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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nutrient intake in patients at nutritional risk. We in-
cluded 106 malnourished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Severance Hospital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The average age was 59.0±11.6 years old and 59 patients were male (59.7%). The majority of diagnosis was 
cancer (94.3%). We evaluated patients’ nutritional status by scored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
ment (PG-SGA), anthropometr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ody composition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hand grip strength, biochemical and dietary assessment. The patients’ daily intakes of energy and 
protein (1,019.5±706.4 kcal, 40.4±27.7 g) during hospitaliz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usual in-
takes (1,382.0±499.8 kcal, 54.4±25.1 g, P＜0.001). Serum levels of albumin, cholesterol, and total lymphocyt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during hospital stay. The negatively influencing factors for reduced dietary intake were 
anorexia (42.5%), abdominal distention (14.2%), pain (13.2%), and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nutritional intervention in malnourish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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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입원 환자의 영양 불량 위험에 대한 많은 연구에

서, 연구 대상이나 영양 상태 평가 도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입원 환자의 20∼40%가 영양 불량으

로 보고되고 있고(Norman 등 2008), 그 중 약 75%
의 환자는 입원 기간 중에 영양 상태가 더욱 악화

된다고 했다(Bistrian 등 1974).
영양 불량은 감염을 비롯한 합병증의 증가와 재

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Sullivan 
등 1999; Allison 2000; Correia ＆ Waitzberg 2003; 
Norman 등 2008). 따라서 초기에 환자의 영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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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여 영양 불량 환자를 선별하여 보다 심층

적인 영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임상적 영양 불량 

평가 지표들이 제시되었다(Kim 등 2006; Han 등 

2009; Hur 2013; Lee 등 2014).
성인에 있어 가장 민감한 지표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식욕 감소로 인한 식사 섭취량의 저조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ipkin & Bell 1993; Lee 
등 2013), 입원 당시 영양 불량이 있는 환자는 영양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 비해 식사 섭취량이 저조하

다고 보고되었다(Agarwal 등 2012). 
국외에서는 다국적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식사 섭취량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de Oliveira ＆ Leandro- 
Merhi(2011)는 노인 환자의 입원 전후의 식사 섭취

량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및 기타 영양소 섭취의 

감소와 영양 상태 저하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고, 
Agarwal 등(2012)은 급성상태 환자에서 입원 기간 

중 식사 섭취량과 영양상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 

약 40%의 환자들이 영양불량이라 보고됐다. 또한, 
Thibault 등(2011)은 입원 기간 중 경구 영양 보충제

품(Oral Nutritional Supplements)의 섭취가 에너지 섭

취 부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식사섭취량에 대한 영양

중재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Uster 등 2013). 
그러나 국내에서는 입원 초기 환자의 영양 불량률

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입원 전과 입원 

기간 동안 영양소 섭취량 변화 및 섭취 부족의 원

인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의 

입원 전과 입원 기간 중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가장 민감한 지표 

중의 하나인 식사 섭취량의 변화와 식사 섭취량 부

족의 원인을 살펴보며, 향후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임상영양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의 종양내과와 소화기내

과에 입원하고 24시간 이내 초기 영양 평가 기준에 

의해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환자들 중 경구를 통해 식사섭취가 가능하고 7일 

이상 입원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

구의 취지를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

한 160명의 환자가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연구기간 

중 동의를 철회한 환자 11명, 3일 이내 퇴원한 환자 

36명과 기타 사유 7명(추적불가 4명, 장폐쇄 1명, 장
출혈 1명, 격리병동 입실 1명)을 제외하고 10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

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 4-2014-0121)을 받았고 2014년 3월부

터 9월까지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영양검색

입원 환자의 초기 영양검색 도구로는 급성환자 

전문병원에서 영양위험도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타

당도와 유용성이 입증된 세브란스 영양검색지표

(Severance Nutrition Screening Index, SNSI)를 사용했

으며 알부민(albumin),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식사섭취와 체중의 감소여부를 기준으로 영양 

불량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Lee 등 2013). 
SNSI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SNSI=1.5×알부민(albumin)＋1.0×체질량지수(BMI)

＋4.5×식사섭취량 변화＋1.5×체중감소

(알부민＜3.5(g/dl), 체질량지수＜20(kg/m2), 식사섭

취량 감소,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감소)

2) 일반사항, 신체계측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진단명, 기저질환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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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체중은 조사당일 

측정하였으며 조사된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표준체

중 백분율(percent ideal body weight, PIBW)과 체질량

지수(BMI)를 산출하였다.
PIBW와 BMI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PIBW 남자=[체중(weight)/키(height)(m2)×22]×100

여자=[체중(weight)/키(height)(m2)×21]×100
BMI=체중(weight)(kg)/키(height)(m2)

3) 체성분 분석 및 악력 측정

체성분 분석은 다중주파수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인바디(Inbody) S-10(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

여 눕거나 앉은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하는 동안 몸통과 팔다리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벌

어지도록 하였다. 체성분 측정결과 체세포량(body cell 
mass), 제지방량(fat free mass), 체지방량(fat mass)의 

값을 수집하였다.
악력(hand grip strength) 측정은 연구자가 직접 

Dynamometer(Jamar digital hand dynamometer, P563213, 
USA)를 이용하여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팔로 최대

한 세게 움켜잡고 연속 3번 측정하여 가장 높은 기

록을 사용하였다. 어깨나 손이 불편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4) 생화학적 검사결과 분석

조사 대상자의 영양 상태 지표로는 입원 후 진행

된 생화학적 검사 결과 중 혈청 알부민(albumin), 콜
레스테롤(cholesterol), 총림프구수(total lymphocyte count, 
TLC)를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Mueller 등 2012).

5) 영양 상태 평가

대상자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PG-SGA(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를 사용하였다. 체중, 섭취량의 변화, 식이섭취량에 

영향을 줄 만한 위장관 증상과 신체기능 등을 환자

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신체검진 및 동반질

환 등의 임상 양상은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영양 상

태를 점수로 표현하였다. 영양 평가결과에 따라 정

상 영양 상태를 A단계(stage A), 경증에서 중증도의 

영양 상태를 B단계(stage B), 그리고 중증 영양실조 

상태의 환자들을 C단계(stage C)로 구분하였다(Bauer 
등 2002).

6) 식이섭취 조사

입원 전 1∼3개월 동안의 평소 식사 섭취량은 반

정량적 식품섭취빈도조사법(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을 이용하여 식품의 목

록과 기준 분량을 제시한 후 대상자의 섭취 횟수, 1
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입원 후 경구를 통한 식사 

섭취는 식사일기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섭취량에 대해 조사된 자

료는 Can-Pro 4.0(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식

사 섭취 외에 정맥 영양을 통한 영양 공급도 포함

하여 각각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에너지 요구량은 표준체중 1 kg당 30∼35 kcal 

(Bauer 등 2002)에 준하여 계산하였고, 단백질 요구

량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암환자임을 고려하여 

표준체중 1 kg당 1.2∼1.5 g(Laura 등 2006)으로 계산

하였다. 입원 전과 입원 후의 영양섭취 적절성을 파

악하기 위해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실제 영양소 섭

취량의 비율을 계산하여 90% 이상은 적절한 영양섭

취로, 90% 미만일 경우 부적절한 영양섭취로 정의

하여 구분하였다(Binnekade 등 2005).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입원 시와 조사 재평가 시 에

너지와 단백질 섭취량, 생화학적 지표 및 신체계측

치의 변화 등 평균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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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Gender
Male : Female, N (%) 59 (55.7)：47 (44.3)

Age (yrs)
<50, N (%)
50∼64, N (%)
65∼74, N (%)
≥75, N (%)

59.0±11.61)

22 (20.8)
47 (44.3)
26 (24.5)
11 (10.4)

Major diagnosis
Non-cancer, N (%)
Cancer, N (%)

Site of onset, N (%) 
Upper gastrointestinal
Hepatobiliary 
Lung
Lower gastrointestinal
Head and neck
Breast
Others

6 ( 5.7)
100 (94.3)

31 (31.0)
20 (20.0)
14 (14.0)
10 (10.0)
4 ( 4.0)
4 ( 4.0)

17 (17.0)

Energy requirment (kcal/d) 1,683.7±179.4

Protein requirment (g/d) 67.0±10.6

Usual energy intake (kcal/d)
% Energy intake/requirement 
Inadequate energy intake2), N (%)

1,382.0±499.8
82.7±30.0
68 (64.2)

Usual protein intake (g/d)
% Protein intake/requirement 
Inadequate protein intake3), N (%)

54.4±25.1
83.4±45.6
65 (61.3)

PN4), N(%) 89 (84.0)

PN duration (days) 3.24±2.6

Length of stay (days) 10.0±7.9
1) Mean±standard deviation
2) Energy intake/requirement (%) ＜90
3) Protein intake/requirement (%) ＜90
4) PN: parenteral nutrition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ariable All 
(n=106)

Male 
(n=59)

Female 
(n=47)

Height (cm) 162.1±7.71) 166.8±5.3 156.3±6.1

UBW2) (kg) 54.0±10.6 57.0±10.4 50.2±9.6

Weight (kg) 52.1±9.9 55.1±9.2 48.3±9.6

Weight loss, N (%)
1 month weight loss (kg)
1 month weight loss (%)

79 (74.5)3)

3.3±3.5
6.0±6.5

48 (81.4)
4.0±3.9
7.1±7.6

31 (66.0)
2.5±2.7
4.6±4.6

PIBW4) (%)
Normal (>90)
Mild (80∼90)
Moderate (70∼79)
Severe (<70)

92.8±14.4
54 (50.9)0
36 (34.0)
14 (13.2)
2 ( 1.9)

92.1±13.5
29 (49.2)
22 (37.3)

7 (11.9)
1 ( 1.7)

93.8±15.7
36 (53.2)
14 (29.8)

7 (14.9)
1 ( 2.1)

BMI5) (kg/m2)
Underweight (<18.5)
Healthweight (18.5∼22.9)
Over weight (23∼24.9)
Obese (≥25)

20.0±4.3
47 (44.3)0
37 (34.9)
10 ( 9.4)
12 (11.3)

18.7±3.4
34 (57.6)
17 (28.8)
4 ( 6.8)
4 ( 6.8)

21.5±4.8
13 (27.7)
20 (42.6)

6 (12.8)
8 (17.0)

1) Mean±standard deviation
2) UBW: usual body weight
3) N (%)
4) PIBW: percent ideal body weight
5) BMI: body mass index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thropometric 
data.

결 과

1. 일반 사항

대상 환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환자 총 106명 중 남자 59명(55.7%), 
여자 47명(44.3%)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

의 분포를 보면 50∼64세가 47명(4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이는 59.0±11.6세였다. 대상

자의 94.3%(100명)가 암환자였고, 암부위별로는 상부

위장관(31명, 31%), 간담췌(20명, 20%), 폐(14명, 
14%)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1일 에너지 요

구량은 1,683.7±179.4 kcal, 단백질 요구량은 67.0± 
10.6 g이었고, 입원 전 평소 식사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는 1,382.0±499.8 kcal, 단백질은 54.4± 
25.1 g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에너지, 단백질 요구

량에 비해 90% 미만으로 부적절하게 섭취한 환자는 

각각 64.2%(68명), 61.3%(65명)으로 나타났다. 입원 

후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PN)을 공급받은 대상

자는 84.0% (89명), 공급기간은 3.24±2.6일로 나타났으

며 연구 참여기간을 포함한 재원기간은 10.0±7.9일로 

조사되었다. 

2. 신체계측 결과

대상 환자의 신체계측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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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ll (n=106) Male (n=59) Female (n=47)

Dietary energy intake (kcal/d)
Energy of requirement (%)
Inadequate energy intake2), N (%)

1,019.5±706.41)

59.9±40.7
86 (81.1)

1,239.9±733.5
68.6±40.0
44 (74.6)

742.9±565.8
49.1±39.4
42 (89.4)

Dietary protein intake (g/d)
Protein of requirement (%)
Inadequate protein intake3), N (%)

40.4±27.7
60.6±41.7
82 (77.4)

48.5±28.1
58.5±41.8
41 (69.5)

30.2±23.8
63.2±41.9
41 (87.2)

Total energy intake (kcal/d)
Energy of requirement (%)
Inadequate energy intake, N (%)

1,405.5±621.8
83.4±35.8
71 (67.0)

1,551.6±659.0
86.1±35.6
36 (61.0)

1,222.1±522.9
80.0±36.1
35 (74.5)

Total protein intake (g/d)
Protein of requirement (%)
Inadequate protein intake, N (%)

58.7±25.1
89.5±39.7
61 (57.6)

63.5±26.3
90.7±37.7
33 (55.9)

52.8±22.4
88.0±42.4
29 (59.1)

1) Mean±standard deviation
2) Energy intake/requirement (%) ＜90
3) Protein intake/requirement (%) ＜90

Table 3. Energy and protein intakes during hospitalization.

Variable Usual Hospitalization P-value

Dietary energy intake 
  (kcal/d)

1,382.0±499.81) 1,019.5±706.4 ＜0.001***

Dietary protein intake 
  (g/d)

54.4±25.1 40.4±27.7 ＜0.001***

Total energy intake 
  (kcal/d)

1,382.0±499.8 1,405.5±621.8  0.760***

Total protein intake 
  (g/d)

54.4±25.1 58.7±25.1  0.200***

1)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usual and hospitalization by paired 
t-test at P＜0.05
***P<0.001

Table 4. Changes in dietary intakes during hospitalization.다. 입원 전 체중은 54.0±10.6 kg이었고, 입원 시 

52.1±9.9 kg이었다. 평균 1개월을 기준으로 입원 시 

체중과 비교하여 체중 감소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
자는 4 kg(7.1%), 여자는 2.5 kg(4.6%)이었다. 

표준체중백분율(PIBW)은 전체 92.8±14.4%이고, 그 

중 54명(50.9%)이 정상체중, 36명(34.0%)이 저체중

(경도의 영양 불량), 14명(13.2%)이 극심한 저체중(중
등도의 영양 불량), 2명(1.9%)이 극심한 영양 불량이

었다. 체질량지수(BMI) 18.5 kg/m2 미만인 환자는 47
명(44.3%)이었다.

3. 입원 기간 중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량

입원 후 재평가는 4.8±1.8일 후에 진행되었다. 입
원 기간 중 경구섭취 및 정맥영양 공급을 통한 섭

취량을 조사하였다(Table 3). 재평가 시 경구 섭취를 

통한 1일 에너지는 1,019.5±706.4 kcal, 단백질은 

40.4±27.7 g으로 영양 요구량 대비 90% 미만으로 부

적절하게 섭취한 환자는 에너지와 단백질 각각 86
명(81.1%), 82명(77.4%)이었다. 경구와 정맥영양 공급

을 통한 섭취량은 1일 에너지는 1,405.5±621.8 kcal, 
단백질은 58.7±25.1 g으로 영양 요구량 대비 90% 미

만으로 부적절하게 섭취한 환자는 에너지와 단백질 

각각 71명(67.0%), 61명(57.6%)이었다. 

4. 평소 영양소 섭취량과 입원 기간 중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

평소 영양소 섭취량과 입원 기간 중 섭취량에 차

이가 있는지 분석했다(Table 4). 입원기간 중 경구 

섭취량은 1일 에너지 1,019.5±706.4 kcal, 단백질 

40.4±27.7 g으로 평소 섭취량과 비교하여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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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aseline Follow-up P-value

PG-SGA1) score
SGA-A (well-nourished)
SGA-B (moderately malnourished)
SGA-C (severely malnourished)

Body composition 
BCM4) (kg)
FFM5) (kg)
Fat mass (kg)

Laboratory data 
Albumin (g/dl)
Cholesterol (mg/dl)
TLC6) (cells/mm2)

10.2±3.82)

 10 ( 9.4)3)

 66 (62.3)
 30 (28.3)

26.0±4.8
40.9±7.1
11.4±5.8

3.5±0.6
155.8±41.4

1,256.5±858.9

9.8±4.1
 11 (10.4)
 66 (62.3)
 29 (27.4)

26.3±4.7
41.5±7.1
10.9±5.9

3.0±0.6
136.7±35.5
1,228.9±844.4

0.109*

＜0.091*
＜0.008**
＜0.065

＜0.001***
＜0.019*
＜0.001***

1) PG-SGA: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2) Mean±standard deviation
3) N (%)
4) BCM: body cell mass
5) FFM: fat free mass
6) TLC: total lymphocyte coun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by paired 
t-test at P＜0.05
*P＜0.05, **P＜0.01, ***P＜0.001

Table 6. Changes in nutrition status.

Variable Baseline Follow-up P-value

Male (n=52, kg) 24.7±8.51) 26.6±9.6 0.073

Female (n=39, kg) 16.9±5.51) 17.1±6.0 0.542
1)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by paired 
t-test at P＜0.05

Table 5. Changes in the hand grip strength.

Variable All (n=106)

Decreased dietary intake
Yes
No

Anorexia2)

Abdominal distention2)

Pain2)

Nausea2)

Vomiting2)

Dysphagia2)

Dyspepsia2)

Mucositis2)

Poor dentition2)

Others2)

73 (68.9)1)

33 (31.1)
45 (42.5)
15 (14.2)
14 (13.2)
12 (11.3)
11 (10.4)
10 ( 9.4)

9 ( 8.5)
6 ( 5.7)
4 ( 3.8)
7 ( 6.6)

1) N (%)
2) Multiple response

Table 7. Frequency of nutrition impact symptoms in patients.

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반면, 입원기간 

중 경구 섭취와 정맥영양 공급을 포함한 1일 에너

지 1,405.5±621.8 kcal, 단백질 58.7±25.1 g으로 평소

보다 증가하였지만 평소 섭취량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추가적으로 연령별(50세 이하,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영양소 섭취량을 분

석하였을 때, 연령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5. 입원 기간 중 악력(hand grip strength) 변화

입원 시와 재평가 시에 악력을 측정하였다(Table 5). 

총 91명을 측정하였으며, 입원 시 악력은 남자에서 

24.7±8.5 kg, 여자에서 16.9±5.5 kg이었고, 조사기간 

동안 악력은 남자에서 26.6±9.6 kg, 여자에서 

17.1±6.0 k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6. 입원 기간 중 영양 상태 변화

입원 시와 재평가 시에 PG-SGA 점수, 체성분 분

석,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영양 상태의 변화를 조

사하였다(Table 6).
PG-SGA 점수는 입원 시 10.2±3.8점에서 재평가 

시에 9.8±4.1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입원 

시 영양 평가결과에 따라 A단계(정상) 10명(9.4%), 
B단계(경증에서 중증도 영양실조) 66명(62.3%), C단

계(중증 영양실조) 30명(28.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구성 성분 중 체세포량(body cell mass)와 체

지방량(fat mass)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제지방량(fat free mass)은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증가를 보였다(P＜0.01).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

는 생화학적 검사로 혈청 알부민(albumin)(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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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cholesterol)(P＜0.05), 총림프구수(TLC)(P＜ 

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7. 재원기간 동안 식사섭취량 감소원인

입원 시와 재평가 시에 경구섭취량이 감소된 환자

는 73명(68.9%)이었다. 감소원인은 식욕부진(42.5%), 
복부팽만(14.2%), 통증(13.2%), 오심(11.3%), 구토(10.4%), 
연하곤란(9.4%), 소화불량(8.5%), 구내염(5.7%), 치아문

제(3.8%)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Table 7).

고 찰

본 연구는 입원한 환자 중 종양내과와 소화기내

과에 입원하고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환자를 대상으

로, 입원 전과 입원 기간 중의 식사 및 정맥영양을 

통한 영양 공급량과 영양 상태 변화와 입원 기간 

중 식사 섭취 부족 원인을 조사하였다.
입원 전 평소 식사 섭취량과 입원 후 식사 섭취

량(병원 식사와 자가 간식 등)의 변화를 조사한 결

과 1일 에너지(1,382.0±499.8 kcal vs 1,019.5±706.4 
kcal, P＜0.001)와 단백질(54.4±25.1 g vs 40.4±27.7 g, 
P＜0.001)이 재평가 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는 입원 기간 중 영양 불량 환자에서 식

사 섭취량이 감소했다는 선행 연구 결과(de Oliveira 
＆ Leandro-Merhi 2011; Thibault 등 2011; Agarwal 등 

2012; Uster 등 2013)와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

상 환자의 60% 이상이 입원 전부터 평소 식사 섭취

량이 권장량의 90% 미만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입

원 기간 중에는 요구량의 90% 미만으로 섭취한 환

자가 약 80%로 증가하여 영양 불량 악화에 기여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는 지

표인 혈청 알부민(albumin)(P＜0.001), 콜레스테롤(cho-
lesterol)(P＜0.05), 총림프구수(TLC)(P＜0.001)도 입원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그

러나 알부민(albumin)은 반감기가 약 3주로 길고 이

화 상태에서는 단백질의 영양 상태에 관계없이 감

소할 수 있으므로 입원 기간 중 식사 섭취량 감소

의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의 경우 활동량의 감소, 식욕 저하, 만성적 

질환 동반 등의 요인으로 영양불량 비율이 높았고

(Durán Alert 등 2012),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63%의 환자가 영양불량 환자로 

평가되었다(Chung & Sohn 2005). 본 연구에서 대상

자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연령이 높았으나, 
연령 그룹 간(50세 이하,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대상 환자의 84%가 정맥영양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입원 중 식사 섭취량 부족에 대한 의료진

의 중재가 정맥영양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

고, 이를 통한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량을 포함하더

라도 요구량의 90% 미만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Bozzetti 등(2009)은 섭취량 부족(요구량의 60% 
미만)이 10일 이상 예상될 때 보충적 정맥영양 공급

이 권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입원 

시 섭취량이 권장량의 60% 미만으로 섭취된 환자는 

18.9%였고, 흡수 불량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맥영양

이 필요한 경우는 2.8%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맥

영양이 필요한 경우는 총 21.7%였으나 실제 정맥영

양이 처방된 경우는 84.0%로 높았다. 섭취량 부족 

시 정맥 영양 공급을 우선 적용하기에 앞서 영양불

량 위험이 있는 환자는 영양불량 정도와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양 중재 전략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경구 섭취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구 영양보충음료

의 제공 등을 통해 경구 섭취량 증가를 위한 노력

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영양집중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소화 기관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정

맥영양보다 경장영양 공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경구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292 | 영양 고위험 환자의 영양소 섭취 변화

으나, 정맥영양공급이 포함된 평균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 체지방 등이 

조사기간 중 증가된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의 94%가 암환자임을 고려할 때, 정맥

영양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공급의 기준이 되지 못하나, 중등도 

혹은 심각한 영양 불량 암환자에게는 공급될 수 있

다(Bauer 등 2002). 하지만 말기 암환자, 특히 암종

으로 인한 장폐쇄를 보이는 환자에서 정맥영양 공

급의 유용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있으나 향후 추

가적 연구가 필요하다(Torelli 등 1999; Bozzettti 등 

2000; Duerksen 등 2004). 또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시기에 정맥영양 공급이 체중, 체지방 등

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있었다

(Kinsella 등 1981; Burt 1982 등; Shamberger 등 1984; 
Shike 등 1984; Smith & Hartemink 1988; De Cicco 
등 1993). 본 연구에서 다중주파수 임피던스법을 이

용한 체지방 분석기(Inbody S-10)를 이용하여 측정한 

제지방량(fat free mass)이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암환자에게 정맥영양의 공급에 따

른 근육량 증가와 관련한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

들이 있었고(Nixon 등 1981; Drott 등 1988), 환자에

게서 복수나, 부종에 의한 세포외액 증가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어 유의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로서 많은 영양 중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인 악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White 등(2012)은 성

인 영양 불량 환자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6가
지 특징을 제시하였고 그 중 기능적인 상태를 악력

(hand grip strength)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양 불량 상태일 때, 단백질 합성 감소와 단백질 

분해 증가 등이 이뤄지고 이는 섬유 위축을 일으켜 

근육량이 감소되고 이는 근육 기능을 저하시켜 악

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Norman 등 

2011). Sasaki 등(2007)은 4,989명의 대규모 연구에서 

건강한 중년(54∼55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악력(남

성: 46.4±9.0 kg, 여성: 29.2±6.3 kg)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중 91명에서 입원 시와 평균 5일 

후 재평가 시 악력을 측정하였다(남자: 24.7±8.5 kg 
vs 26.6±9.6 kg, 여자: 16.9±5.5 kg vs 17.1±6.0 kg). 
Sasaki 등(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입원한 영

양 불량 환자의 악력측정이 감소된 기능 상태를 평

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입원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 기

간이 4.8±1.8일로 짧아 근력의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간격이 짧았고, 측정자의 낮은 숙련도와 환자의 측

정에 대한 순응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의 PG-SGA(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점수는 입원 시와 재평가 시 모두 영양

사의 집중적인 영양관리 및 중재가 권고되는 9점 

이상이었다(Ottery 1994). 조사기간 중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기간이 

4.8±1.8일로 짧아 수집된 변수들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식사섭취 감소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욕부진

(42.5%), 복부팽만(14.2%), 통증(13.2%), 오심(11.3%), 
구토(10.4%), 연하곤란(9.4%), 소화불량(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90% 이상이 암환

자로, 항암치료 중인 소화기암, 두경부암, 폐암 환자

의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었다. 입원환자들의 식욕은 질병 자체, 영
양소 흡수불량, 포만감, 미각의 변화, 식사 다양성 

부족, 식사 시간, 식사 제공량, 병원의 환경, 연하곤

란, 저작곤란, 제한적 식사, 우울, 소화기능 감소, 약
물투여, 인지 능력 손상, 신체적 장애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Amaral 등 2010; 
Nieuwenhuizen 등 2010; Patel & Martin 2008). 이에 

환자의 식사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주고, 메뉴 선택

을 가능하게 하거나, 추가적 간식 제공, 소량씩 잦

은 식사를 통해 환자의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Delmi 등 1990; Olin 등 1996). 또한 이러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식사 섭취 



J Korean Diet Assoc 20(4):285-295, 2014 | 293

증가의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

니라 단백질 분말이나 경구용 영양 보충 제품, 집중

영양 치료 방안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영양 중재

(nutritional intervention) 전략과 프로토콜 등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상급종합병원 평균 재원 

기간이 7.59일(재활의학과 미포함 6.81일, 2014년 기

준)로 연구 대상자의 재원기간이 4.8±1.8일로 연구 

기간이 짧았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90% 이상

이 암환자로, 이를 영양불량 입원 환자의 전체의 결

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입원 기간 중 

영양 상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의 영양불량 환자의 구체적인 식사 섭취량 변

화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입원 영양불량 환자에 대

한 영양 중재 전략과 프로토콜 등의 마련에 근거 

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세브란스 병

원 소화기내과와 종양내과에 입원하여 본 병원 초

기영양 평가 기준인 SNSI에 의해서 영양 고위험군

으로 선별된 환자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연구 참가자 106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체
성분, 악력측정, PG-SGA 평가, 식이섭취 조사, 생화

학적 검사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입원 시와 입원 후 

조사기간 동안(4.8±1.8일) 각 변수들의 변화를 보고

자 하였다. 아래에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

하였다.
1. 대상자들은 총 106명 중 남자 59명(55.7%), 여자 

47명(44.3%)이었고, 나이는 59.0±11.6세였다. 진단

명은 암이 94.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입원 전 

1일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량은 각각 1,382.0± 
499.8 kcal, 54.4±25.1 g이었고, 그 중 에너지와 단

백질 요구량 대비 90% 미만으로 부족하게 섭취

한 환자는 각각 64.2%(68명), 61.3%(65명)이었다. 
2. 입원 전 평소 체중과 입원 시 체중을 비교하여 

최근 1개월간의 체중 감소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입원 전에 비해 남자는 4 kg(7.1%), 여자는 2.5 
kg(4.6%)가 감소하였다. 

3. 입원 전 1일 섭취량은 에너지 1,382.0±499.8 kcal, 
단백질 54.4±25.1 g이고, 조사기간 동안 1일 경구 

섭취량은 에너지 1,019.5±706.4 kcal, 단백질 40.4± 
27.7 g으로 평소에 비해 입원기간동안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다(P＜0.001). 
그 중 에너지, 단백질 요구량 대비 90% 미만인 

환자는 각각 86명(81.1%), 82명(77.4%)으로 입원 

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4. 입원 시 악력은 남자에서 24.7±8.5 kg, 여자에서 

16.9±5.5 kg이었고, 재평가 시 악력은 남자에서 

26.6±9.6 kg, 여자에서 17.1±6.0 k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5. PG-SGA 점수는 입원 시 10.2±3.8점에서 재평가 

시 9.8±4.1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모두 9점 이상으로 영양중재가 필요한 

상태였다.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는 생화학적 검

사 결과, 혈청 알부민(P＜0.001), 콜레스테롤(P＜ 

0.05), 총림프구수(P＜0.001)는 재평가 시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6. 조사기간 동안 경구섭취량이 감소된 환자는 73명

(68.9%)으로, 감소원인은 식욕부진(42.5%), 복부팽

만(14.2%), 통증(13.2%), 오심(11.3%), 구토(10.4%), 
연하곤란(9.4%), 소화불량(8.5%), 구내염(5.7%), 치
아문제(3.5%)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양불량 환자들은 입원 전 

평소보다 입원 후 재원기간 동안 식사를 통한 에너

지와 단백질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대
상 환자들의 대부분이 경구 식사 외에 정맥 영양 

공급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추가한다 하여도 환자

의 일일 권장량에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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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입원 환

자의 식사 섭취 상황 및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여

러 지표의 분석을 통해, 환자의 식사 섭취 증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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