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19), 제 36 권 제 1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6, No. 1, 88 ~ 96 (2019)
https://doi.org/10.32429/jkshp.2019.36.1.005

Original Article

NST에 의뢰된 저체중 환자군에서 입원초기 영양투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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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Refeeding syndrome (RS) can result from after nutrition is provided to patients with a
low nutritional status. RS is generally caused by electrolyte imbalances, such as hypokalemia, hypomagnesemia, and hypophosphatemia. RS can cause cardiovascular and nervous system side effects,
leading to death of the patient.

Methods : In this study, 27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our nutritional support team (NST) during
the 6-month study period were divided into a low weight group with BMIs less than 16 kg/m2 and a normal weight group (100 to 105% of standard weights). We evaluated the nutritional doses given to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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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at the time of initiation of parenteral or enteral nutrition and after three days, and compared the
degree of RS expression based on hematologic clinical results.

Results : Blood tests for phosphoru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ow weight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weight group (p=0.028). The caloric dose on the first day of the low weight group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 normal weight group (p=0.005).

Conclusions : The risk of RS was higher in patients with BMIs less than 16 kg/m2 who initially received
high-calorie nutritional doses of 80% or more of the required dose, than in patients with normal body
weights and calorie content below 50% of the required dose.

[Key words] Refeeding syndrome, Nutrition support, Low body weight

영양재개증후군(Refeeding syndrome, 이하 RS)은

으로 국내에서도 RS 발생 위험 군에 대한 추가적인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인산혈증 등의 전해질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NICE (National Ins-

불균형과 함께 수분의 균형 이상, 탄수화물과 단백질,

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Guide-

지질의 대사 이상, 비타민 부족 등의 임상현상을 나타

lines)에 따르면 RS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

내며, 이로 인해 심부전, 부정맥, 경련, 빈혈 과 같은 심

나로 입원 시 환자의 체중 상태를 중요한 위험지표로

혈관계, 신경계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어 심각한 경우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Body mass index (BMI) 16

1)

환자의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질환이다. RS

kg/m2 미만인 환자들에 대해 RS 발생 위험군으로 제

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포로 생활로 장기

시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

간 동안 굶주렸던 군인에게 다시 영양공급을 시행하자,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이하 NST)

당시 예상치 못했던 신경계, 순환기계 등의 심각한 이

에 의뢰된 환자 중 BMI 16 kg/m2 미만인 저체중 환자

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

군에서의 영양투여 후 혈중 전해질 농도의 이상 발생여

다.1)-3) RS와 관련하여 NCEPOD UK, 2010 (National

부 정도를 정상체중군 환자와 비교조사 하여, 저체중으

Confidential Enquiry into Patient Outcome and

로 인한 RS 발생 위험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

Death of the United Kingdom)에서 발표한 연구결

다.

과에 따르면 3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정맥영양 치료를
받았던 환자 877명 중 39.3%에서 대사적 이상이 발생

연구대상 및 방법

했으며, 저인산혈증(13.3%)과, 저칼륨혈증(8%), 저마
그네슘혈증(7%)이 관찰되었다.4) 또한, 의무기록을 조

1. 연구대상

사한 결과 전체 대상 환자 가운데 60%에서 RS의 위험
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50%에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NST에

서만 담당 의료진이 RS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

의뢰되었던 환자 2,7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BMI

었으며 모든 환자 중 14%에서 RS가 발생했다고 보고

값과 표준체중 대비 실체중의 비율(%)에 따라서 저체

4)

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5년도에 한 3차 병원에서 심

중군(실험군)과 정상체중군(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한 영양결핍이 있는 환자에게 정맥영양을 공급할 때 초

본 연구에서 저체중군은 NST 의뢰 당시 BMI 값이 16

기 투여량 증량 속도에 따른 RS의 발생비율에 대해 조

kg/m2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환자들을

사한 바가 있으나,5)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

RS 발생 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정상체중군은 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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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tudy

의뢰 당시 체중이 표준체중 대비 100~105%에 해당되

체중, BMI, 금식기간, 영양공급방법 등 기본 특성을 조

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사하였다. 또한, 입원 이후 영양을 투여하기 시작한 초
기 3일간의 일별 열량공급량 및 단백질공급량을 조사

2. 연구대상 제외 기준

하여 요구량 대비 투여 비율(%)을 비교분석 하였다. 칼
륨(Potassium, K), 마그네슘(Magnesium, Mg), 인

18세 미만인 환자, 체중 정보, 혈액검사 결과 등 기본

(Phosphorus, P)의 전해질 수치와 기타 혈액검사결과

조사기록이 누락된 환자, 경장∙정맥영양 투여 기간이

는 영양투여 시작 시점의 검사결과 값(pre)과 투여 후

7일 이내 환자, 경장영양만을 투여한 환자, 연구기간 내

3일이 되는 시점의 결과 값(post)을 조사하여 두 군 간

NST에 재의뢰된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영양 투여 후 7일간 동안
의 RS 관련 양상 발현 여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CHOSUN 2018-03-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해 후향적으로 자료

001-001).

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성별, 나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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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BMI 16 kg/m2
(n=12)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Male

10 (83.3%)

9 (60.0%)

Female

2 (16.7%)

6 (40.0%)

Age (years)

66.91±14.92

71.13±15.20

0.516

Height (cm)

165.91±9.14

160.60±11.19

0.200

14.33±1.59

21.98±0.63

NS, NR

0 (0%)

1 (6.7%)

GS, GE

4 (33.3%)

9 (60%)

HE

3 (25.0%)

1 (6.7%)

RP

4 (33.3%)

3 (20.0%)

NH, UR

1 (8.3%)

1 (6.75)

10 days

8 (66.7%)

13 (86.7%)

10 days≥

4 (33.3%)

2 (13.3%)

PN

5 (41.7%)

4 (26.7%)

EN+PN

7 (58.3%)

11 (73.3%)

Gender

2

BMI (kg/m )

Admission type

Duration of NPO

Methods for improving nutrition

p-value
0.236

0.001

0.447

0.357

0.448

BMI; body mass index, NS; neurosurgery, NR; neurology, GS; general surgery. GE; gastroenterology, HE; hematology, RP; pulmonology,
NH; nephrology, UR; urology

4. 통계적 분석방법

중군 범위를 벗어난 환자 2,182명과 18세 미만의 환자
및 체중기록이 누락된 환자 218명을 제외한 전체 조사

연구결과는 IBM SPSS statics (ver. 23)을 이용하여

대상군은 27명이었으며, 그 중 저체중군은 12명, 정상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값은 평균±표

체중군은 15명이었다. 조사결과 성별과 나이, 키, 입원

준편차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명목형 변수의 경

진료과, 금식기간, 영양투여방법 등에서는 두 군 간에

우 Fisher’
s exact test, 연속형 변수의 경우 Mann-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여 비

투여된 목표량 대비 칼로리 투여량의 비율은 입원 첫날

교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값이 0.05

의 비율(p=0.005)과 3일간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0.067)을 비교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저체중군이 정
상체중군보다 높았다(Table 2).

연구결과
2. 혈 중 칼륨(K), 마그네슘(Mg), 인(P)과 혈당 및 신기
1. 연구대상 환자의 특성

능, 간기능의 혈액학적 검사 수치 결과

연구기간 동안 본원의 NST에 의뢰되었던 환자는 총

혈당과 혈중 알부민수치, 간기능 검사 수치의 경우 영

2,756명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체중군과 정상체

양투여 전과 투여 후에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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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orie and protein dose ratio to target dose
BMI 16 kg/m2
(n=12)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p-value

Calories

81.31±41.26

42.81±20.95

0.005

Protein

71.05±53.50

37.76±27.28

0.059

Calories

74.76±34.84

49.56±20.49

0.067

Protein

59.23±45.76

46.44±19.50

0.548

(%)
1st day

Average for 3 days

Table 3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of glucose, albumin, BUN, sCr, ALT, AST between pre and post of
refeeding
Laboratory results
Glucose(mg/dL)

Albumin(g/dL)

BUN(mg/dL)

sCr(mg/dL)

ALT(U/L)

AST(U/L)

BMI 16 kg/m2
(n=12)

Pre

131.54±57.62

Post

121.80±71.66

Pre

3.03±0.64

Post

2.85±0.39

Pre

37.02±23.02

Post

17.28±9.01

Pre

1.41±1.19

Post

0.98±0.59

Pre

167.68±492.23

Post

56.15±80.65

Pre

223.10±508.95

Post

45.56±37.08

p-value
0.478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98.36±28.22

p-value

p-value

0.250

0.345

0.624

0.784

0.056

0.006

0.345

0.641

0.744

0.901

0.838

0.623

113.18±38.84
0.347

3.02±0.50
2.98±0.51

0.010

26.77±20.59
14.11±7.53

0.347

1.40±0.95
0.89±0.32

0.410

46.21±66.50
34.04±42.72

0.713

95.01±151.93
55.81±94.35

BUN; blood urea nitrogen, sCr; serum creatinine, ALT; alanine transamin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신기능 관련 임상검사 수치

치값을 심각도 정도에 따라 normal, mild, moderate,

중 BUN의 경우 두 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severe 네 단계로 구분하여 영양 투여 전과 후의 분포

감소하였다(Table 3). 칼륨(K), 마그네슘(Mg), 인(P)의

도를 비교한 결과는 저체중군에서는 특히 moderate와

혈 중 검사수치결과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모두 감

severe 그룹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고(p=0.051), 정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P) 수치를 제외한 값들은

상체중군은 주로 mild 그룹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P) 수치의 경우

나(p=0.918)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

저체중군에서 영양 투여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다(Table 5).

의하게 감소하였다(p=0.028)(Table 4). 혈중 인(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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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of potassium, magnesium, phosphorus between pre and post of
refeeding
Laboratory results
Potassium

Magnesium

Phosphorus

BMI 16 kg/m2
(n=12)

Pre

3.84±0.74

Post

3.64±0.82

Pre

2.27±0.60

Post

1.99±0.34

Pre

3.23±1.49

Post

2.08±0.80

p-value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4.08±0.91

0.671

p-value

p-value

0.486

0.473

0.367

0.060

0.285

0.034

3.73±0.59
1.93±0.27

0.378

1.88±0.24
2.56±0.78

0.028

2.45±0.58

Normal values of electrolytes; Potassum (3.5~5.0 mEq/L), Magnesium (3.5~5.0 mEq/L), Phosphorus (3.5~5.0 mEq/L)

Table 5 Comparison of laboratory severity results of phosphorus between pre and post of refeeding
Severity*

BMI 16 kg/m2
(n=12)

p-value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Pre

Post

Pre

Post

9 (75.0%)

3 (25.0%)

9 (60.0%)

5 (33.3%)

Mild

1 (8.3%)

2 (16.6%)

3 (20.0%)

6 (40.0%)

Moderate

1 (8.3%)

4 (33.3%)

1 (6.6%)

2 (13.3%)

Severe

1 (8.3%)

3 (25.0%)

2 (13.3%)

2 (13.3%)

Normal

0.051

p-value

0.918

9)

*Severity of serum phosphorus concentration (mg/dl); Normal (2.7 ), Mild (2.3-2.7), Moderate (1.5-2.2), Severe ( 1.5)

3. 영양 투여 시작 후 7일간 동안의 RS 관련 양상 발현

없었다(Table 6).

여부 비교 결과
고찰
입원 초기 영양 투여 시작 후 7일간 동안의 RS 관련
양상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체중군의 경우 근골

영양재개증후군(RS)은 장기간 금식 혹은 저영양상태

격계 7건(58.3%), 위장관계 6건(50.0%), 심혈관계 5건

에 있던 환자에게 초기에 빠른 속도로 영양을 투여할 때

(41.7%), 호흡기계 4건(33.3%) 등의 임상 양상이 관찰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NICE Guide-

되었으며, 정상체중군의 경우 위장관계가 11건(73.3%)

lines6)에서는 환자의 BMI가 16 kg/m2 미만인 환자들

으로 가장 많아 임상 양상의 발현에 차이를 보였으나,

에 대해 RS 발생위험군으로 제시하는 등 환자의 입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섯 종류의 부작용 양상에서 모두

초기 체중 상태에 대해서 중요한 위험지표 중 하나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인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초기 체중상태

다. 재원 기간의 비교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

를 기준으로 저체중 환자군과 정상체중 환자군으로 분

로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 재원 기간 중 사망한 환자는

류하여, 체중 상태에 따른 RS 양상 발생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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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inical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refeeding syndrome
BMI 16 kg/m2
(n=12)

100-105% of standard
weight (n=15)

p-value

Renal

2 (16.7%)

4 (26.7%)

0.662

Musculoskeletal

7 (58.3%)

3 (20.0%)

0.057

Neurology

2 (16.7%)

2 (13.3%)

1.000

Respiratory

4 (33.3%)

4 (26.7%)

1.000

Cardiovascular

5 (41.7%)

4 (26.7%)

0.448

Gastrointestinal

6 (50.0%)

11 (73.3%)

0.257

Length of hospital stay

28.9±21.2

17.7±10.38

0.103

0

0

-

Clinical manifestation8)

Death

Renal ; acute tubular necrosis, metabolic acidosis, Musculoskeletal; rhabdomyolysis, weakness, fatigue, muscle twitching, myalgia, diaphragm
weakness, Neurology; delirium, coma, seizures, tetany, Respiratory; hypventilation, respiratory distress, respiratory failure, Cardiovascular;
hypotension, ventricular arrhythmias, cardiac arrest, bradycardia or tarchycardia, Gastrointestinal; diarrhoea, nausea, vomiting, anorexia,
paralytic ileus, constipation, abdominal pain, loss of appetite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본원 NST에 의뢰된

중 상태가 혈중 전해질, 특히 인(P) 수치의 감소에 영향

환자들 중 연구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27명에 대해,

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RS에 대

2

BMI 값이 16 kg/m 미만인 환자들을 저체중군으로,

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표준체중 대비 100~105%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정상

있으나, 최근 Natalie 등의 연구결과에서 RS의 정의에

체중군으로 설정하여 두 군간 영양을 투여하기 시작한

대해 혈중 전해질 불균형을 주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시점과 그로부터 3일 이후의 혈액학적 임상결과 값을

고 보고한 바 있고,7) 저인산혈증의 경우 특히 RS 발생

바탕으로 RS 양상의 발현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의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영양 투여 후 7일간 동안의 RS 관련 양상 발현 여부를

와 같은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8) 그러나 본 연구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칼륨(K), 마

결과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점은 저체중군의 첫날

그네슘(Mg), 인(P)의 혈액 검사 결과 값 가운데 인(P)

열량 투여량이 정상체중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 검사수치결과가 저체중군에서 정상체중군 대비 통

의하게 높게 공급되었다는 점이다(p=0.005). 또한, 초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28), 칼륨(K)

기 3일 간의 열량 평균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과 마그네슘(Mg)의 경우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

았으나 정상체중군 대비 저체중군에서 공급량이 높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양투여 전과 후의 비

다(p=0.067). 윤정이 등5)의 연구에서는 정맥영양 투여

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당시 체중이 평소 대비 10% 이상 감소된 환자들을 대

(Table 4). 혈중 인(P) 검사 결과의 경우 심각도에 따라

상으로 초기 정맥영양 속도에 따라 대상군을 두 그룹으

normal, mild, moderate, severe 네 단계로 구분하

로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초기 정맥영양 공급 속도가

여 영양 투여 전과 후의 분포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높았던 그룹에서 저인산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 저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저체중군에서는 영

륨혈증의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저체중 환자

양투여 전과 비교하여 normal 그룹에서 moderate와

군에서의 초기 열량 투여량 및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severe 그룹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p=0.051)

강조한 바 있다. 두 군 모두 동일한 영양투여 양상을 보

(Table 5). 본 결과를 통해 BMI 16 kg/m2 미만의 저체

였다면 환자의 저체중 상태가 혈중 전해질 감소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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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mpirical treatment of hypophosphatemia9)
Severity of
hypophosphatemia

Serum phosphorus
concentration (mg/dl)

IV* phosphorus dose�
(mmol/kg)

Mild

2.3~2.7

0.08~0.16

Moderate

1.5~2.2

0.16~0.32

Severe

1.5

0.32~0.64

*IV:intravenous �These guidelines are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normal renal function. Patients with renal impairment should receive: 50% of
the intital empirical dose. Maximum infusion rate: 7 mmol phosphorus per hour. Potassium phosphate is preferred over sodium phosphate when the
serum potassium concentration is

4.0 mEq/L. �Adapted from the A.S.P.E.N adult nutrition support core curriculum 2nd edition

으로 보다 명확히 고려될 수 있으나, 본 결과에서는 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저체중 환자의

체중군에서 초기 열량 투여량이 높았던 점 또한 혈중

RS 발생위험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

전해질 수치의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입원 초기 영양 투여 시작 후 7일간 동안의 RS 관련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NCEPOD UK, 20104)의 연구

양상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두 군간에 통계적

에서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환자 가운데

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저체중군의 경우 근골격계와

60%에서 refeeding syndrome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

위장관계, 심혈관계, 호흡기기계 등의 순서로 임상 양

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50%(전체 대상환자의

상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정상체중군의 경우 위장관계

30%)에서만 담당 의료진이 RS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

임상 양상을 주로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RS 발생 위험 가능성이

서 관찰한 연구대상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의무기록에

높은 환자의 적절한 영양공급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인

관련 양상을 기록한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차이가 있

식 향상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을 수 있어 혈중 농도 분석의 결과보다는 신뢰도가 높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가 함께 참여하는 NST 활

다고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지만, 저체중군에서 주로

동에서 약사는 RS 위험군의 경우 입원 초기에 저인산

나타난 임상 양상들이 칼륨(K), 마그네슘(Mg), 인(P)

혈증과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등 RS 유발과 관

등의 혈 중 전해질 농도 감소로 인한 주된 부작용의 범

련 깊은 혈중 전해질 수치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위8)에 포함되어 있어 혈중 전해질 수치의 변화와 함께

필요함을 알리고, 혈중 검사 결과값이 영양투여 이전에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 양상에 대해서도 RS 발현에

이미 낮았거나, 영양 투여와 함께 감소한 경우 해당 전

대한 참고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질이 적절한 투여 방법 및 용량 9),10)으로 보충이 될 수

본 연구에서 RS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도는 조사하지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업무를 수행해야 하겠다(Table

못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입원 초기 영양투여

7). 더 나아가서는 RS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본 연구와

처방을 한 의료진들에게서 저체중 환자의 경우 보다 높

같은 객관적 비교연구 결과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은 칼로리를 공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최근 영

면, NST 구성원 및 실제 환자를 대하는 임상의사나 간

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 활동이

호사들에게 약사로서 보다 설득력있는 중재활동을 할

활성화 되면서 영양부족환자에게 적극적인 영양 투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체중환자에게 더 높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영양을 투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RS 위

후향적 연구라는 점과 연구제외 기준을 통해 선정된 실

험군에 대한 중요 모니터링 항목들인 혈중 칼륨(K)과

험군과 대조군의 표본 수가 27명에 불과해 보다 명확

마그네슘(Mg), 인(P) 등의 농도에 대한 검사가 충분히

한 통계적 분석이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저체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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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군에서 오히려 단위체중 당 높은 칼로리가 투여되는

2) Schnitker MA, Mattman PE, Bliss TL. A

등 칼로리 투여량이 정상체중군과 동일하지 않았던 점

clinical study of malnutrition in Japanese

또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 제외 기

prisoners of war. Ann Intern Med. 1951;

준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던 칼륨

35(1):69-96.

(K), 마그네슘(Mg), 인(P)의 혈액학적 검사 수치 값이

3) Crook MA, Hally V, Panteli JV. The impor-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아, 1차적으로 체중 값에 따라

tance of the refeeding syndrome. Nutrition.

추출된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의 표본 356명 중 조사

2001;17(7):632-7.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95명에 이르렀던 점이 본 연

4) Walmsley RS. Refeeding syndrome: Screen-

구에서 큰 한계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RS의 다른

ing, incidence, and treatment during par-

위험 요소인 입원 전 식이 상태와 최근 1~6개월 간의

enteral nutrition. J Gastroenterol Hepatol.

체중 변동 정도를 조사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라 하겠

2013;28:113-7.
5) 윤정이, 안혜진, 장형언 등. 자유연제: 심한 영양결

다.

핍증 환자에서 정맥영양제 투여 계획에 따른
결론

Refeeding syndrome의 발현 정도. 한국정맥경장
영양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109-10.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입원 시 BMI 16

6)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kg/m2 미만의 저체중 상태가 RS 양상을 유발하는 단

Nutrition support for adults. Clinical Guid-

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인

eline No. 32. London;National Collaborating

2

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BMI 16 kg/m 미만의 저체중

Centre for Acute Care (UK). 2006:1-176

상태이면서 초기부터 요구량 대비 80% 이상의 높은 열

7) Friedly N, Stanga Z, Sobotka L et al.

량을 투여한 환자의 경우 정상체중이면서 요구량 대비

Revisiting the refeeding syndrome: Results

50% 이하의 낮은 열량을 투여한 환자들 보다 인(P) 수

of a systematic review. Nutrition. 2017;35:

치를 중심으로 혈 중 전해질의 감소에 대한 영향이 크

151-60.

며, 이로 인한 RS 발생 위험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

8) Khan LU, Ahmed J, Khan S et al. Refeeding

다. 따라서 입원 초기 BMI 값이 16 kg/m2 미만인 저체

syndrome: A literature review. Gastroenterol

중 환자에게 영양을 투여해야 할 경우 RS 발생 위험군

Res Pract. [Internet]. 2011. Avaliable from:

임을 인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열량 투여량의

http://dx.doi.org/10.1155/2011/410971.

점진적 증량과 함께 적절한 전해질 및 비타민 투여를

9) Muller C, McClave SA, Schwartz DB et al.

통해 RS로 인한 심혈관계와 신경계 등의 여러 심각한

The A.S.P.E.N adult nutrition support core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curriculum 2nd ed. Silver Spring. 201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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