율 분석: 진료과 참여 확대 이전 6개월(2016년 5월∼2016

백질 공급률(%)은 “(단백질 공급량/단백질 요구량)×100”으

년 10월) 동안 PNST에 의뢰된 자문 중 신생아과를 제외한 의

로 규정하였다. 1일 열량 요구량은 Schofield (WH) 식을 기준

뢰과-회신의 진료과 일치율은 29.9% (760건/2,541건), 진료과

으로 각 환자의 질병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기초에너지소비량

참여 확대 이후 6개월(2017년 5월∼2017년 10월) 동안 PNST

(basal energy expenditure)의 130%∼150%로 계산하였으며,

에 의뢰된 자문 중 신생아과를 제외한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단백질 요구량은 열량 요구량의 10%∼15%로 계산하였다.

일치율은 78.8% (1,365건/1,733건)로 29.9%에서 78.8%로 증

생화학적 검사로는 serum total protein, serum albumin 값
을 확인하고 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변화량은 마지막 자문

가하였다(Table 1).
(2) PNST 건별 자문 내용 분석: PNST 건수는 일치군에서

의뢰 후 48시간 시점의 수치에서 첫 자문 의뢰일의 수치를 뺀
값으로 한다. 마지막 자문 의뢰 후 48시간 시점의 수치가 없을
경우 48시간 이후부터 일주일 이내 수치 중에서 48시간에 가장
가까운 수치로 한다.
열량 공급률(%)=
단백질 공급률(%)=

열량 공급량(kcal/d)
열량 요구량(kcal/d)

×100

단백질 공급량(kcal/d)
×100
단백질 요구량(kcal/d)

3. 통계분석
연속형 변수인 대상 환자의 나이, 신장, 체중, BMI, %IBW,
재원일수 및 열량 공급률, 단백질 공급률, serum total protein,
serum albumin의 변화량, 자문 건수는 정규성을 만족할 경우
Volume 11, Number 2, December 2019

Table 1. Analysis matched department rate with attending physician
and PNST physician
Duration
Before
After

Matched
consultations
760 (29.9)
1,365 (78.8)

Unmatched
consultations
1,781 (70.1)
368 (21.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atched consultations, attending physician’s and PNST physician’s
departments are matched; Unmatched consultations, attending
physician’s and PNST physician’s departments are unmatched.
PNST = pediatric nutrition support team; Before = before
expanding physician’s departments in PNST (2016.05.01∼
2016.10.31); After = after expanding physician’s departments
in PNST (2017.05.01∼2017.10.31).

45

Hae Won Lee, et al.

302건, 불일치군에서 233건이었다(Table 2). PNST 회신에 대

목에서 순응한 건수가 더 많았으며, 불일치군에서는 감량 자문

한 자문 내용 분석 결과 “유지”는 일치군에서 149건(49.3%),

에 대해서만 순응 비율이 높았으나 나머지 자문 내용에서는 비

불일치군에서 85건(36.5%)이었으며, “증량”은 일치군 65건

순응한 건수가 더 많거나 같았다(Table 3).

(21.5%)과 불일치군 74건(31.8%), “감량”은 각각 61건
(20.2%)과 54건(23.2%), “제제변경”이 각각 25건(8.3%)과 18
건(7.7%), “기타”는 모두 2건(각각 0.7%, 0.9%)이었다.

3. 일치군별 영양지원 효과분석
1) 환자의 일반적 특성

영양자문 내용 이외에 “기타”로 분류된 각 2건은 다음과 같

대상환자의 신장의 중위수(범위)는 일치군과 불일치군에서

다. 일치군에서는 1 bag 이상 투여중이므로 사용 편리성과 비

각각 84.4 cm (45.5∼153.0 cm), 115.0 cm (56.0∼173.1 cm),

용 경제성을 위해 유사한 조성을 가진 부피가 더 큰 총정맥영

체중은 각각 9.0 kg (1.6∼36.5 kg), 22.0 kg (4.1∼70.6 kg)로

양(total parenteral nutriton, TPN) 제형 1 bag으로 변경을 권

나타나 불일치군에서 더 큰 값을 가져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고한 경우와 침전 발생 예방을 위해 calcium과 phosphorous

(P=0.025, P=0.021)가 있었으나, 나이(P=0.087), BMI (P=

비율 조절을 권유한 경우였다. 불일치군에서는 비단백질영양

0.081) 및 %IBW (P=0.132)와 같은 다른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소의 공급을 증량하여 TPN 조성 비율의 조절을 권고한 경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문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와 실제 TPN 공급속도가 처방속도와 일치하도록 속도 준수를

일치군과 불일치군 각각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는 12명

권고한 경우였다.

(63.2%), 9명(52.9%)이었고(P=0.332), 지속적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적용 여부는

2.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일치 여부에 따른 순응도

2명(10.5%), 0명(0%)이었다(P=0.169). 대상환자의 PNST 자

자문내용이 “유지”인 경우를 제외한 PNST 건수는 일치군에

문 의뢰과는 일치군에서 소아심장과(5명), 소아혈액종양과(4

서 153건, 불일치군에서 148건이었다. 일치군에서는 153건 중

명), 소아소화기영양과(3명),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3명), 소

97건이 자문내용을 순응하였으며(63.4%), 불일치군에서는

아외과(3명), 소아신경과(1명) 순으로 소아심장과가 가장 많

148건 중 70건(47.3%)이 순응하여 일치군에서의 순응도가 유

았으며, 불일치군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7명), 소아호흡기알

의하게 높았다(P=0.005). 중재 내용별 순응도 분석을 살펴보

레르기과(4명), 소아소화기영양과(3명), 소아신경과(1명), 소

면 일치군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증량, 감량, 제제변경 자문 항

아외과(1명), 소아심장과(1명) 순으로 소아혈액종양과가 가장
많았다(Table 4). 재원일수는 일치군에서 46.0일(21∼397일),
불일치군에서 59.0일(21∼574일)이었으며 ICU 입실여부는

Table 2. Nutritional consultation answer

일치군에서 10명(52.6%), 불일치군에서 8명(47.1%)으로 두

Nutritional
consultation
answer

Matched
group
(n=302)

Unmatched
group
(n=233)

Total
(n=535)

군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76, P=0.738). 자문건

Maintenance
Increase (start)
Decrease (stop)
Formula change
Etc.

149 (49.3)
65 (21.5)
61 (20.2)
25 (8.3)
2 (0.7)

85 (36.5)
74 (31.8)
54 (23.2)
18 (7.7)
2 (0.9)

234 (43.7)
139 (26.0)
115 (21.5)
43 (8.0)
4 (0.7)

일치군에서 더 많았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수는 일치군에서 2.8±2.1건, 불일치군에서 3.4±1.8건으로 불
(P=0.519). 첫 자문 의뢰 시점의 환자의 영양상태는 중등도에
서 중증의 영양불량을 보이는 비율이 일치군이 불일치군보다
높았고, 경증 및 영양불량을 나타내지 않는 비율은 일치군이
더 낮았으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27)

Table 3. Compliance according to nutritional consultation answer
Compliance
Comment
Increase (start)
Decrease (stop)
Formula change
Etc.

Matched group (n=153)

Unmatched group (n=148)

Compliance

Non-compliance

Compliance

Non-compliance

97 (63.4)
34 (22.2)
48 (31.4)
14 (9.2)
1 (0.7)

56 (36.6)
31 (20.3)
13 (8.5)
11 (7.2)
1 (0.7)

70 (47.3)
29 (19.6)
33 (22.3)
7 (4.7)
1 (0.7)

78 (52.7)
45 (30.4)
21 (14.2)
11 (7.4)
1 (0.7)

P-value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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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
Age (y)
Sex
Male
Female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
Department
Pediatric Cardiology
Pediatric Hematology and Oncology
Pediatric Gastroenterology
Pediatric Pulmonology and Allergies
Pediatric Surgery
Pediatric Neurology
Mechanical ventilati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Length of hospital stay (d)
Admitted intensive care unit
Nutritional assessment
No malnutrition
Mild malnutrition
Moderate malnutrition
Severe malnutrition
Number of consultation

Matched group (n=19)
2 (0∼17)
11 (57.9)
8 (42.1)
84.4 (45.5∼153.0)
9.0 (1.6∼36.5)
14.0±3.1
86.2±21.0
5 (26.3)
4 (21.1)
3 (15.8)
3 (15.8)
3 (15.8)
1 (5.3)
12 (63.2)
2 (10.5)
46.0 (21∼397)
10 (52.6)
3 (15.8)
2 (10.5)
8 (42.1)
6 (31.6)
2.8±2.1

Unmatched group (n=17)
6 (0∼17)
12 (70.6)
5 (29.4)
115.0 (56.0∼173.1)
22.0 (4.1∼70.6)
16.1±4.1
97.4±22.4
1 (5.9)
7 (41.2)
3 (17.6)
4 (23.5)
1 (5.9)
1 (5.9)
9 (52.9)
0
59.0 (21∼574)
8 (47.1)
7 (41.2)
2 (11.8)
4 (23.5)
4 (23.5)
3.4±1.8

P-value
0.087
0.429

0.025
0.021
0.081
0.132

0.332
0.169
0.876
0.738
0.127

0.519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37.0%∼203.0%)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94). %IBW는 첫 자문 의뢰시점에서 일치군에서 86.3±

2) 영양학적 개선 효과

21.0%, 불일치군에서 97.4±22.3%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 영양공급률 변화량 및 표준체중비율의 변화: 열량 공급

(P=0.132), 마지막 의뢰 시점에서 87.1±18.5%, 97.9±25.1%

률 변화량은 일치군에서 14.0% (–79.0%∼80.0%), 불일치군에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50) (Table 5).

서 5.0% (–18.0%∼70.0%)로 증가하였고(P=0.531), 단백질

(2) 생화학적 검사: Total protein 변화량은 일치군에서는

공급률 변화량은 일치군에서 22.0% (–185.3%∼140.0%), 불

0.7±0.7 g/dL로 양의 값을, 불일치군에서는 –0.4±1.3 g/dL로

일치군에서 4.0% (–30.0%∼120.1%) (P=0.315)로 증가하였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으나 열량 및 단백질 공급률 변화량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었다(P=0.004). Albumin 변화량도 일치군에서 0.5±0.5 g/dL

는 없었다. %IBW의 변화는 일치군에서 0.8±10.6%, 불일치군

로 양의 값, 불일치군에서 –0.1±0.6 g/dL로 음의 값을 나타냈

에서 0.5±12.1%로 증가하였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으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PNST 첫 자

었다(P=0.922).

문 의뢰 시점에서의 total protein은 일치군에서 5.1±1.0 g/dL,

PNST 첫 자문 의뢰 시점에서 열량 공급률은 일치군

불일치군에서 6.2±0.9 g/dL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56.3±31.1%, 불일치군에서 60.8±23.4%로 두 군간의 유의한

으며(P=0.001) 마지막 자문 의뢰 후 48시간 시점에서는 각각

차이가 없었으며(P=0.626), 마지막 자문 시점에서는 각각

5.8±0.9 g/dL, 5.8±1.0 g/dL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65.0% (29.0%∼144.0%), 71.0% (36.0%∼132.0%)로 두 군간

다(P=0.910). 첫 자문 의뢰시점에서의 Albumin은 일치군에서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54). 단백질 공급률은 첫 자문

3.1±0.5 g/dL, 불일치군에서 3.7±0.5 g/dL로 두 군간의 유의

의뢰 시점에서 각각 57.0% (0.0%∼218.0%), 58.0% (0.0%∼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4) 마지막 자문 의뢰 후 48시간 시

137.0%)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778), 마지

점에서는 각각 3.6±0.5 g/dL, 3.5±0.6 g/dL로 두 군간 유의한

막 자문 시점에서는 각각 75.0% (27.0%∼161.1%), 67.0%

차이가 없었다(P=0.703)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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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tional status
Nutritional status

Matched group (n=19)

Unmatched group (n=17)

P-value

14.0 (–79.0∼80.0)
56.3±31.1
65.0 (29.0∼144.0)

5.0 (–18.0∼70.0)
60.8±23.4
71.0 (36.0∼132.0)

0.531
0.626
0.754

22.0 (–185.3∼140.0)
57.0 (0.0∼218.0)
75.0 (27.0∼161.1)

4.0 (–30.0∼120.1)
58.0 (0.0∼137.0)
67.0 (37.0∼203.0)

0.315
0.778
0.594

0.8±10.6
86.3±21.0
87.1±18.5

0.5±12.1
97.4±22.3
97.9±25.1

0.922
0.132
0.150

0.7±0.7
5.1±1.0
5.8±0.9

–0.4±1.3
6.2±0.9
5.8±1.0

0.004
0.001
0.910

0.5±0.5
3.1±0.5
3.6±0.5

–0.1±0.6
3.7±0.5
3.5±0.6

0.003
0.004
0.703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
a
Variation
b
Before
Afterc
Total delivered/required protein ratio (%)
a
Variation
b
Before
c
After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
Variationa
b
Before
c
After
Total protein (g/dL)
Variationa
b
Before
d
After
Albumin (g/dL)
a
Variation
b
Before
d
After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mean±standard deviation.
b
c
d
Variation = (data of last parenteral nutrition [PN] day)–(data of first PN day); Before = data of first PN day; After = data of last PN day; After
= data of (last PN day+48 hours).
a

고

＜0.02), 영양학적 목표 달성(P＜0.001) 및 positive nitrogen

찰

balance (P＜0.001)가 NST군에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NST 자문 순응도의 향상이 영양학적 개선과 관련
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순응도를 높이고자 2017
년 4월부터 PNST에서 진료과 참여 확대 및 의뢰과-회신의 진
료과 일치에 따른 정맥영양 자문 순응도 및 영양상태 개선 효

이러한 연구를 통해 NST 활동이 환자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킨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보고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NST 자문 순응도는 높지
15-17

않았다.

자문 순응도에 따른 영양상태 개선 효과를 비교한

15

16
Park 등 의 연구와 Kown 등 의 연구에서 NST 자문 순응도

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진행되었다.
입원 환자는 재원기간 동안 영양불량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

의 향상은 영양 공급률이나 생화학적 검사 수치의 영양학적 개

으며, 영양이 불량한 환자들은 이환율, 사망률, 재원기간 및 병

선을 나타내었으나, NST 회신에 대한 의료진의 NST 자문 순

6-8

특히 소아 영양불량은 조직 기능

응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Cho 등17이 시행한

의 악화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근육 기능 저하, 호흡기 및 심

NST 활동현황조사에 따르면 NST 회신 후 EN 혹은 PN이 반

원비 증가와 연관이 있다.

3,12

혈관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

영되는 비율은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으며 병원에 따라

유로 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NST 자문 내용이 반

기 위해서 체계적인 소아 영양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

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NST와 주치의의 견해 차이

2,8,14

(56.1%), 환자상태의 변화(악화/호전, 인공호흡기 제거, 전원

다.

소아와 성인의 NST 활동 효과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
18

등) (34.8%), 기타(9.1%) 순으로 NST와 주치의의 견해 차이

보면, Kim과 Lee 가 내과 ICU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NST

가 절반 이상의 큰 원인을 차지했다.17 2016년 Kim 등20이 ICU

효과 분석연구에서 NST를 시행한 군이 NST를 시행하지 않은

NST 회신에 대한 의료진의 순응도 조사에서는 NST 회신에

군에 비해 병원 재원일수 감소(25.66일 vs. 38.40일, t=7.679,

따르지 않았던 53건 중 환자상태의 악화나 호전으로 인한 변화

P=0.021) 및 ICU 재실 일수 감소(12.96일 vs. 20.76일,

가 원인이었던 사례가 44건(83.0%), NST와 주치의의 견해 차

19

t=2.747, P=0.007)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raeger 등 의

17
이에 의한 사례가 9건(17.0%)으로 보고되었다. Cho 등 의 연

연구에서는 대사 합병증 발생률이 NST군에서 더 낮았고(P

구에서는 71개 병원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였으며,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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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NST 회신을 따르지 않은 군의 의무기록을 다시 분

total protein은 일치군에서 5.1±1.0 g/dL, 불일치군에서

석하고 회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치의 처방이

6.2±0.9 g/dL로 일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P=0.001) to-

NST 회신 내용과 다른 이유를 판단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한

tal protein 변화는 불일치군(–0.4±1.3 g/dL)에서는 감소한 반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

면, 일치군에서 오히려 증가(0.7±0.7 g/dL)하였고 통계적으로

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

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영양학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태 파악 및 주치의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

있었다(P=0.004). 첫 자문 의뢰시 albumin도 일치군에서

다.

3.1±0.5 g/dL로 불일치군(3.7±0.5 g/dL)보다 유의하게 낮았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17년 4월부터 PNST의 진료과 및

으나 albumin 변화량은 일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NST 참여 의사 구성원을 확대시켰으며, PNST에 의뢰된 환

(0.5±0.5 g/dL vs. –0.1±0.6 g/dL, P=0.003). Albumin은 반감

자의 의뢰과와 회신의 진료과가 일치하도록 하였다. 진료과 참

기가 14∼20일로 단기간의 단백 섭취 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한

여 확대 전후를 비교한 결과 2017년 4월 이전 의뢰과-회신의

계가 있으나 영양결핍과 단백 결핍의 진단에 있어 유용한 지표

진료과 일치율 29.9%에서 2017년 4월 이후 일치율 78.8%로 현

로 이용되고 있어, 영양학적 개선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

저하게 증가하였다. 불일치했던 경우는 응급하게 PNST에 의

다.

뢰된 환자이거나 PNST 구성원 중 해당 진료과가 없는 환자인

응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albumin 제제를 투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한 환자의 경우 albumin 제제 투여 직전의 수치로 평가하였

26,27

Serum albumin 수치는 albumin 제제 투여에 급격히 반

본 연구에서 영양공급상태가 적절하여 약사의 PN 중재가 불

다. 첫 자문 의뢰일 시점부터 마지막 자문 의뢰 이후 48시간 시

필요했던 자문 내용인 “유지”를 제외한 PNST 건별 자문 내용

점까지의 기간 동안 albumin을 한번이라도 투여하였던 환자는

순응도를 비교한 결과,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일치군이 순응도

일치군에서 8명, 불일치군에서 7명이며, 이 중 첫 자문의뢰일

63.4%로 불일치군 47.3%보다 높았으며 두 군간의 유의한 차

시점과 마지막 자문 의뢰 후 48시간 시점에서 albumin이 투여

이가 있었다(P=0.005). 이는 의뢰과와 회신의 진료과를 일치

된 환자는 일치군에서 3명, 불일치군에서 3명으로 조사되어 두

시킴으로써 주치의의 PNST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군간 차이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PNST 구성원의 환자상태 이해도가 용이해짐에 따라 자문 회

Prealbumin의 경우 반감기가 2∼4일로 짧고 혈중 교체속도가

신 내용에 따른 순응도가 향상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빨라 단백 결핍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 열량 섭취 장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뢰과-회신의 진료과 일치 여부에 따른

애와 영양지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26,28 본

영양상태 개선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환자의 일반

원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상태

적인 특성에서 나이(P=0.087)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평가지표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었으나, 신장(P=0.025), 체중(P=0.021)은 두 군간에 유의한

본 연구는 대상 환자수가 적으며 환자의 기저 질환에 따른 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신장 대비 체중 지수인 BMI (P=0.081)

향, 후향적 연구로 결측값 발생 및 albumin 제제 투여로 인한

와 %IBW (P=0.132)는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신장,

serum albumin 수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

체중의 유의한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지만 일치군에서 total protein, albumin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

으로 여겨진다. 또한 첫 의뢰시점의 영양상태 평가는 두 군간

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

유의하지 않았다(P=0.127).

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NST팀에서도 의뢰과와 회신

다양한 영양평가 지표 중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명확한 지표

의 진료과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향후 이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환자의 영양상태를

러한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자문 회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가 아닌 키, 체중 변화, 생화학적

경우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검사결과, 환자의 임상상태, 식사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23

본 연구에서 영양상태 개선 효과

29
Mo 등 은 NST 서비스 변화가 ICU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

확인을 위한 영양 관련 지표로 total protein, serum albumin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주치의가 참여한 회진 주기를 주 1

조사하였다. 단백질은 상처치유와 면역기능 유지에 관여하며

회에서 주 2회로 증가시키고 회진결과를 병원 NST 프로그램

영양부족 상태에서는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켜 혈중 단

EMR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격월로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NST

백질 농도가 감소하므로 단백질 수치는 영양 부족 상태를 파악

관련 교육자에 약사, 영양사 이외에도 의사를 포함시켜 정기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25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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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문 의뢰시점에서

적, 비정기적 교육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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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원기간, ICU 재실기간, PN 및 EN 기간이 감소하는 경향

6. Correia MI, Waitzberg DL. The impact of malnutrition on

을 보였고 재원기간 동안 금식기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morbidity, mortality, length of hospital stay and costs evaluated

하였다(P=0.002).29 NST 자문 시 주치의가 NST 업무에 참여
하도록 하는 병원 차원의 장려 정책과 팀원 교육을 통한 NST

through a multivariate model analysis. Clin Nutr 2003;22(3):
235-9.
7. Schneider SM, Veyres P, Pivot X, Soummer AM, Jambou P, Filippi

질을 향상시킨다면 향후 자문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J, et al. Malnutrition is an independent factor associated with

기대된다.

nosocomial infections. Br J Nutr 2004;92(1):105-11.

결

론

8. Dempsey DT, Mullen JL, Buzby GP. The link between
nutritional status and clinical outcome: can nutritional
intervention modify it? Am J Clin Nutr 1988;47(2 Suppl):352-6.
9. Lee JS, Kang JE, Park SH, Jin HK, Jang SM, Kim SA, et al.

영양치료가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Nutrition and clinical outcomes of nutrition support in

NST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NST

multidisciplinary team for critically ill patients. Nutr Clin Pract

자문 순응도를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낮은 자문 순응도
를 높이기 위해 PNST에서 임상과 참여를 확대시키고 의뢰과회신의 진료과가 일치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
상과 참여 확대 전후 PN 자문 순응도와 영양상태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뢰과-회신의 진료과가 일치하는 군에서 자

2018;33(5):633-9.
10. Nehme AE. Nutritional support of the hospitalized patient. The
team concept. JAMA 1980;243(19):1906-8.
11. Park YH, Park SJ.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nutirition support
team. Korean J Gastroenterol 2015;65(6):342-5.
12. Koletzko B, Goulet O, Hunt J, Krohn K, Shamir R; Parenteral
Nutrition Guidelines Working Group;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uropean Society of

문 순응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total protein, serum albu-

Paediatric

min 수치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영양학적으로 개선된

(ESPGHAN); European Society of Paediatric Research (ESPR).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주치의의 NST에 대
한 관심 증대가 자문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영양상태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NST 자문 순응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 데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추후 대규모 연
구가 필요하다.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1. Guidelines on paediatric parenteral nutrition of the European
Society of Pa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ESPGHAN) and the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 supported by the
European Society of Paediatric Research (ESPR).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5;41 Suppl 2:S1-87.
13. Kim S, Lee EH, Yang HR. Current status of nutritional support
for hospitalized children: a nationwide hospital-based survey in
South Korea. Nutr Res Pract 2018;12(3):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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