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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nutritional status, nutritional support, and 
nutritional indicators of critically ill patients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ECMO) in 
intensive care units (ICU).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obtained data from the medical records of 37 patients who 
were treated using ECMO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The patients were admitted to 
th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ICU with acute or serious damage to vital organs from 
January 1, 2014 to June 30, 2016.
Results: Although 32 patients (86.5%) were at a high risk of malnutrition, 26 patients 
(70.3%) were considered normal in terms of nutritional status by the nutritionist at the 
beginning of their ICU stay. However, after two weeks, nine patients had passed away 
and only one patient maintained normal status. Parenteral nutrition was started first but 
took 4.25 ± 6.95 days till initiation. Only eight patients (21.6%) were able to meet their 
requirement for both calories and protein. The group provided with adequate calorie and 
protein showed significantly longer use of the ECMO and respirator and longer ICU and total 
hospital stay than their counterparts. Normal levels of serum albumin and protein of the 
group at low-risk for malnutrition on the day of initiation of ECMO,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high-risk group, declined by the last day of ECMO leading to a lack of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nutritional indicators of patients deteriorated as the days 
on ECMO increased, more aggressive nutritional management to ensure adequate nutritional 
support should be emphasized from the beginning and throughout the ICU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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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환자에게 사용되는 체외막산소화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는 

생명을 구하는 지지적인 치료로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이다 [1,2]. 초기에는 신생아의 호
흡부전에 흔히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내과 질환에 기인한 심인성 쇼크나 심정지, 심실성 부
정맥, 심장수술 전후, 흡인, 화상, 급성약물중독, 급성심근염, 심장이식 후 급성거부반응 및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같은 성인질환으로 ECMO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용도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1,3]. 이들 중환자의 대부분은 심폐기능 부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고용량의 승압제 

사용 및 진정제 등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쳐서 구강 건조와 

위장관과 배변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4]. 위중할 때의 적절한 영양지원의 중요성
은 잘 기록된 바, 영양공급 과잉과 부족 모두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상 결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5]. 특히, 영양공급 과잉은 과도한 CO2생산을 초래하여 인공호흡기 이
탈 (weaning)를 어렵게 하는 반면, 부족하면 면역기능과 상처치유 및 횡격막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6]. 대부분의 중환자실 환자는 손상, 쇼크, 감염, 외상, 수술 등으
로 인한 대사량 증가 [7]와 이화작용으로 영양요구량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때 영양이 적절
히 충족되지 못하면 영양불량만 아니라 면역기능저하로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 발생 [8]과 중
환자실과 재원기간 연장 외 사망률과 이환율 증가 등 임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9].

이렇듯이 영양의 중요성은 임상현장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ECMO를 적용받는 위중한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영양지원의 최적 시기와 유형 및 적절한 

공급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1]. 실제로, 성인호흡부전을 위한 영양지
원에 관하여, “충분한(full) 열량과 단백질 지원은 필수”라는 한 줄만이 포함되어 있다 [10]. 이
렇듯이 실무지침의 부족은 국외 영양실무의 차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1]. 승압제의 종류
와 사용량, 잔여물 증가와 복통과 복부팽만 등의 소화기 부적응 증상을 관찰하면서 비위관
을 통한 경장영양 (enteral nutrition, EN) 시행이 비교적 안전하다 [1,12]는 보고와 함께 ECMO 

배치형태에 상관없이 영양지원방법으로 EN을 경정맥영양 (parenteral nutrition, PN) 보다 더 

흔히 사용하지만, EN은 치료적 또는 진단적 검사나 시술을 위한 금식이나 위장 내 잔여량으
로 인해 곧잘 중단되는 단점이 있어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않는 단점도 보고된 바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ECMO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영양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양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추후 ECMO 환자를 위한 효
과적인 영양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ECMO를 시행받은 중환자의 특성과 영양상태와 

영양지원을 파악한다. 2) ECMO 중환자의 초기 영양상태에 따른 상태를 비교한다. 3) ECMO 

중환자에게 제공한 영양지원 충족여부에 따른 상태를 비교한다. 4) 중환자의 초기 영양상태
에 따라 ECMO 적용기간 동안의 영양지표의 변화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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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안암병원의 내과계, 외과계,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ECMO를 시행 받은 만 19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들의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중환자
실에서 ECMO를 최소 24시간 이상 시행 받은 환자의 기록 가운데, 입실 후 7일 이내에 전실 또
는 사망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해당대학병원 부서장의 허락과 의료정보전산팀의 협조를 받아 본 연구자가 2016년 하반기
에 환자들의 전산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ECMO를 최소 24시간 이상 시행 받은 87명 환자의 기록 가운데, 중환자
실 입실 후 7일 이내에 전실 또는 사망한 환자 50명을 제외한 결과, 2014년은 12명, 2015명은 

14명, 2016년은 11명으로, 총 37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ED16191) 후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환자의 성별과 연령 외 개인식별정보는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받았고 본 연구목적에 맞는 변수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였다. 의무기록 열람은 본 연
구자만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지에서 수집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연령과 성별이었다. 질병 관
련 정보로는 기저질환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질병의 중증도 분류체계 [14]인 “acute physi-

ology, age,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II” 점수를 수집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이
내에 적용하는 APACHE) II는 0-71점까지 산출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 심각해지고 사
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ECMO의 배치, 즉 호흡 지원에 쓰이는 venovenous (VV)와 심장 지원
에 사용되는 venoarterial (VA) 형태와 삽입 부위, ECMO 개시일과 종료일 및 적용 기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그 외, 임상 결과로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와 기간, 지속적인 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적용 여부와 기간, 총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실
일수,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시행 여부 및 사망 여부도 수집하였다.

영양상태 판정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지를 통해 얻은 영양관련 정보에는 중환자실 입실 당시 체중, 키, 입
원 전 석 달간 체중감소 여부 및 식욕감퇴 여부 및 영양사에 의한 입실 초기와 2주 후 영양평
가를 포함하였다. 입실 당시의 체중과 키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표준체중 (ideal body weight, 

IBW)과 상대체중 (percent of IBW, [실제체중/IBW] × 100)과 측정된 체중 (kg)을 신장 (m)의 제
곱 값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초기 영양상태는 Kondrup 등 [15]이 개발하고 유럽경정맥영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에서 권장하는 입원환자의 영양위험 

선별검사 (nutritional risk screening) 도구인 NRS-2002 [16]로 평가하였다. 사용이 쉽고 시간 

소요가 적으며 이미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이 도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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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영양상태와 질병의 중증도 및 연령으로 구성된 이 선별검사
는 구체적으로 BMI 20.5 kg/m2 미만, 최근 3달간 체중 변화 여부 (체중감소율), 지난 주 식사량
의 감소 여부 (식사섭취율), 질병의 중증도 및 연령을 포함한다. 영양상태와 질병의 중증도는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1-3점으로 점수화하며, 연령은 70세 이상이면 1점을 가산한다. 즉, 

영양상태에서 최대 3점, 질병의 중증도에서 최대 3점, 연령에서 최대 1점을 합산하면, 영양위
험이 없는 0점부터 가장 높은 7점까지 점수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3점 이상이면 영양
불량 고위험군, 총점이 3점 미만이면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영양지원의 적절성
대상자에게 지원된 영양공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환자의 칼로리 요구량와 단백질 

요구량을 계산하였다. 미국경정맥영양학회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

tion)의 가이드라인 [17]을 토대로 칼로리 요구량은 25 kcal/kg/일, 단백질 요구량은 1.5 g/kg/일
로 정하였으며, 성별과 BMI를 이용하여 계산한 표준체중 백분율이 125%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체중 = 표준체중 + [(현재체중 − 표준체중)] × 0.25”의 방식으로 조정체중을 구하여 영양
요구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환자별로 ECMO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영양공급량을 조사
하였다. 매일의 EN 혹은 PN 공급량을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PN은 말초나 중심 정맥수액제, 

아미노산 및 지질 수액제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영양공급율은 ECMO 유지 동안 일일 

칼로리와 단백질 요구량 대비 공급량의 비율 (%)로, 매일 각각의 평균값을 구한 후 합산하여 

ECMO 시행일수로 나누어 70% 이상 투여받은 경우는 영양지원 충족군, 70% 미만이면 미충
족군으로 분류하였다 [18,19].

생화학적 영양지표
혈액검사는 영양결핍을 진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로 수행하는데 빈혈 여부를 평가하는 

헤모글로빈 (hemoglobin)과 헤마토크릿 (hematocrit) 외에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양결핍 

정보를 제공하는 총단백질 수치와 내장 단백 저장의 지표인 알부민 수치 및 감염 지표로 백
혈구 수치를 조사하였다 [20]. 영양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ECMO 개시일 (n = 37)과 

종료일 (n = 35) 시점에 측정한 이들 혈액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수집한 중환자 총 37명의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양상태 및 영
양지원은 descriptive statistic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초기 영양상태에 따른 비교는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영양지원 충족에 따른 영양지표는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였다. 초기 영양상태에 따라 ECMO 개시일과 종료일의 영양지표의 변화와 비
교는 paired t-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9.57 ± 11.73세로 최연소 38세에서 최고령 83세의 분포를 보
였다. 이들 중 60세 이상이 24명 (64.9%)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2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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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였다. 해당 진료과는 순환기내과 소속환자가 17명 (46.0%)으로 가장 많았는데, VA-EC-

MO 사용이 24명 (64.9%)으로 VV-ECMO 사용보다 많은 것과 관련 있고 삽입부는 대퇴 혈관이 

35명에서 사용되었다. 이들의 주요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20명 (54.0%)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병 12명 (32.4%), 심장질환 10명 (27%)의 순이었다 (Table 1).

ECMO 환자의 ICU 입실 당시 영양상태
37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실 당시 입원 전 3달간 체중감소가 있었던 대상자는 3명 (8.1%), 식욕
감소가 있었다는 대상자도 3명 (8.1%)이었다. 입실 시 표준체중 대비 실제체중을 토대로 산
출한 상대체중이 정상이었던 18명 (48.6%)과 유사하게 정상 BMI도 17명 (46.0%)이었으며 평
균 BMI은 24.0 ± 13.88 kg/m2로 과체중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NRS-2002로 분석한 이들의 초
기 영양상태는 32명 (86.5%)이 이미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참고로, 중환자실 입실 후 24시
간 이내에 실시한 영양사의 평가 결과, 양호하게 판정 받은 대상자는 26명 (70.3%)이었고 불
량했던 환자는 11명 (29.7%)이었다. 한편 입실 후 2주째 실시한 영양사의 재평가 시, 이미 사
망한 9인을 제외한 28명 가운데 1명만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였고 나머지는 불량으로 판
정받았다 (Table 2).

ECMO 환자의 초기 영양상태에 따른 비교
중환자실 입실 시 환자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APACHE II의 점수는 평균 21.95 ± 10.44로, 영양
불량 고위험군은 24.22 ± 9.30으로 높았던 반면 저위험군에서는 7.40 ± 2.41로 낮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t = 3.56, p < 0.001)가 있었다. 평균 ECMO 시행기간은 12.09 ± 12.44일로 최소 2일
에서 최대 44일까지 적용하였으며, 영양불량 고위험군은 11.41 ± 12.07일, 저위험군은 16.40 ± 

15.40일로 고위험군에서 5일 정도 짧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5명 (94.6%)이 인공호흡
기를 적용받았으며 평균 적용 기간은 14.14 ± 11.13일로 영양불량 고위험군은 13.90 ± 11.5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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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on ECMO (n = 37)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Mean (range)
Age (yrs) ≤ 39 2 (5.4) 59.57 ± 11.73 (38–83)

40–49 7 (18.9)
50–59 4 (10.8)
60–69 18 (48.7)
≥ 70 6 (16.2)

Sex Male 29 (78.4)
Female 8 (21.6)

Medical department Cardiology 17 (46.0)
Cardiothoracic surgery 11 (29.7)
Pulmonary 4 (10.8)
Hepatobiliary pancreatic surgery 3 (8.1)
Infectious disease 2 (5.4)

Comorbidities (≥ 1 selected) Hypertension 20 (54.0)
Diabetes mellitus 12 (32.4)
Heart disease 10 (27.0)
Dyslipidemia 5 (13.5)
Others (hepatitis, tuberculosis) 3 (8.1)

ECMO insertion area Femoral 35 (94.6)
Jugular 2 (5.4)

ECMO type Venoarterial 24 (64.9)
Venovenous 13 (35.1)

CPR performed Yes 20 (54.1)
No 17 (45.9)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저위험군은 15.60 ± 9.53일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약 1.7일 짧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t = 0.79, p = 0.429). 20명 (54.1%)이 받은 CRRT의 평균 적용기간은 12.50 ± 10.06일로 고
위험군은 13.28 ± 10.32일, 저위험군은 5.50 ± 2.12일로 나타나 고위험군이 약 7일 이상 더 적용
받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 = 0.950, p = 0.342). CPR을 시행받은 환자도 20명 (54.1%)

이었다. 이들의 평균 총 재원기간은 38.43 ± 31.89일로 고위험군은 35.06 ± 31.38일, 저위험군
은 60.00 ± 29.13일로 고위험군이 약 25일 더 짧았지만 두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 = 

1.91, p = 0.056). 중환자실 평균 재원기간은 24.76 ± 16.99일로 고위험군은 23.38 ± 17.03일, 저
위험군은 33.60 ± 15.42일로 고위험군이 열흘 더 짧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 = 1.53, p = 

0.125) (Table 3).

ECMO 환자를 위한 영양지원 제공
이들에게 제공한 칼로리와 단백질은 주로 PN과 EN을 통하여 공급되었는데 개시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PN이 4.25 ± 6.95일, EN이 8.73 ± 10.78일로 PN을 먼저 제공하고 있었다. ECMO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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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n = 37)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Mean (range)
Body mass index (kg/m2) Low < 18.5 1 (2.7) 24.0 ± 13.88 (12.35–33.38)

Normal 18.5–22.9 17 (46.0)
Overweight 23–24.9 5 (13.5)
Obesity ≥ 25 14 (37.8)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 Underweight 80–89 2 (5.4)
Normal 90–109 18 (48.6)
Overweight 110–119 6 (16.2)
Obesity ≥ 120 11 (29.8)

Appetite loss over 3 months prior to admission No 34 (91.9)
Yes 3 (8.1)

Weight loss over 3 months prior to admission No 34 (91.9)
Yes 3 (8.1)

NRS for malnutrition on admission Low-risk (n = 5) 0 0 (0)
1 4 (10.8)
2 1 (2.7)

High-risk (n = 32) 3 23 (62.2)
4 7 (18.9)
5 2 (5.4)
6 0 (0)
7 0 (0)

Nutritional status evaluation by 
nutritionists

On admission Well 26 (70.3)
Bad 11 (29.7)

In 2 weeks (n = 28)1) Well 1 (3.6)
Bad 27 (96.4)

NRS, nutritional risk screening.
1)Nine patients were deceased.

Table 3. Comparison based on nutritional status on admission (n = 37)
State and period Nutritional status t p-value

Mean of total High-risk (n = 32) Low-risk (n = 5)
APACHE II 21.95 ± 10.44 24.22 ± 9.30 7.40 ± 2.41 3.56 < 0.001
Days on ECMO 12.09 ± 12.44 (2–44 days) 11.41 ± 12.07 16.40 ± 15.40 1.18 0.238
Days on ventilator (n = 35) 14.44 ± 11.13 13.90 ± 11.51 15.60 ± 9.53 0.79 0.429
Days of CRRT (n = 20) 12.50 ± 10.06 13.28 ± 10.32 5.50 ± 2.12 0.95 0.342
Days of total hospital stay 38.43 ± 31.89 35.06 ± 29.13 60.00 ± 31.38 1.91 0.056
Days of ICU stay 24.76 ± 16.99 23.38 ± 17.03 33.60 ± 15.42 1.53 0.125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ICU, 
intensive care unit.



용 동안 영양지원의 충족 여부는 평균 영양공급율을 토대로 구분한 결과, 37명 가운데 칼로
리 지원이 적절한 충족군은 13명 (35.1%), 단백질 지원이 적절한 충족군은 12명 (32.4%)에 불
과하였다. 칼로리와 단백질 모두 적절하게 공급된 충족군은 8명 (21.6%)인 반면 모두 부적절
했던 미충족군은 20명 (54.1%)으로 충족군의 2.5배였다 (Table 4).

ECMO 환자의 영양지원 충족 여부에 따른 비교
충족군에게 적용한 ECMO와 인공호흡기 및 CRRT 기간은 각각 22.50 ± 16.61일, 28.86 ± 17.37

일, 23.00 ± 16.00일로 모두 미충족군보다 길었는데 CRRT 기간 (z = 1.76, p = 0.078)을 제외한 

ECMO (z = 2.47, p = 0.013)와 인공호흡기 (z = 2.95, p = 0.003) 기간의 두 군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총 재원기간 (z = 2.75, p = 0.006)과 중환자실 재원기간(z = 2.37, p = 0.018)

도 충족군이 76.00 ± 41.91일, 42.38 ± 21.78일로 미충족군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Table 5). 추가
로, 충족군과 미충족군 28명 가운데 CPR을 받은 14명 중 11명 (64.7%)이, 사망한 15명 중 13명 

(86.6%)이 미충족군이었다.

초기 영양상태에 따른 ECMO 적용기간 동안 생화학적 영양지표의 변화
이들에게 ECMO를 적용하는 동안 이들의 영양 관련 혈액검사결과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환자의 입실 초기 영양상태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영양지표는 다
음과 같다. 개시일에 정상범위에 속했던 저위험군의 백혈구 수치는 고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z = −2.16, p = 0.031), 종료일에는 수치가 증가하여 두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마찬가지로, 알부민과 단백질의 경우, ECMO 개시일에 저위험군의 정상범위였던 수치들
이 고위험군보다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z = −2.09, p = 0.037; z = −3.00, p = 0.003)

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는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였다. 개시일에 이미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고위험군의 알부민과 단백질 수치는 종료일에도 여전히 낮거나 더 감소하였다. 헤모글로빈
과 헤마토크릿 수치도 ECMO 개시일보다 종료일에 더 낮았는데 특히, 고위험군에서 각각 유
의하게 감소 (t = 4.32, p < 0.001; t = 7.97, p = < 0.001)하였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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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tional support for patients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Nutritional support Calories Adequate 13 (35.1)

Inadequate 24 (64.9)
Protein Adequate 12 (32.4)

Inadequate 25 (67.6)
Calories & protein Both adequate 8 (21.6)

Either 9 (24.3)
Neither 20 (54.1)

Table 5. Comparison according to adequacy of nutritional support (n = 28)
Calories & protein supply Both adequate (n = 8) Neither (n = 20) z p-value
Days of ECMO 22.50 ± 16.61 9.50 ± 10.72 2.47 0.013
Days of ventilator (n = 27) 28.86 ± 17.37 10.20 ± 4.80 2.95 0.003
Days of CRRT (n = 16) 23.00 ± 16.00 10.31 ± 8.93 1.76 0.078
Days of hospital stay 76.00 ± 41.91 28.50 ± 21.33 2.75 0.006
Days of ICU stay 42.38 ± 21.78 20.70 ± 13.42 2.37 0.018
Data are shown as mean ± SD.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C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ICU, intensive care unit.



고찰

본 연구는 ECMO 환자들의 영양상태와 영양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중환자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영양불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ECMO를 시행받는 환자들은 심
폐기능 부전을 동반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37명의 절반이 넘
는 19명에서 최종 사망 기록을 발견했을 정도로 위중하였다. 이는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registry가 2016년 7월까지 22,511명의 환자 중 퇴원한 생존자는 47.5%에 불과하
였다는 보고 [10]와 일관된 결과로, ECMO 환자들의 높은 사망률이 보여주듯이 중증환자인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는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집중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ECMO 적용 동안 장기의 부적절한 관류로 쇼크 상태에 있거나 고용량 vaso-

pressors (주로 adrenergic 약물)를 투여받는 중환자들에게 조기 EN 개시의 안전성에 대한 염
려가 있었기에 [21], EN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지연시켰었다 [22]. 하지만, 최근 유럽의 가이
드라인 [23]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기 EN이 안전하다며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국내외에서 매년 증가하는 ECMO 사용을 고려하여 [1,3], 이제는 이들의 영양관리에 대한 적
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ECMO를 시행 받은 중환자 37명의 평균연령
은 59.57 ± 11.73세로 다수가 중년층의 성인 남성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초기에 절반 가까이가 

정상 체중이거나 정상 BMI에 해당하였고, 평균 BMI가 과체중이었음에도 입실 당시에 수행
한 영양 위험 선별도구에 의하여 32명이 영양불량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보면 단순
히 체중과 키 및 BMI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변별력 있는 선별검사를 장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양사에 의해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던 26명의 입실 초기 영양상태가 불과 2주 후, 사
망한 9인을 제외한 28명 중 1명만 양호하게 유지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평가하는 APACHEII의 고위험군 점수가 저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관련 있으며 이는 환자의 영양상태가 질병의 심각성이나 사망위험성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ECMO 적용기간은 평균 12.09 ± 12.44일로 9.8 ± 11.0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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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nutritional indicators based on initial nutritional status while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Blood test (normal range) Nutritional status Day of start (n = 37) Day of end (n = 35) t p-value
WBC count (4.5–11 × 103/µL) High-risk 15.10 ± 7.21 (n = 32) 14.02 ± 8.33 (n = 30) 0.51 0.617

Low-risk 7.91 ± 4.02 (n = 5) 12.13 ± 9.34 (n = 5) −0.90 0.419
z (p) −2.16 (0.031) −0.52 (0.604)

Hemoglobin (12–17.5 g/dL) High-risk 11.30 ± 2.71 9.32 ± 1.73 4.32 < 0.001
Low-risk 10.11 ± 1.62 9.33 ± 1.44 0.78 0.477
z (p) −1.00 (0.317) −0.07 (0.944)

Hematocrit (36–49%) High-risk 36.62 ± 6.83 28.34 ± 5.40 7.97 < 0.001
Low-risk 34.63 ± 8.04 28.20 ± 3.61 1.56 0.194
z (p) −0.76 (0.450) −0.02 (0.981)

Albumin (3.5–5.2 g/dL) High-risk 2.82 ± 0.83 2.84 ± 0.40 0.09 0.928
Low-risk 4.23 ± 0.64 3.21 ± 1.30 5.67 0.111
z (p) −2.09 (0.037) −0.17 (0.863)

Protein (6.6–8.3 g/dL) High-risk 5.64 ± 1.00 4.51 ± 0.42 0.76 0.529
Low-risk 7.53 ± 0.44 5.80 ± 1.81 1.73 0.334
z (p) −3.00 (0.003) −0.94 (0.348)

WBC, white blood cell.



고한 Kim 등 [4]과 5.77 ± 7.74일로 보고한 Kim [24]보다 길었다. 본 연구에서 ECMO와 인공호
흡기 적용기간도 총 재원일수와 중환자실 재원일수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저위험군이 

길었는데 이는 중환자실 입실 7일 이후 고위험군 32명에서의 사망률이 53.1% (17명)으로 저
위험군 5명에서의 사망률인 40% (2명)보다 높았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의 인공호
흡기의 평균 적용기간은 약 14.1일로, 인공호흡기 적용이 길어지면 영양소 대사이상이나 호
흡근의 소모 및 이화로 인한 영양불량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6,8] 입실 2주 후 재평가 결과 

나타난 영양불량으로의 상태변화를 고려하여 입실 초기부터 이들의 영양요구량 산정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지원방법으로 PN이 EN보다 먼저 시행되었는데 이는 VA-ECMO 환자는 

장허혈 등으로 EN에 따른 역효과가 많으므로 ECMO 적용근거와 환자 상태에 따라 영양지원 

방법을 제시한 Bear 등 [1]을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VA-ECMO 환자가 VV-ECMO 환자보다 많
았던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기 EN의 안전성을 보고한 Bear 등 [1]은 PN을 ECMO 환자의 

4–30%에서 단독으로 혹은 EN과 병행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양지원 

평균 개시일이 PN은 4.25일, EN은 8.73일이었던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혈역학
적으로 안정되고 낮은 용량의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는 경우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
내에 EN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 캐나다의 임상실무가이드라인 [25]보다 2일에서 1주 이상 늦
은 것이다. 86명의 ECMO 환자를 조사한 Ferrie 등 [26]은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13.1시간 후
에 조기 EN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국내 ECMO 환자에게 EN만 시행한 Kim 등 [4]은 

ECMO 개시 후 평균 2.0 ± 1.6일 후에 EN을 시작하여 평균 5일간 지속하였고 개시 후 3일째 약 

1,200 kcal 공급으로 목표량의 80%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인공호흡기 

사용 및 승압제를 사용한 불안정한 환자에서 영양지원 개시와 진행이 유의하게 지연되었다
는 Lee와 Kang [27]의 보고를 토대로, 본 연구대상자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였거나 호흡부
전이 동반되어 영양지원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개시가 늦어지
더라도 영양지원 개시 후에는 속히 중환자의 영양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영양관
리를 현행 중환자 간호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최근의 한 관찰연구 [28]는 2일 이상 VA-EC-

MO를 적용받으면서 조기 EN을 받은 환자에서 병원 내 사망률 및 28일째 사망률이 낮았음을 

보고한 반면, vasopressor를 투여 받는 쇼크 환자에게 적용한 EN 대 조기 PN을 비교한 다른 연
구는 28일째 모든-원인 사망률에서 차이가 없었고 EN을 받은 환자에서 장허혈 등의 소화기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29]. 종합하면, 세 명 중 두 명꼴로 VA-ECMO가 

적용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조기 EN 개시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PN 공급이나 개
시시간 단축 등 이들에게 최적의 영양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환자 간호에 영양관리를 비
중있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중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적절한 양을 파악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영양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영양불량 환자를 파악
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양지원을 시행하고자 영양집중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30]. 

그 결과 영양불량군으로 판정된 환자를 위한 영양치료계획 지침이 마련되었는데도, 임상현
장에서 영양관리가 아직 잘 시행되지 않는 [31] 이유로 의료인력의 문제와 영양에 대한 의료
진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32]. 본 연구결과도 보여주었듯이 칼로리와 단백질의 영양지원
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중환자가 모두 충족된 중환자보다 2.5배나 많았음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충족군에서의 ECMO와 인공호흡기 적용기간이 미충족군보다 

497https://doi.org/10.4163/jnh.2021.54.5.489

체외막산소화장치 적용 중환자의 영양지표 비교

https://e-jnh.org



유의하게 더 길었던 것은 총 재원기간과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충족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던 

것과 일관되는데, 이는 사망자가 8명의 충족군 중 2명인 반면 20명의 미충족군 중 13명이었
던 것과 관련 있다. 이는 칼로리 공급이 70% 이상 충족된 환자들에서 사망률 감소 경향을 보
인 Lee 등 [18]과 단백질 충족률이 70% 이상인 환자들에서 생존 기간이 길었다고 보고한 Kim 

등 [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 영양관리의 개선이 시급한 근거로 ECMO 개시일과 종료일에 각각 시행한 혈액검
사를 영양상태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개시일에 보여준 영양불량 저위험
군의 백혈구와 알부민 및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면서 고위험군의 비정상적 수치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반면에, 종료일에 나타난 저위험군의 각각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시일에 이미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
릿 수치는 종료일에 더 감소하여 두 시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 ECMO가 적용
되는 동안 고위험군은 물론 영양불량 위험이 낮았던 저위험군에서도 영양지표가 악화된 결
과는 적극적인 영양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최
소 2일에서 최대 44일까지 적용한 ECMO의 평균 기간은 12.09 ± 12.44일로 ECMO 개시일과 종
료일에 시행한 혈액검사 간격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이 동안 이들의 영양지표는 개선되지 않
고 악화되거나 불량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칼로리와 단백질 모두 충족한 환자들의 ECMO 

적용 기간은 평균 22.5일로 미충족군보다 길었고 인공호흡기 기간도 일관되게 더 길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영양공급률의 충족 기준을 70%보다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이들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으로 면밀한 평가와 영양지원 모니터링 및 

영양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에 기반한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이로써 ECMO 환
자를 위한 최적의 영양 처방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영양지표의 추이를 토대로 한 

평가는 영양지원 개시 시기와 방법 및 공급량을 교정해가는 탄력적인 개선 방안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ECMO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자
료를 조사한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로, 영양지원의 개시 지연 이유나 부작용의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의무 기록에서 수집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한 자료의 한계로 영양사가 수행한 

영양평가 결과만 얻을 수 있었을 뿐 평가 내용이나 도구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영양사에 의한 영양상태 평가분류와 NRS-2002에 의한 평가분류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영양지원 개시의 지연과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임상실무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NRS-2002라도 영양사의 영양평가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차후 보다 타당한 평가도구의 일원
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

본 연구는 부적절한 영양지원이 ECMO 환자의 영양상태 뿐만 아니라 사망률 등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ECMO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 초기부터 영양
상태가 이미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 위험군이었고, 재원기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되는 것
을 관찰하였다. 이는 ECMO 환자들이 가장 위중할 때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와 단백질의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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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특히 PN과 EN의 개시 시점이 영양관리지침의 

권고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ECMO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만 

아니라 공급한 영양지원에 대한 환자의 반응까지 고려한 영양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영양관리가 중환자 간호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영양사를 포함한 다학제간 접근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점차 증가하는 ECMO 적용 사례를 고려한다면,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
료 과정에 영양관리도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에는 전향적 무작위통제 연구로 

환자의 질환 유형이나 ECMO 배치형태에 따른 영양지원방법과 효과를 비교할 것을 제안한
다. 더 많은 대상자 수 확보를 위하여 여러 병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거나 환자 상태에 

따라 영양공급의 적정량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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