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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tritional and clinical impact of parenteral nutrition (PN) depending on nutrition support team (NST) consultation for patients who have
undergone the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HSCT).

Methods : This was a retrospective study of adult patients who have undergone allogeneic HSCT June
2013 May 2017 and received PN for more than three day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if they had consultation on the NST; the Non-NST group (n=61) and the NST group (n=41). And
these two group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relative how the supply of PN impacts improvement of
nutritional status and clinical outcomes.

Result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age. Patients in the
Non-NST group had significantly fewer days of PN administration (p 0.001) and shorter length of hospital stay (LOS) (p=0.005). Subgroups were analyzed for patients with LOS less than 30 days. Comparing
LOS and days of PN administrat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on-NST group
(n=27), and the NST group (n=1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tritional supply, calories were similar
(p=0.775) and the amount of protei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ST group, 1.0±0.28 vs. 1.2±0.22
g/kg/day (p=0.032). Also, the ratio of non-protein calories to nitrog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0.014). Change in serum concentration of albumin during the PN administration period increased in
the NST group at -0.14±0.45 vs. 0.16±0.42 (p=0.082) but was not significant. Incidence of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neutropenic fever, sepsis, re-hospitalization and 100-day mortalit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ut time to platelet engraftment showed a more rapid trend in the NST group
(p=0.088).

Conclusions : The supply amount and proportion of protein in allogeneic HSCT patients administered
PN through NST consultation was high, and positively impacted the albumin nutrition status.

[Key words]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Nutrition support team, Parenteral nutrition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은 혈액암, 고형암, 유전 및 면역

disease, GVHD)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정맥영양
(parenteral nutrition, PN)이 필요하다.3),4)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다.1)-3) 조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경구 섭취 부

혈모세포이식의 유형은 크게 자가(autologous)와 동

족, 대사적 요구의 증가, 영양소의 흡수 불량 등으로 인

종(allogeneic)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동종 조혈모세

해 영양결핍상태에 빠지기 쉽고,1) 이는 임상적 결과에

포이식의 경우 환자의 비정상 골수를 사멸하고, 주입된

영향을 미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조혈모세포가 생착되도록 면역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다. 따라서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이식 전처치로 고용량 화학요법

NST)은 영양불량위험도 평가뿐만 아니라 이식을 받는

을 단독으로 또는 전신 방사선 조사와 함께 시행한

과정에서 영양공급을 위해 여러 시점에서 중재하며 더

1),2)

다.

이로 인해 점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심각

욱 주의를 기울인다.5),6)

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경구 섭취 및 위장관 흡수가 감

최근 외국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소하게 된다. 또한 이식을 시행한 후에는 심각한 점막

NST의 중재를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하게 PN이 투여

염, 위장관 감염,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된 경우 체중 감소 최소화, 재원기간 및 감염률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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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상태 및 임상적 결과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었다.3),7) 국내에서는 외과계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승인 하에 시행되었으며, 후향적 연구로 연구대상자에

NST 자문 순응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

대한 동의서는 면제되었다(IRB no. H-1708-132-

었지만,8)-10)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879).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

2. 조사방법

자를 대상으로 NST 자문 의뢰 여부에 따른 영양학적
및 임상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환자의 입원한 시점으로부터 이식 후 100일까

환자에서 PN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지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PN을 위

자 하였다.

해 NST에 자문 의뢰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NonNST군과 NST군으로 나누어 정맥으로 투여된 영양 공
급이 영양 상태 개선 및 임상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연구 방법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NST군”
은 PN 투여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PN을 위해 NST에 의뢰된 환자로 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의하였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4년 동안

PN에 대한 NST 자문은 일차적으로 약사가 수행하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만

으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영양지원을 위해“NST”
에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에서 PN을 최소 3일 이상 투

의뢰를 하고 영양 공급 방법을“PN”
으로 선택한 환자

여 받은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N 제제로

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환자의 임상

는 상품형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서울대

상태와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American Society for

학교병원 제제 TPN 또는 환자 개별조성 TPN (spe-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가이드

cial TPN, S-TPN)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경우는 제

라인11)에서 제시하는 HSCT 환자에서의 목표 요구량과

외하였다.

환자의 섭취량, 위장관 증상, 대사적 스트레스와 장기

1) 2회 이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기능 등을 고려하여 PN 공급 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2) A-cute lymphocytic leukemia (ALL), acute

최근의 수액 요법과 검사결과 수치 등을 고려하여 PN

myelo-blastic leukemia (AML), myelo-dys-

조성을 계획하였다. 약사 자문 이후 추가적인 내용에

plastic syndrome (MDS), severe aplastic ane-

대해 의사, 영양사, 간호사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대상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키, 체

mia (SAA), mixed phenotype acute leukemia

중, 체질량지수,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검색도구(Seoul

(MPAL) 이외의 기저질환을 지닌 경우
3) Human leucocyte antigen (HLA) type이 ≤
5/6,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trition Screening Index, SNUH-NSI)를 이용한 영양불량위험도,

8/10인 경우

4) 공여자가 자녀, 부모, 제대혈, 또는 미국계 외국인

PN 투여 시작 시점에서의 serum albumin 수치를 조
사하였다. 이식에 대한 정보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적

인 경우
5)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점에 심각한 기저 질환을

응증(기저 질환), 질환 상태, 이식원(peripheral blood,

지닌 경우(호흡기, 신기능, 간기능, 심장 기능, 면

bone marrow, cord blood) 그리고 기증자의 HLA

역학적 기능 장애 이력이 있는 환자)

typing을 파악하였다.
NST 자문 여부에 따른 PN으로 투여된 영양 공급을

6)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 이전에 PN을 투여한
경우

비교하기 위해 열량, 포도당, 단백질, 지방 공급량은

7) 외국인

PN 전체 투여 기간 동안의 평균 일일 공급량으로 kcal

8) 사망원인이 자살인 경우

/kg/day (열량), g/kg/day (단백질, 지방), mg/k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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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ASPEN 가이드라

3. 통계 방법

인 기준으로 목표 요구량(열량 30~35 kcal/kg, 단백
질 1.5 g/kg) 대비 투여된 공급량의 비율을 분석하였

연속형 변수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다. 체중은 이식 전처치를 시행하기 전 실제 체중 기준

따르는 경우 Student’
s t-test,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열량원의 비율을 비교해 보고

는 경우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였고, 범주

자 비단백열량대질소비(non-protein calorie/ nitro-

형 변수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s exact

gen, NPC/N), 포도당:지방 비율 또한 분석하였다. 비

test를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결과값은 평균±표

단백열량대질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준편차 또는 중위수(범위)로 표시하였고, 범주형 변수
는 빈도(%)로 표시하였다.

비단백열량대질소비(NPC/N)=(포도당 열량[kcal]+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0

지방 열량[kcal])/(단백량[g]/6.25)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PN 공급 현황으로 PN 투여 시작 시점(이식일 Day 0
기준), PN 투여 일수, PN 의뢰 사유, PN 제제 종류를

연구결과

조사하였다.
영양 상태 개선을 비교하기 위해 PN 투여 시작 시점

1. 연구 대상 환자

에서 중단 시점(Time 1), PN 투여 시작 시점에서 퇴원
1) 일반적 특성

시점(Time 2) 기간 동안의 체중 변화율(%), serum total
protein과 serum albumin 농도 변화(g/dL)를 분석하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였다.
임상적 지표로 재원기간, neutropenic fever 발생

2017년 5월 31일 사이에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여부, 패혈증 발생 여부, 백혈구 생착일, 혈소판 생착

만 19세 이상인 성인 환자는 총 309명이었고, 그 중 3

일,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

일 이상 PN을 투여 받은 환자는 208명이었다. 이 중

CSF) 투여 일수, 급성 이식편대숙주병(acute GVHD,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106명의 환자를 제외하였고, 대

aGVHD), 재입원율, 100일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상 환자는 총 102명으로 Non-NST군이 61명(59.8%),

Neutropenic fever 발생 여부는 절대호중구수(ab3

NST군이 41명(40.2%)이었다(Fig. 1). 연구 대상 환자

solute neutrophil count, ANC)가 500 cells/mm 미

102명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을 제외하고 키, 체

만이면서 액와체온계로 측정 시 37.5℃ 이상으로 체온

중, 체질량지수, 영양불량위험도, serum albumin은

이 증가한 경우, 패혈증은 PN 투여 시작 시점을 기준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으로 그 이후에 혈액 배양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 백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 질환 상태, 이식원, HLA

혈구 생착일은 3일 이상 ANC

9

5.0×10 /L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혈소판 생착일은 3일 이상 platelet
count

typing 등 이식에 대한 정보도 두 군간에 유사하였다
(Table 1).

9

20×10 /L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3) 재입원율, aGVHD 발생률은 이식 후

2) NST 자문 여부에 따른 임상적 지표 비교

100일 이상 생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재입
원율은 이식일 기준으로 100일 이내에 혈액종양내과로

Non-NST군과 NST군에서의 PN 투여 일수 및 재원

재입원한 경우, aGVHD 발생률은 이식 후 100일 이전

기간은 각각 13일(3~33일) vs. 22일(4~81일)(p

에 GVHD가 나타난 경우로 정의하였다.12) 전체 환자를

0.001), 32일(23~94일) vs. 41일(23~201일)(p=0.005)

대상으로 결과 변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재원기간 30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적 지표로 패혈증 발생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률과 100일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두 군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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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s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outcomes (n=102)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yr

Non-NST group (n=61)

NST group (n=41)

P-value

53(20~66)

46(20~68)

0.041

37/24(60.7/39.3)

24/17(58.5/41.5)

0.831

Height, cm

166.0±10.0

166.8±7.6

0.622

Weight, kg

66.5±11.3

64.4±15.2

0.469

BMI, kg/m2

24.0±2.8

22.9±4.2

0.145

Sex(Male/Female)

Risk of malnutrition

0.881

Low

12(19.7)

7(17.1)

Middle

28(45.9)

18(43.9)

High

21(34.4)

16(39.0)

3.69±0.44

3.63±0.58

Serum albumin, g/dL
Disease

0.319
0.634

ALL

14(23.0)

14(34.1)

AML

28(45.9)

13(31.7)

MDS

14(23.0)

11(26.8)

SAA

2(3.3)

1(2.4)

MPAL

3(4.9)

2(4.9)

61(100)

41(100)

Transplantation source
PB
Donor HLA typing
Full match

0.275
48(78.7)

30(73.2)

1 locus mismatch

7(11.5)

9(22.0)

2 loci mismatch

6(9.8)

2(4.9)

Disease status (n=74)

(n=45)

(n=29)

CR1

37(82.2)

23(79.3)

CR2

5(11.1)

5(17.2)

3(6.7)

1(3.4)

Clinical outcomes

Persist/relapse

Non-NST group (n=61)

NST group (n=41)

Duration of PN, days

13(3~33)

22(4~81)

Length of stay, days

0.655

P-value
0.001

32(23~94)

41(23~201)

0.005

Sepsis

8(13.1)

13(31.7)

0.023

100 days mortality

1(1.6)

7(17.1)

0.007

Non-NST group (n=59)

NST group (n=34)

P-value

Re-hospitalization

17(28.8)

15(44.1)

0.135

Incidence of aGVHD

32(54.2)

19(55.9)

0.87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 median (range), or number (%). NST=nutrition support team; BMI=body mass index; ALL=acute lymphocytic leukemia; AML=acute myeloblastic leukemia; MDS=myelo-dysplastic syndrome; SAA=severe aplastic anemia; MPAL=mixed phenotype acute leukemia; PB=peripheral
blood; HLA=human leucocyte antigen; CR=complete response. Malnutrition risk is determin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trition Screening Index, SNUH-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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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gorithm of subjects’selection
HSCT=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PN=parenteral nutrition; ALL=acute lymphocytic leukemia; AML=acute myeloblastic leukemia; MDS=myelo-dysplastic syndrome; SAA=severe aplastic anemia; MPAL=mixed phenotype acute leukemia; HLA=human leucocyte antigen; NMDP=national marrow donor
program; LOS=length of stay; NST=nutrition support team.

13.1% vs. 31.7%(p=0.023), 1.6% vs. 17.1%(p=0.007)

었다. Non-NST군과 NST군 각각의 연령은 56세

로 NST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27~64세) vs. 52세(21~68세)(p=0.071)이고, 성별은

이식 후 100일 이상 생존한 93명을 대상으로 재입원

남자 12명(44.4%) vs. 6명(54.5%), 여자 15명(55.6%)

율, aGVHD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Non-NST과 NST

vs. 5명(45.5%)(p=0.572)이었다. 체질량지수는 두 군

군에서 각각 28.8% vs. 44.1%(p=0.135), 54.2% vs.

에서 각각 23.4±2.9 kg/m2 vs. 21.2±4.6 kg/m2 (p=

55.9%(p=0.878)로 NST군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

0.15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영양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요 임상적 지표를 비교해 보

검색도구인 SNUH-NSI를 이용하여 영양불량 정도를

았을 때 NST군에서 중증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평가한 결과, Non-NST군과 NST군에서의 영양불량

(Table 1).

위험도는 저, 중, 고 순으로 각각 25.9%, 48.1%,
25.9% vs. 0%, 54.5%, 45.5%(p=0.165)로 통계적으로

2. 하위 집단 분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NST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영양불량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았다. PN 투여

1) 일반적 특성

시작 시점에서의 serum albumin은 두 군에서 각각
3.78±0.39 g/dL vs. 3.54±0.44 g/dL (p=0.116)였

재원기간이 30일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위 집단

고, 기저질환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40.7% vs.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대상 환자 수는 총 38명으로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적인 특성에

Non-NST군은 27명(71.1%), NST군은 11명(28.9%)이

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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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s characteristics of subgroups (n=38)
Baseline characteristics

Non-NST group (n=27)

NST group (n=11)

P-value

56(27~64)

52(21~68)

0.071

12/15(44.4/55.6)

6/5(54.5/45.5)

0.572

Height, cm

163.8±9.1

165.2±6.3

0.629

Weight, kg

62.8±9.2

58.3±14.8

0.372

2

23.4±2.9

21.2±4.6

0.158

Age, yr
Sex(Male/Female)

BMI, kg/m

Risk of malnutrition

0.165

Low

7(25.9)

0(0)

Middle

13(48.1)

6(54.5)

High

7(25.9)

5(45.5)

3.78±0.39

3.54±0.44

Serum albumin, g/dL
Disease

0.600

ALL

5(18.5)

4(36.4)

AML

11(40.7)

5(45.5)

MDS

10(37.0)

2(18.2)

1(3.7)

0(0)

27(100)

11(100)

MPAL

0.116

Transplantation source
PB
Donor HLA typing
Full match

0.599
23(85.2)

9(81.8)

1 locus mismatch

2(7.4)

2(18.2)

2 loci mismatch

2(7.4)

0(0)

(n=17)

(n=9)

CR1

15(88.2)

7(77.8)

CR2

2(11.8)

2(22.2)

Disease status (n=26)

0.5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median (range)
NST=nutrition support team; BMI=body mass index; ALL=acute lymphocytic leukemia; AML= acute myeloblastic leukemia; MDS=myelo-dysplastic syndrome; MPAL=mixed phenotype acute leukemia; PB=peripheral blood; HLA=human leucocyte antigen; CR=complete response.

2) NST 자문 여부에 따른 PN으로 투여된 영양 공급
비교

(4~29일) vs. 14일(4~26일)(p=0.278)이었고, PN 투
여 시작 시점은 이식일로부터 0일(-7~11일) vs 2일(6~9일)(p=0.52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Non-NST군과 NST군에서의 PN 투여 일수는 9일

- 468 -

두 군에서 PN으로 투여된 영양공급량을 비교한 결

배혜정, 이소민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다학제적인 영양집중지원팀 자문을 통한 약사 기반 정맥영양 관리의 영양학적 및 임상적 영향

Table 3 Daily delivered nutrition amount and macronutrient ratio
Total group, N=102

Non-NST group (n=61)

NST group (n=41)

P-value

Calories (kcal/kg/day)

26.5±5.75

24.1±5.97

0.046

Protein (g/kg/day)

0.99±0.27

1.05±0.22

0.205

Lipid (g/kg/day)

0.59±0.43

0.60±0.26

0.824

GIR (mg/kg/min)

2.94±0.95

2.47±0.87

0.014

NPC/N

148.0±32.8

122.2±38.4

73.9±18.3 : 26.1±18.3

69.6±12.2 : 30.4±12.2

0.158

Non-NST group (n=27)

NST group (n=11)

P-value

27.8±6.08

27.3±6.32

0.775

1.0±0.28

1.2±0.22

0.032

Lipid (g/kg/day)

0.56±0.43

0.63±0.23

0.775

GIR (mg/kg/min)

3.2±1.07

2.9±1.1

0.339

153.1±40.2

120.3±28.2

0.014

75.9±17.5 : 24.1±17.5

70.6±11.0 : 29.4±11.0

0.590

CHO : Lipid

Subgroup, N=38
Calories (kcal/kg/day)
Protein (g/kg/day)

NPC/N
CHO : Lipid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ST=nutrition support team; NPC/N=non-protein calorie/nitrogen; CHO=carbohydrate; GIR=glucose infusion rate

과, 하위집단 분석에서 열량(kcal/kg/day)은 Non-

3) NST 자문 여부에 따른 영양 상태 개선 비교

NST군에서 27.8±6.08, NST군에서 27.3±6.32로 유
사하였고(p=0.775), 단백질 공급량(g/kg/day)은 1.0±

영양 상태 개선 지표로 PN 투여 기간(Time 1)과 투

0.28 vs 1.2±0.22(p=0.032)로 NST군에서 통계적으

여 시작 시점에서 퇴원 시점 기간(Time 2) 동안의 체중

로 유의하게 많았다(Table 3). 열량원의 비율에서는 비

변화율(%), serum total protein과 serum albumin

단백열량대질소비(NPC/N)가 153.1±40.2 vs 120.3±

농도 변화량(g/dL)을 분석한 결과, 하위 집단 분석에서

28.2(p=0.01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SPEN 가이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드라인 기준으로 단백질 요구량 대비 투여된 비율이

PN 투여 시작 시점에서의 albumin 수치와 중단 시점

Non-NST군은 67.4%, NST군은 79.3%로, NST군에

에서의 albumin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PN 투여

서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았다(p=0.032).

기간(Time 1) 동안에 serum albumin 농도 변화량이

한편, 전체 환자 대상으로 PN으로 투여된 영양공급

Non-NST군은 -0.14±0.45 g/dL로 감소한 반면,

량을 비교한 결과, Non-NST군에서 열량 공급량이 높

NST군은 0.16±0.42 g/dL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

았고(p=0.046), 포도당 투여속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

로 유의성은 없었다(p=0.082).

타났다(p=0.014). 단백질 공급량은 NST군에서 높은

한편, 전체 환자 대상으로 영양 상태 개선을 비교하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비단백

을 때 체중 변화율, serum total protein과 serum

열량대질소비는 148.0±32.8 vs 122.2±38.4(p

albumin 농도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0.001)로 NST군에서 현저하게 단백질 비율이 높았다.

Time 2 체중 감소율이 하위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
으며, serum albumin 농도는 하위 집단 분석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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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weight and serum concentration of total protein and albumin
Total group, N=102

Non-NST group (n=61)

NST group (n=41)

P-value

Time 1

0.14±3.98

-0.10±6.66

0.842

Time 2

-2.94±4.65

-1.72±7.35

0.349

Time 1

0.21±0.79

0.027±0.98

0.288

Time 2

0.44±0.85

0.11±1.03

0.083

Time 1

-0.23±0.43

-0.33±0.68

0.393

Time 2

-0.10±0.44

-0.30±0.69

0.105

Non-NST group (n=27)

NST group (n=11)

P-value

Time 1

0.93±2.33

0.20±4.09

0.704

Time 2

-0.56±3.00

-0.48±4.03

1.000

Time 1

0.20±0.7

0.49±0.8

0.505

Time 2

0.43±0.70

0.35±0.78

0.546

Time 1

-0.14±0.45

0.16±0.42

0.082

Time 2

-0.33±0.48

0.055±0.46

0.874

Weight (%)

Serum total protein (g/dL)

Serum albumin (g/dL)

Subgroup, N=38
Weight (%)

Serum total protein (g/dL)

Serum albumin (g/dL)

Time 1=During PN administration; Time 2=Period from PN administration to discharge.

달리 NST군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보이지 않았다. 백혈구가 생착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G-CSF 투여 일수는 두 군에서 유사하였고, 혈소판이

4) NST 자문 여부에 따른 임상적 지표 비교

생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Non-NST군이 11.4±1.82
일, NST군이 10.6±2.29일로 NST군에서 혈소판 생착

두 환자군에서의 임상적 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이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p=0.088).

Table 5와 같다. Non-NST군과 NST군의 재원기간은
27일(23~30일) vs. 28일(23~30일)로 유사하였다.

고찰

Neutropenic fever와 패혈증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식 후 100일 이상 생존한 37명

조혈모세포이식의 단기 및 장기 결과는 조혈모세포

을 대상으로 Non-NST군과 NST군에서의 aGVHD

이식의 적응증, 이식 시점에서의 질환 상태, 줄기 세포

발생률(50.0% vs. 72.7%, p=0.285)과 재입원율(34.6%

이식의 유형(자가 또는 동종), HLA 일치 정도, 줄기 세

vs. 54.5%, p=0.295)을 분석한 결과 또한 유의한 차이

포 이식원(peripheral blood, bone marrow,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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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inical outcomes of patients(n=38)
Non-NST group (n=27)

NST group (n=11)

p-value

27(23~30)

28(23~30)

0.751

Neutropenic fever

19(70.4)

9(81.8)

0.690

Sepsis

4(14.8)

1(9.1)

1.000

Incidence of aGVHD* (n=37, 26/11)

13(50.0)

8(72.7)

0.285

Re-hospitalization* (n=37, 26/11)

9(34.6)

6(54.5)

0.295

1(3.7)

0(0)

1.000

Time to WBC engraftment, days

11.7±0.99

11.7±1.35

0.201

Time to Platelet engraftment, days

11.4±1.82

10.6±2.29

0.088

Administration days of G-CSF

9.4±1.63

10.2±1.78

0.179

Duration of hospital, days

100 days mortality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median (range)
* Patient who lost 100 days of follow-up to death (n=1)
NST=nutrition support team; aGVHD=acute graft versus host disease; WBC=white blood cell;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blood), 환자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의뢰가 되면서 NST군에서 더 중증도가 높은 양상을

받는다. 또한, 이식 하기 전과 이식 과정 중의 영양 상태

나타내었다. 실제로 NST군에서 PN 의뢰 사유를 분석

불량은 이식 결과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 결과, 간기능 검사 수치 상승, GVHD, cytomega-

알려져 있으며, 이는 영양 공급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lovirus gastritis, typhilitis 등 합병증으로 인해 의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5),11),13) 본 연구에서는 NST

되는 비율이 19.5%를 차지하였으며, 단순한 경구 섭취

자문 의뢰 여부에 따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불량으로 의뢰된 비율이 80.5%이었다. 그리고 PN 제

의 PN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영양 상태 및

제 종류 또한 Non-NST군은 모두 상품형 TPN(100%)

임상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을 투여한 데 비해 NST군은 상품형 TPN(74%), 병원

HLA typing 일치 정도가 높은 형제로부터 이식 받은

제제 TPN(11%), S-TPN(15%)로 개별화된 조성의 비

환자가 비혈연 또는 불일치한 공여자로부터 이식 받은

율이 높았다.

환자보다 더 이식 결과가 우수하여,14) 조혈모세포이식

그리하여 두 군의 중증도를 유사하게 하여 비교가능

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유사하게 하고자 자녀,

성(comparability)을 높이기 위해 재원기간이 30일 이

부모로부터 이식 받은 환자, HLA typing 일치 정도가

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위 집단 분석을 시행하였고,

떨어지는 공여자로부터 이식 받은 환자를 제외시켰으

그 결과 PN 투여 일수 및 재원기간이 유사하게 나타났

며, 이식의 기저질환, 이식 시점에서의 질환 상태, 줄기

다. 하위 집단 분석 시, Non-NST군과 NST군에서 PN

세포 이식원, HLA typing 일치 여부 등은 두 군에서

으로 공급된 단백질의 양(g/kg/day)이 각각 1.0±0.2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s 1.2±0.22(p=0.032)로 NST군에서 유의하게 공급

PN을 3일 이상 투여 받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

량이 많았고, 비단백열량대질소비를 나타내는 NPC/N

석한 결과, 재원기간 및 PN 투여 일수가 NST군에서

비율이 각각 153.1±40.2 vs 120.3±28.2(p=0.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고, 패혈증 발생률, 100일

NST군에서 유의하게 낮아, NST군에서 단백질을 보다

사망률 또한 NST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충분히 공급하고 전체 열량원 중 단백질의 비율이 높

전체 연구 대상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유사하였으나,

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공급

이식 후 합병증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NST에 자문

량 분석에서는 Non-NST군에서 포도당의 공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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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전체 열량 공급량도 높게 나타났으며, 비단백열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량대질소비는 하위 집단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NST군

한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위한 이상적인 영양 평

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중

가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 조혈모세포

증도로 인해 NST군에서 충분한 열량 공급에 제한이

이식 환자에서 체중 감소는 임상적 결과에도 악영향을

있었으나 열량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단백질의 비율을

미치고, 비재발 사망률(nonrelapse mortality)의 위험

높여 NST 중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11) 본 연

ASPE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백질의 요구량은 이

구는 단일 기관 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검색도구

식 후 첫 3개월 동안 1.5g/kg 수준이며,15) NST군에서

인 SNUH-NSI를 이용 영양불량위험도를 평가하였고,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등도 또는 중증의 영양불량을 보인 환자가 상당수 포

은 환자의 체내 단백질, 열량, 미량원소의 대사에 크게

함되어 있었다. 체중 변화율 분석 결과 PN 투여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음의 질소 평형(negative nitrogen

는 두 군에서 모두 체중을 유지하였지만, PN 투여 시

balance)이 이식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

작 시점에서 퇴원 시점 기간 동안의 체중 변화율은 두

저 질환, 이식 전처치, 패혈증과 GVHD와 같은 이식

군에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조혈모세포

후 합병증, 설사로 인한 장 손실, 그리고 골격근의 이화

이식 환자에서 체중 감소는 이식하는 과정에서 스트레

16),17)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식하는 과정에

스로 인한 증가된 이화작용, 생화학 매개 변수의 변화

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화 작용과 질소밸런스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흔하게 나타나며, PN의 주요 목적은 체중

18)

성 때문에 단백질의 공급이 중요하다.

감소를 최소화하고 특정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장벽

본 연구의 하위 집단 분석에서 PN 투여 기간 동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3),21) ASPEN 가이드라인

serum albumin 변화량이 Non-NST군은 -0.14±

에서는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7~14일 정도 장기간에

0.45 g/dL로 감소한 반면, NST군은 0.16±0.42 g/dL

걸쳐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나 흡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

로 증가하였다. 이는 Mousavi 등7)의 연구에서 NST를

상되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영양 보조를 시행하

통해 PN을 시행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PN 투

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1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영

여 기간 동안에 albumin 수치가 상승하였다고 보고한

양불량위험도가 높고 재원기간 중 체중 감소가 흔하게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NST군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나타나므로 NST를 통한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

공급함으로써 albumin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로 사료된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환자 대상 분석에서 NST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단일 기

과 Non-NST군 모두 albumin 수치가 감소한 것은 대

관의 후향적 연구로 NST군을 PN 투여 기간 동안에

상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PN 투여를 위해 1회 이상 NST에 의뢰된 환자로 정의

임상적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Tavakoli-Arda-

하였고, 이로 인해 NST 회신대로 적용 되지 않은 환자

kani 등3)의 연구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도 NST군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PN 시작 시점

개별화된 정맥영양 투여 시 혈소판 생착이 유의하게 빠

이후에 NST 회신내용이 반영되어, NST의 중재 효과

르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

가 PN을 투여하는 전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

연구와 유사하게 S-TPN 비율이 높았던 NST군에서

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구 섭취량 기

혈소판 생착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은 경향을 보였다.

록이 미비하여 경장영양을 포함한 전체 영양 공급량을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이식 후 합병증을 동반한

지 않았을 때 조혈모세포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

환자가 다수 NST에 의뢰되어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19)

타났고, 골수이식 환자에서 예방적인 TPN 투여로 충

임상적인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중증도 측면에서 환자

분한 영양을 공급하였을 때 생착이 빨랐다는 보고도 있

구성의 이질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하위 집단 분

20)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로 할 때 동종 조혈모세포

석을 통해 두 군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적

이식 환자에서 적절한 영양 공급은 생착에 긍정적인 영

은 표본수로 인해 영양 상태 및 임상적 지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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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중재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associated with length of hospital stay in

그러나 본 연구는 PN으로 인한 영향 이외에 조혈모

pediatr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

세포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최대한 배제

tation patients administrating parenteral

시켜 NST 자문 의뢰 여부에 따른 영양 상태 및 임상적

nutrition. JKSPEN. 2011;4(1):1-6.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전문적인 영양지원의 필요성

3) Tavakoli-Ardakani M, Neman B, Mehdi-

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zadeh M et al. Clinical effect of individual-

에서 PN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ized parenteral nutrition vs conventional

기초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ethod in patients undergoing autologous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영양지원의 현
황을 파악함으로써 NST 자문 업무에 대해 점검할 수

hematopoietic SCT. Bone Marrow Transplantation. 2013;48(7):958-62.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종 조혈

4) Arends J, Bachmann P, Baracos V et al.

모세포이식 환자에서 영양 상태는 임상적 결과에 영향

ESPEN guidelines on nutrition in cancer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NST 활동을 통
해 영양불량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영양 관리

patients. Clin Nutr. 2017;36(1):11-48.
5) Fuji S, Einsele H, Savani BN et al. Systematic nutritional support in allogeneic hema-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recipients. Biol
결론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10):170713.

NST 자문을 통해 PN을 투여 받은 동종 조혈모세포

6) Verdi Schumacher M, Moreira Faulhaber

이식 환자에서 단백질의 공급량과 비율이 높았고,

GA. Nutritional status and hyperglycemia in

albumin 영양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NST

the peritransplant period: a review of asso-

의 중재 효과가 임상적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ciations with parenteral nutrition and clini-

못했지만, 혈소판 생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단축되

cal outcomes. Rev Bras Hematol Hemoter.

는 경향을 보였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단백

2017;39(2):155-62.

질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임상결과를 향상시키기 위

7) Mousavi M, Hayatshahi A, Sarayani A et al.

해서는 전문적인 영양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약사

Impact of clinical pharmacist-based par-

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종 조혈모

enteral nutrition service for bone marrow

세포이식 환자에서 영양불량위험도가 높고 체중 감소

transplantation patients: a randomized clin-

가 흔히 나타나므로 NST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

ical trial. Support Care Cancer. 2013;21(12):

고, 적절한 영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3441-8.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Jeong E, Jung YH, Shin SH et al.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nutri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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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trition Screening Index (SNUH-NSI)22)
Variable

R1

R2

R3

Appetite

Bad

-

Normal/good

Change of weight

Yes

-

No

-

Yes

No

Fluid diet

Soft blended diet or NPO

Normal regular diet

2.8~3.3

≥3.3

Difficulty in digesting
Diet type
Serum albumin (g/dL)

2.8

Serum cholesterol (mg/dL)

3

130

≥130

Total lymphocyte count (cells/mm )

800

800~1,500

≥1,500

Hemoglobin (g/dL)

-

Male 13.0

Male≥13.0

CRP (mg/dL)

-

1

≤1

Body mass index (kg/m2)

-

18 or ≥25

18~25

Age (y)

-

75

≤75

Status of malnutrition: P1=high risk group of malnutrition: (more than 2 of R1) or (1 of R1 and more than 2 of R2); P2=medium risk group of malnutrition:
(1 of R1) or (more than 2 of R2); P3=low risk group of malnutrition; the others.
R=risk factor; NPO=nothing by mouth; CRP=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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