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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evaluated the nutritional status and effect of nutritional support team (NST) management 
in critically ill patients. Methods : From January 2015 to August 2017, the study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128 patients aged above 19 years admitted to a medical intensive care unit (MICU).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ST (n=65) and non-NST (n=63) groups. Nutritional status, classification of bedsore risks, 
incidence rate of bedsore and clinical outcomes were compared. Results : The study found a higher rate of the 
use of enteral nutrition in the NST group (χ2=45.60, p ＜ .001). The prescription rate of parenteral nutrition 
(PN) was found to be lower in the NST group (4.6%) compared to the non-NST group (60.3%). There was 
a higher PN of total delivered/required caloric ratio in the NST, compared to the non-NST, group (χ2=3.33, 
p =.02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higher albumin levels (t=2.50, p =.014), higher total protein 
levels (t=2.94, p =.004), and higher proportion of discharge with survival rates (χ2=18.26, p ＜ .001) in the 
NST group. Conclusions : Providing NST management to critically ill patients showed an increase in the 
nutrition support. Further, to achieve effective clinical outcomes, measures such as nutrition education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support by the systemic administration 
of a nutritional support team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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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입원 환자의 영양집중지원은 환자 회복에 매우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생활환경

과 정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섭취량 부족이 올 수 있고, 

기저 질병으로 인한 대사적 이상이 초래되어 영양불량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3). 특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입원 전부터 식욕감퇴, 우울, 불안, 

질병 등으로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였고,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또한 설사, 구토, 배액, 

지속적 신대체 치료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영양 손실의 발생, 

원인 질환 및 패혈증, 수술, 화상 등에 의한 대사율이 

증가하며 중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대사율의 변화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Ziegler, 2009). 

외국의 경우, 병원 입원 환자의 영양 불량률은 20∼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Kitson et al., 2013), 국내

의 경우도 20∼55% 정도로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Lee, Cho, & Lee, 2010). 이처럼 입원환자의 영양불

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공급은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의 영

양불량은 여러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켜 약물의 대사 및 

상처의 치유에도 변화를 일으키며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감염 발생률을 증가시킨다(Woien & Bjork, 2006). 또

한 호흡근의 약화로 인공호흡기의 의존도를 높여 중환

자실 재실 기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합병증

의 발생이 높아지고 질병의 악순환은 계속되어 결국 의

료비 상승과 연관된다(Correia & Waitzberg, 2003; 

Woein & Bjork, 2006).

중환자의 영양공급에 따른 임상적 치료 효과의 중요

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중환자의 영양불량과 부적절

한 영양지원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Kim & Yi, 

2014; Lee et al., 2012; Moon et al., 2009).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루어져 영양상태를 판

정하고 다학제적인 영양 중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의 활

동이 더욱 중요시 되어 ‘집중영양치료료’가 신설되어 적

용되었다. 

지금까지 영양집중지원팀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Kim, Kim, & Kwon, 2018; Kim & 

Lee, 2015; Park, Son, Kim, Kim, & Choi, 2016)

가 진행되어 왔고, 영양집중지원팀의 활동 유무에 따른 

병원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일수, 생화학지표와 사망

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영양집중지원팀 활동의 효과

에 대한 근거들의 축적과 영양집중지원팀의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여 근거기반실무 제공을 위하여 영양집중

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평가, 임상적 결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중환자실 환자에게 중요한 욕창 위험도와 욕창 발생률

을 함께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양집중지원팀 수가 적용 이후를 

기점으로 내과계 중환자실(medical intensive care 

unit; MICU)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집중지원팀의 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평가, 임상적 결과, 욕창위험도 

사정과 욕창발생률을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내과

계와 외과계를 포함한 전체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영양

집중지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Kim & Yi, 

2014; Lee et al., 2012; Moon et al., 2009), 내과

계 중환자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영양불량을 초래하는 요인 중 감염, 

호흡기, 투석, 내분비, 순환기 장애 등 많은 부분이 내

과계에 속하며, 외과계 중환자의 경우 수술로 인한 일

시적인 영양섭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환

자실에 입원한 영양불량 고위험 환자의 특성에 대한 내

과계, 외과계, 신경계 환자로 분류하였을 때 내과계 중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영양공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Kim et al., 2014)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

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평가(영양위

험도 분류, 영양지원 경로,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

률, 생화학지표)를 비교한다. 

2)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욕창 위험도 분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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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발생률을 비교한다. 

3)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임상적 결과(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병원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일수 및 

퇴원 형태)를 비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

무기록을 검토하여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평가, 욕창 위험도 및 욕창 발생률, 임상적 결과를 비교

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B시 소재 일개 900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내

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 선정기준은 만 19세 이상으로 진료과가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로 내과계 중환자실 재실일수가 7

일 이상인 환자, 구강으로 식이 섭취를 할 수 없어 경장

영양(enteral feeding; EN) 또는 정맥영양(parenteral 

feeding; PN)을 투여 받은 환자, 욕창이 없는 환자, 인

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원일수

를 7일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중환자의 경우 경장영양

이 시작되기까지 평균 6.1일이 걸리고, 보통 5~7일 사

이 영양지원 경로가 변경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

였다(Bak, Yun, Kang, & Hong, 2010). 대상자의 표

본의 크기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5를 기준으로

(Kim & Lee, 2015) t-test를 할 경우 필요한 표본 수

는 집단별 64명이었다. 10% 탈락률을 고려하여 영양집

중지원을 받은 군(집중영양치료료 수가를 적용한 군) 

70명을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 선정 후 성별, 연령, 

입원 시 진료과, 최종 진단명 분류에 맞추어 영양집중

지원을 받지 않은 군 7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의무

기록지에 키, 몸무게가 누락된 환자를 제외시키고 최종 

분석은 영양집중지원을 받은 군 65명, 받지 않은 군 6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

상은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

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

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로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집중영양치료를 받을 수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4).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영양집중치료를 적

용할 수 있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키, 체중,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입원 시 진료과, 최종 진단명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진단명은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신장

질환, 소화기질환, 암/면역질환, 감염질환, 사고로 인한 

질환,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영양상태 평가 

영양위험도 분류, 영양지원 경로,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률, 생화학지표로 구성하였다.  

(1) 영양위험도 분류

알부민과 총 림프구 수를 기준으로 영양상태를 판정

한 간이영양평가도구(instant nutritional assessment; 

INA)가 실제 영양불량 상태를 가장 근접하게 판정하였

다는 선행연구(Pablo, Izaga, & Alday, 2003)를 통해 

INA를 사용하였으며, 영양상태 양호군은 알부민 3.5g/dl 

이상 그리고 총 림프구 수 1400/mm3 이상인 경우, 심

한 영양불량군은 알부민 2.8g/dl 미만 그리고 총 림프

구 수 1000/mm3 미만인 경우이며, 두 군에 해당하지 

않는 알부민 2.8g/dl 이상이거나 3.5g/dl 미만 혹은 총 

림프구 수 1000/mm3 이상이거나 1400/mm3 미만인 경

우이면 중등도 영양불량군으로 영양상태를 분류하였다. 

영양위험도 분류는 영양집중지원을 받은 군(NST군)과 

받지 않은 군(Non-NST군)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입실

시점과 퇴실시점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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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지원 경로

경장영양, 혹은 정맥영양으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

는 것으로 경장영양은 식사 형태가 경관 미음 또는 경

장영양액 약품 코드인 경우, 정맥영양은 총 정맥 영양

지원, 아미노산, 지방 유화제의 약품 코드를 확인하여 

EN, PN, EN+PN으로 분류하였다. 입실시부터 퇴실시

점까지 경장영양만 공급한 경우는 EN (금식 → 경장영

양, 혹은 경장영양만)으로, 정맥영양만 한 경우는 PN 

(금식 → 정맥영양 or 정맥영양만)으로, 경장영양과 정

맥영양을 동시에 공급한 경우이거나 영양지원 경로가 

변경된 경우 EN+PN (금식 → 정맥영양 → 경장영양, 혹

은 금식 → 경장영양 → 정맥영양 혹은 금식 → 정맥영양

+경장영양)으로 분류하였다. 

(3)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률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 대비 에너지 및 단백질 공

급량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내과계 중환자실 입실시

점을 기준으로 에너지 요구량 25kcal/kg/day, 단백질 

요구량은 1.3g/kg/day (Weijs et al., 2012)로 산정하

였으며 비만의 경우 조정 체중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

다.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량은 내과계 중환자실 재실 

기간의 실제 공급된 양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4) 생화학지표 

알부민은 영양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며

(Kawai et al., 2016), 또한 영양불량은 체내의 면역 

기능을 저하하므로 총 림프구 수를 통해 영양상태를 평

가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양불량 여부

를 판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그리

고 총 단백질, 총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

트에 의해 영양 결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uben, 

Greendale, & Harrison,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생화학지표인 알부민, 총 단백질, 총 콜레스테롤, 헤

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총 림프구 수를 조사하였다. 

NST군과 Non-NST군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입실시점

과 퇴실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욕창 위험도 분류 

중환자 대상으로 Braden scale을 연구한 결과 18점 

이하의 환자에서 60~81% 민감도와 54~100% 특이도

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Braden & Maklebust,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aden scale을 이용하

여 6~8점은 최고 위험군, 9~12점은 고위험군, 13~14

점은 중등 위험군, 15~18점은 경도 위험군, 19~23점

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욕창 위험도 사정은 두군 

모두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시점에 모두 조사하였다. 

4) 임상적 결과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병원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

일수, 퇴원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퇴원 형태는 귀가, 전

원,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 소재 I대학 부속 병원의 기관

장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 후 

해당 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HPIRB 

2017-03-001-002)을 받고 진행하였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실에 통계자료 요청서를 제출한 후 협조를 

얻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내

과계중환자실에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로 입

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대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

해 전산화된 의무기록조회 프로그램인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처방전달시스

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하나씩 열람하였고 대상자 선정기

준에 부합한 환자 128명에 대하여 증례 기록지를 작성

하여 파일화하였다. 환자의 의무기록 번호 및 생화학지

표번호는 주관연구자의 책임하에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

여 이를 코드화하여 개인 신상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관

리하였으며 연구자료는 패스워드가 걸린 파일에 저장하

여 보관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종속변수의 동질성은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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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y
NST (n=65) Non-NST (n=63)

χ²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Sex Male 40(61.5) 43(68.3)
0.63 .426

Female 25(38.5) 20(31.7)

Age (yr) 66.43±15.44 63.62±16.36 1.00 .320

Height (cm) 165.03±8.00 165.67±8.52 -0.44 .660

Weght (kg) 63.09±12.76 65.97±13.85 -1.22 .225

BMI (kg/m2) 23.18±4.70 24.05±4.56 -1.06 .290

＜18.5 6(9.2) 5(7.9)

1.87 .600
18.5~22.9 32(49.2) 25(39.7)

23~24.9 11(16.9) 11(17.5)

25≤ 16(24.6) 22(34.9)

Department

Cardiology 23(35.4) 13(20.6)

5.08 .079Pulmonology 29(44.6) 28(44.4)

Nephrology 13(20.0) 22(34.9)

Diagnosis

Cardiovascular
diseases

24(36.9) 19(30.2)

3.37 .849

Respiratory
diseases

16(24.6) 12(29.0)

Renal diseases 7(10.8) 9(14.3)

Gastrointestinal
diseases

5(7.7) 5(7.9)

Cancer/immune
diseases

1(1.5) 4(6.3)

Infectious disease 2(3.1) 2(3.2)

Trauma 1(1.5) 1(1.6)

　 Others 9(13.8) 11(17.5)

NST=nutrition support team; BMI=body mass index

2)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평가, 욕창 

위험도 분류 및 욕창 발생률, 임상적 결과의 차이

는 χ2-test, Fisher’s exact test와 t-test로 분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동질성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영양집중지원군(NST)에서 남자가 40명(61.5%)으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66.43세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18.5~22.9kg/m2가 32명(49.2%), 입원시 진료

과는 호흡내과가 29명(44.6%), 진단명으로는 심장질환

이 24명(36.9%)으로 가장 많았다. 영양집중지원을 받

지 않는 군(Non-NST)에서 남자가 43명(68.3%)으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63.62세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18.5~22.9kg/m2가 25명(39.7%), 입원시 진료

과는 호흡내과가 28명(44.4%), 진단명으로 심장질환이 

19명(30.2%)로 가장 많았다.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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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y
NST (n=65) Non-NST (n=63)

χ²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Classification of nutritional risk 

Good nutrition 13(20.0) 8(12.7)

1.28 .527Moderate malnutrition 35(53.8) 38(60.3)

Severe malnutrition 17(26.2) 17(27.0)

Energy requirement (kcal/day) 1490.25±225.50 1537.89±229.64 -1.18 .239

EN 1490.80±263.24 1441.94±212.96 0.54 .596

PN 1487.50±12.06 1574.58±233.10 -1.10 .344

EN + PN 1490.16±21.30 1504.73±222.86 -0.22 .825

Protein requirement (g/day) 77.50±11.73 79.97±11.93 -1.18 .239

EN 77.51±13.69 712.40±11.08  0.54 .598

PN 77.37±6.26 81.88±12.12 -1.10 .346

EN + PN 77.50±11.08 78.26±11.58 -0.22 .824

Biochemical index 

Albumin (g/dL) 2.82±0.67 2.88±0.69 -0.53 .595

Total protein (g/dL) 5.69±1.21 5.87±0.88 -1.00 .320

Total cholesterol (mg/dL) 135.83±55.20 135.33±55.29  0.05 .959

Hemoglobin (g/dL) 10.77±2.33 11.32±3.01 -1.14 .257

Hematocrit (%) 32.05±6.93 33.59±8.74 -1.10 .272

Total lymphocyte count (/mm3) 2225.47±2884.26 1972.46±2446.73  0.54 .593

Classification of bedsore risk 

No risk 0(0) 0(0)

2.90* .430

At risk 0(0) 3(4.8)

Moderate risk 4(6.1) 4(6.3)

High risk 36(55.3) 34(54.0)

　 Very high risk 25(38.5) 22(34.9)

EN=enteral nutrition ; PN=parenteral nutrition ; NST=nutrition support team

* Fisher’s exact test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내과계중환자실 입실 시점에 영양위험도 분류는 NST

군에서 양호군 20.0%, 중등도 영양불량군 53.8%, 심한 

영양불량군 26.2%이었고, Non-NST군은 양호군 12.7%, 

중등도 영양불량군 60.3%, 심한 영양불량군 27.0%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28, p =.527).  

또한 에너지 요구량은 NST군에서 1490.25kcal/day, 

Non-NST군에서 1537.89kcal/day으로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백질 요구량은 NST군에서 77.50 

g/day, Non-NST군에서 79.97g/day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8, p =.239). 생화학 지표

는 NST군에서 알부민 2.82g/dL, 총 단백질 5.69g/dL, 

총 콜레스테롤 135.83mg/dL, 헤모글로빈 10.77g/dL, 

헤마토크리트 32.05%, 총 림프구 수 2225.47/mm3 이

었으며, Non-NST군에서 알부민 2.88g/dL, 총 단백질 

5.87g/dL, 총 콜레스테롤 135.33mg/dL, 헤모글로빈 

11.32g/dL, 헤마토크리트 33.59%, 총 림프구 수 1972.46 

/mm3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욕창 위험

도 분류는 NST군에서 저위험군 0%, 경도 위험군 0%, 중

등 위험군 6.1%, 고위험군 55.3%, 최고 위험군 38.5%

이었으며, Non-NST군에서 저위험군 0%, 경도 위험도 

4.8%, 중등 위험군 6.3%, 고위험군 54.0%, 최고 위험

군 34.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2.90, p =.430). 

따라서 영양위험도 분류, 에너지요구량 및 단백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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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al Support according to Subjects N=128

Characteristic Category
NST (n=65) Non-NST (n=63)

χ2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Classification of nutritional risk

Good nutrition 1(1.5) 1(1.6)

1.13 .568Moderate malnutrition 44(67.7) 37(58.7)

Severe malnutrition 20(30.8) 25(39.7)

Route of nutrition support

EN 22(33.8) 9(14.3)

45.60 ＜.001PN 3(4.6) 38(60.3)

EN + PN 40(61.5) 16(25.4)

Rate of energy supply (%) 62.42±27.07 54.10±27.53 1.72 .087

EN 49.71±31.52 61.84±38.23 -0.84 .415

PN 64.97±8.47 45.00±21.47 3.33 .025

EN + PN 69.22±22.91 71.33±25.57 -2.87 .776

Rate of protein supply (%) 55.16±33.51 49.19±24.16 1.16 .249

EN 36.04±21.94 57.84±40.93 -1.94 .063

PN 52.10±7.85 41.83±17.24 1.93 .130

EN + PN 65.92±35.43 61.81±20.80 0.54 .594

Biochemical Index 

Albumin (g/dL) 2.56±0.46 2.33±0.54 2.50 .014

Total Protein (g/dL) 5.73±0.96 5.25±0.88 2.94 .004

Cholesterol (mg/dL) 131.11±50.23 114.69±45.44 1.65 .103

Hemoglobin (g/dL) 9.80±1.62 9.78±2.03 0.04 .965

Hematocrit (%) 29.50±5.05 29.70±6.18 -0.20 .839

Total lymphocyte count (/mm3) 1333.60±682.63 1188.99±726.46 1.16 .248

EN=enteral nutrition; PN=parenteral nutrition; NST=nutrition support team 　

량, 생화학지표, 욕창 위험도 분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평가 

1) 영양위험도 분류 

영양위험도 분류는 NST군에서 양호군 1.5%, 중등도 

영양불량군 67.7%, 심한 영양불량군은 30.8%이었고, 

Non-NST군에서는 양호군 1.6%, 중등도 영양불량군 

58.7%, 심한 영양불량군은 39.7%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1.13, p =.568)(Table 3).

2) 영양지원 경로 

영양지원 경로는 NST군에서 EN 33.8%, PN 4.6%, 

EN+PN 61.5%이었고, Non-NST군에서 EN 14.3%, 

PN 60.3%, EN+PN 25.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2=45.60, p ＜.001)(Table 3).

3)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률 

에너지 공급률은 NST군과 Non-NST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원경로에 따른 에너지 공급률 중 PN

의 경우 NST군에서 평균 64.97±8.47, Non-NST군

에서 45.00±21.4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3, 

p =.025). 단백질 공급률의 경우 NST군과 Non-NST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생화학지표 

생화학지표는 NST에서 알부민 2.56g/dL, 총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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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inical Outcome according to Subjects N=128

Characteristic　   Category　
NST (n=65) Non-NST (n=63)

χ²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Length of mechanical
 ventilator use (day)

11.02±8.46 17.78 ±10.12 0.67 .501

Length of hospital stay (day)

28.20±14.00 26.59±28.68 0.41 .685

Length of ICU stay (day) 17.38±10.19 15.65±12.65 0.85 .396

Discharge pattern 

18.26 ＜.001
Home 32(49.2) 11(17.5)

Transfer 18(27.7) 17(27.0)

　 Death 15(23.1) 35(55.6)

NST=nutrition support team; ICU=intensive care unit 

Table 4. Classification of Bedsore Risk and Incidence Rate of Bedsore according to Subjects N=128

Characteristic Category
NST (n=65) Non-NST (n=63)

χ² p
n(%) n(%) 

Classification of bedsore risk 

No risk 5(7.7) 3(4.8)

11.07 .026

At risk 13(20.0) 4(6.3)

Moderate risk 9(13.8) 5(7.9)

High risk 21(32.3) 19(30.2)

Very high risk 17(26.2) 32(50.8)

Incidence rate of bedsore 10(15.4) 12(19.0) 0.30 .583

NST=nutrition support team 　 　 　 　

5.73g/dL, 총 콜레스테롤 131.11mg/dL, 헤모글로빈 

9.80g/dL, 헤마토크리트 29.50%, 총 림프구 수 1333.60 

/mm3이었으며, Non-NST군 에서 알부민 2.33g/dL, 

총 단백질 5.25g/dL, 총 콜레스테롤 114.69mg/dL, 

헤모글로빈 9.78g/dL, 헤마토크리트 29.70%, 총 림프

구 수 1188.99/mm3이었다. 알부민(t=2.50, p =.014), 

총 단백질(t=2.94, p =.004)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3).

3.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욕창 위험도 

   분류 및 욕창 발생률

욕창 위험도 분류는 NST군에서 저위험군 7.7%, 경

도 위험군 20.0%, 중등군 위험 13.8%, 고위험군 32.3%, 

최고 위험군 26.2%이었고, Non-NST군에서 저위험군 

4.8%, 경도 위험군 6.3%, 중등도 위험군 7.9%, 고위험

군 30.2%, 최고 위험군 50.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11.07, p =.026). 욕창 발생률은 NST군 15.4%, 

Non-NST군 19.0%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임상적 결과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은 NST군에서 평균 11.02일, 

Non-NST군에서 평균 17.78일로 NST군이 6.76일 짧

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병원 재원일수는 NST군

에서 평균 28.20일, Non-NST군에서 평균 26.59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과계중환자실 재실일수는 NST

군에서 평균 17.38일, Non-NST군에서 평균 15.65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퇴원 형태는 영양집중지원을 

받은 군의 귀가 49.2%, 전원 27.7%, 사망 23.1%,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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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군의 귀가 17.5%, 전원 27.0%, 사망 55.6%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8.26, p ＜.001) 

(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중환자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영양집중

지원팀의 영양집중지원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영

양상태 평가, 욕창 위험도 분류 및 욕창 발생률,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여 NST의 역할 및 영양집중지원의 중요

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중환자실 입실시의 영양상태는 NST

군에서는 영양상태 양호군이 20.0%, 중등도 영양 불량

군이 53.8%, 심한 영양불량군이 26.2%로 80.0%가 영

양불량이었으며, Non-NST군에서는 영양상태 양호군이 

12.7%, 중등도 영양불량군이 60.3%, 심한 영양불량군

이 27.0%로 87.3%가 영양불량이었다. 이는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80%가 영양불량으로 영양지원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양집중지원에 따른 영양위험도 분류는 NST군과 

Non-NST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양

지원 경로는 NST군에서 경장영양 33.8%, 정맥영양은 

4.6%, Non-NST군에서 경장영양 14.3%, 정맥영양이 

60.3%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NST

군보다 Non-NST군에서 정맥영양의 비율이 높은 Kim

과 Lee (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장영양

은 정맥영양보다 고도의 의료기술이 덜 요구되며, 보다 

생리적이고, 경제적이다(Prittie & Barton, 2004). 또

한 중환자에게 장관 휴식은 장의 구조와 기능에 치명적

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장영양을 통해 환자의 

소화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화기관의 완전성을 유

지하고, 항체 생성과 관련한 면역학적인 면에서 많은 장

점이 있어 경장영양을 권장하고 있다(Prittie & Barton, 

2004). 따라서 영양집중지원팀이 에너지와 단백질 공

급만이 아닌 환자에게 맞는 영양공급 방법도 고려함으

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률은 NST군과 Non-NST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NST군이 Non-NST보다 

에너지 공급률과 단백질 공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

원경로에 따른 에너지 공급률은 정맥영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Lee (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로 영양집중지원을 통해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량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량의 

부족은 중환자의 영양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상적

인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영양지원의 공급률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환자의 영양불량은 43~88%

까지도 보고되고 있다(Barr, Hecht, Flavin, Khorana, 

& Gould, 2004). 따라서 중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

에 의해 영양집중지원 처방되므로 주치의의 영양공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겠다.  

생화학지표에서는 NST군과 Non-NST군이 중환자

실 입실시점보다 퇴실시점에 생리적 지표들이 감소하였

다. Kim과 Lee (2015)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입실 

시점보다 퇴실 시점에 생리적 지표들이 감소하여 본 연

구와 일치를 보였다. 중환자의 특성상 중증질환으로 인

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영양소 손실, 

대사율이 증가하여 에너지와 단백질의 요구량이 증가하

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Ziegler, 2009). 본 연구에

서는 알부민과 총 단백질에서 NST군과 Non-NST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NST군이 Non-NST군 보다 

감소율이 적어 중환자에게 영양집중지원의 관심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욕창 위험도 분류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욕창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욕창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욕창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사정하고, 체위변경이나 배설물 관리를 

포함한 피부 간호, 전단력이나 마찰력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등 욕창 예방 활동의 수행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

다. 하지만 NST군의 욕창 발생률이 Non-NST군 보다 

3.6% 낮았다. 이는 Takashi, Akihiro, Toshio, Miyo

와 Shugo (2005)이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집

중지원팀의 적극적인 영양집중지원을 실시한 결과 욕창 

발생률이 14.9%에서 3.0%로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지만 영양집중지원팀의 적극적 영양집중지원을 

통해 욕창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Barr 등(2004)의 연구에서는 영양집중지

원활동 후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9.5일 정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Lee, Lee와 Sin (2006)에서도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이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 사용기간이 NST군이 Non-NST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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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6.76일 짧았으므로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에 미치

는 요인분석을 통해 이 변수들을 통제한 후 분석되었다

면 타당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병원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일수는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Kim과 Lee (2015)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실일수는 영양집중지원에서 7.8일 짧게 나

타났으며 많은 연구에서 영양상태에 따라 병원 재원일

수, 중환자실 재실일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Correia & Waitzberg, 2003; 

Do, Cho, Kim, Kim, & Lee, 2010; Kyle, Genton, 

& Pichard, 2005). 하지만 퇴원형태는 NST군에서의 

집으로 귀가가 49.2%로 높았고, 사망은 23.1%로 가장 

낮았던 반면 Non-NST군에서는 사망 55.6%로 가장 

높았고 귀가가 17.5%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Alberda 등(2009)은 하루 1,000kcal이상 

영양공급을 받는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병원 

사망률을 낮추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영양집중지원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병원 재원일수 1.63일, 중

환자실 재실일수 6.76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이 낮았고 집으로 귀가가 높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영양집중지원은 영양불량으로 인한 임상경과 악화를 예

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재원일수와 중환자실 재실

일수의 경우 환자의 치료 효과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변수 중 하나이나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변수들

과 관련성을 가지므로 추후 이러한 외생변수들을 조절

하여 병원 재원일수와 중환자실 재실일수에 대한 영양

집중지원팀(NST)의 영양집중지원의 효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질병

과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의무

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실제 임상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영양집중지원의 계획

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임상 경과 및 중증도에 

따라 영양공급량 및 소화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

획에 따른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양집중 지원 

처방의 경우 담당 주치의에 의해 처방되므로 주치의의 

영양집중지원에 대한 순응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셋째, 생화학지표의 경우 출혈이 있거나 

면역기능과 관련한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급성 및 만

성 감염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내장 단백

질의 일종인 프리알부민은 알부민에 비해 반감기가 

2~3일로 짧아 단백질 결핍을 민감하게 표시하나 검사

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영양 공급 지표를 사용하기 어

려웠으며, 또한 콜레스테롤의 경우 삭감의 이유로 누락

이 많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양집

중지원팀(NST)의 영양집중지원이 영양상태 개선에 긍

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여 영양집중지원팀의 역할 

및 영양집중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내과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영양집

중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NST의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NST의 역할 및 영양집중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영양집중지원 유무에 따른 영양지원 경로, 정맥영양

으로 에너지 공급률, 생화학지표 중 알부민과 총 단백

질, 욕창 위험도 분류, 퇴원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병원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NST의 영양집중지원을 통하여 

영양상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영양학적 개선 효

과는 임상적 치료 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영양집중지원을 위한 NST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가 NST의 역할 

및 영양집중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영양집

중지원팀에서는 중환자에게 적합한 영양상태 판정 지표

와 도구 개발, 적극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토콜

의 개선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영양집중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또한, 영양집중지원에 대한 

의료진 및 간호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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