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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영양지원
오승종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

Perioperative Nutritional Support
Seung Jong Oh
Department of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Malnutrition in surgical patients is a prevalent problem. As the geriatric population gradually increases, surgeons need to be
more careful in preventing the risk of iatrogenic malnutrition. Delayed wound healing, exposure to infection, pressure sores,
gastro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and immunosuppression in malnourished patients can be prevented or diminished with active
nutritional support. Preoperative nutritional assessment and support, as well as adequate postoperative nutrition, will improve
surgical outcomes, which in turn will lead to fewer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horter hospital stays, and lower medical costs.
The success of surgery depends not only on technical surgical skills but also on metabolic interven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atient’s ability to deliver the metabolic load and provide adequate nutri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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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념은 1936년 처음 보고되었다. 영양불량은 위장관과 신장 등

론

여러 장기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약물의 대사와 배출에도 영향
입원 환자에서의 영양상태 조사에서 50% 이상의 환자가 영

을 미친다. 또한 면역력을 감소시켜 감염증의 발생을 증가시키

양불량(malnutrition)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외과 환

고 기계환기에서의 이탈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회복을 지연

자에서는 27% 정도가 영양불량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

3
시키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불량 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영양불량 환자나 수술 후 정상적인 위장

자에서는 이러한 여러 악영향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률이 2배

기능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한 대수술 환자에게는 영양지원이

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 만성소화성궤양으

필요할 수 있다.

로 수술한 환자 중 영양상태가 정상인 환자에서는 3.5%의 사

환자의 영양상태가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

망률을 보였는데 영양불량 상태인 환자에서는 사망률이 33%
5

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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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신체 손상에 대한 대사 변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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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강조된다. 적절한 영양지원은 환자의 대사적 요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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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가 제한되는 예가 많다. 또한 위장관 질환에 의해 장기간
영양불량인 환자가 많아 외과 환자에서의 영양지원의 중요성

을 활성화시켜 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Seung Jong Oh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외과 환자의 영양지원에 대해 많은 연구

Patient Generated SGA (PG-SGA), Mini Nutritional Assess-

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영양학회에서 근거중심

ment (MNA) 등이 주로 사용된다.13-15 SGA는 주로 위장관 수

의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유럽정

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영양불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맥경장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Parenteral Enteral

환자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여러 연구에서 입원기

6-8

Nutrition, ESPEN)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미국정맥경장

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Enteral Nutrition,
9

간을 예측할 수 있고, grade C인 경우 감염 관련 합병증이 증가
16,17

한다고 보고하였다.

PG-SGA는 SGA를 근거로 하여 암환

ASPEN) 가이드라인, 캐나다 영양학회(Canadian Nutrition

14
자에게 보다 특이적인 영양 평가의 도구로 1994년 Ottery 에

Society, CNS) 가이드라인10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점차

의해 개발된 도구로 SGA와 비교할 때 영양학적 증상과 가장

외과 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여

최근의 몸무게 변화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MNA는 본래 고

러 학회를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적

령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영양

절한 영양공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불량 환자의 적절한 영양 지원과 예후 향상을 위해 널리 사용

본 종설에서는 수술 전 영양평가 방법과 수술 전후 영양공급

되고 있는 도구이다.15 평가도구의 선택은 기관과 의료진의 선

및 영양지원 대한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

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영양평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참고하여 환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절
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술 전 영양평가

영양상태가 양호하거나 경도 또는 중등도의 영양불량인 환
자의 경우 영양공급을 위해 수술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

수술 전후 영양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 중증 영양불량인 환자에서는 대수술 전 7∼14일 동안 영양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영양 평가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권고된다. 수술 전 영양공급으로 영양불량 자체를 해결

하는 항목에는 과거 내과 질환 여부, 감염, 최근 입원이나 수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학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부, 최근의 체중 감소가 의도적인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한

수술 후 감염 합병증 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 또한 불충분한 에너지 섭취, 체중 감소, 근육량 감소, 피하
지방 소실, 손아귀 쥐는 힘을 측정하는 악력 테스트도 수술 전

수술 환자에서 영양불량의 결과

영양평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생화학검사 가운데 영양평가
에 흔히 사용되는 알부민의 경우 비교적 긴 반감기 때문에 급

칼로리 섭취 감소는 지방, 근육, 피부, 뼈, 내장의 손실을 초래

성 질환에서 영양평가 도구로는 쓰이기가 어렵다. 급성 질환에

하고, 이후 진행되면 체중 감소와 세포 외액 구획의 확장을 초

서는 반감기가 짧은 트렌스타이레틴(transthyretin)이 쓰이는

래한다.18 개인의 체질량이 감소함에 따라 영양 요구량이 감소

데 이 또한 염증의 정도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므로 계획된 정

하고 섭취한 음식의 비효율적인 활용과 세포 수준에서의 작업

규 수술에서는 수술 전 섭취량의 변화, 몸무게 변화, 체지방량,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조직 질량과 작업 능력은 수술이

근육량, 악력 테스트 등을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나 중증 질환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상적인 항상성

영양 선별 검사 도구에는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UST), Nutritional Risk Screening 2002 (NRS 2002)
11,12

19

반응을 방해한다.

수술 전에 이미 영양불량 상태인 환자들은 치유 과정에서 많

MUST는 5단계 선별검사로 되어 있으며 영양

20
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영양상태가 정상인 환자

상태, 체성분 비율,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들도 수술이나 외상 등의 손상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대사과정

영양불량을 선별한다. ESPEN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 영양평

에서 매우 쉽게 영양불량 상태에 처하게 된다.21 기본적으로 치

가 도구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암환자에 낮은 민

료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부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RS 2002는

불량에 빠질 수 있으며 또한 손상 과정에서 신경호르몬계의 변

ESPEN 가이드라인에서 입원 환자의 영양 선별 검사 방법으로

화로 인하여 대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과도한 대사나

제시하고 있으며, 체중 감소, 체질량지수, 음식 섭취량, 환자의

이화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손상의 정도에 비례하

나이, 기저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영양불량을 선별하는 도

여 손상이 심할수록 더욱 심한 대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구이다.

신체는 주요 장기 회복을 위해 대사적 변화를 창상의 회복보다

등이 있다.

영양평가 도구에는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SGA),

8

22

주요 장기 회복이나 보전에 우선시하게 된다. 따라서, 심한 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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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대사적 변화에 의한 영양불량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에 비해 두께가 얇고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워 접촉성 궤양을

인해 감염에 취약하고 창상 회복이 지연된다. 또한, 위장관에

발생시키는 위험도가 낮다.

박테리아가 과증식함으로써 대변을 통한 비정상적 영양손실

수술 후 경장영양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맥 영양을 고

이 일어나게 된다.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특히 우려되는 것은

려해야 한다. 경장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정맥영양을 시

수술 후 감염 위험과 상처 치유 불량이다. 영양불량은 보완물

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마다 차이가 있다. ASPEN

의 활성화와 생산 및 박테리아 식작용을 저하시키고, 중성구,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원 당시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의 경우

대식구, 림프구 등의 기능을 손상시켜 면역계 기능장애를 일으

7일 이내에는 정맥영양 공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23

킨다. 단백질이 부족한 영양불량 환자는 창상 회복 속도가 늦
24,25

30

는 영양불량 상태가 아닌 경장영양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조기

수술 전 저알부민혈증이 단독 또는 만성간염이나 심부

정맥영양 공급을 시작한 경우 감염성합병증과 사망률이 증가

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환자는 수술 후 심, 폐 등의 기관에서 기

한다고 보고한 두 개의 메타분석과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 근거

능부전이나 위장관 출혈, 원내감염을 일으킨다. 또한 중환자에

를 두고 있다.31-33 그러나 입원 전 영양불량이 있었던 환자에서

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시간과 중환자실 재원기간의 증

는 수술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직후 정맥영양 공급을 권고하

다.

26

가를 보이고 이로 인해 재원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다.

고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외과 환자의 경우 수술 전부터
정맥영양 공급을 시작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34
33
을 권고하고 있다. Casaer 등 이 유럽 지역에서 시행한 대규

수술 후 영양공급

모 다기관 다국가 무작위 연구에서 7일 이후 정맥영양 공급을
Fast track surgery나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시작한 군에 비해 조기 정맥영양 공급을 시행한 군에서 감염성

와 같이 수술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경구 영양 섭취를 진행하

합병증과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과 환자에서 그

27

는 것이 권고된다. 위장관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정맥영양

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급을 하는 경우에 비해 경장영양공급을 하는 경우가 합병증

ESPEN 가이드라인에서는 ASPEN과 달리 경장영양 공급이

28

이나 감염 발생이 더 적음을 보고하고 있다. ESPEN 가이드

불가능한 환자에게 48시간 이내 정맥영양 공급을 시작할 것을

라인에서도 위장관 수술 후 영양 공급은 중단될 필요가 없고,

7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ASPEN에서 근거를 둔 두 개의

가능한 빠른 경장영양 공급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장절제술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에서 빠른 정맥영양 공급을 받은 대부

의 경우 수술 후 수 시간 내에 수분 경구 섭취 또는 경장영양 공

분의 환자에게 필요한 칼로리보다 낮게 공급되어 적절한 칼로

6,29

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30

Osland 등 은 메타분석을 통해 조기

경장영양공급이 위장관 문합부위의 누출, 장운동의 회복 등에

리가 공급되지 않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감염률과 사
망률이 증가되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른 문제가 없는

일주일 이상 인위적인 경장영양이나 정맥영양이 공급될 경

한 환자의 회복을 위해 수술 후 조기 영양공급의 원칙을 지키

우에는 혈액검사로 비타민과 미량원소의 부족 여부를 점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 부족한 항목에 대해 필요량을 보충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

모든 위장관 수술 환자에서 조기 경장영양공급이 가능한 것

량원소는 질병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질 수 있으

은 아니며 수술의 종류와 난이도,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적절

며 혈중농도가 부족 여부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핍

6

한 영양공급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경구

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

섭취가 곤란한 경우 위루 또는 공장루를 통한 경장영양공급을

이 중요하다.

6

고려해야 한다. 대장절제술의 경우 대개는 일주일 이내 경장영
양공급이 가능하며 회장루를 조성한 경우 잦은 설사를 할 때는

결

론

경구섭취 이외에 보조 정맥영양이 필요할 수 있다. 비위관을
이용하여 영양공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비위관의 종류도 고

수술 환자에서 영양 지원의 목적은 수술 전후 금식과 수술로

려해야 한다. 실리콘으로 만든 위장관 감압용 비위관은 내경에

인한 negative protein balance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영양지원

비해 굵기가 두꺼워서 인후나 식도, 위벽에 접촉성 궤양을 유

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발할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에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

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수술 전후 영양치료의 중요성은

용한다. 비위관을 통한 장기간 영양공급이 필요할 때는 폴리우

단지 영양불량 환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 전 정상

레탄으로 만든 비위관을 사용한다. 폴리우레탄 비위관은 내경

적인 영양상태를 보이는 환자도 수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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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손상과 영양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적절한 영

M, et al. Malnutrition in hospital outpatients and inpatients:

양지원을 통해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부족한 영양지원뿐만

prevalence, concurrent validity and ease of use of the ‘malnu-

아니라 과도한 영양지원도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고 입원 시 시행되는 영양평가를 확인하여 적절한 영양지원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UST’) for adults. Br J Nutr
2004;92(5):799-808.
12. Kondrup J, Rasmussen HH, Hamberg O, Stanga Z; Ad 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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