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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회에서 NST-KSPEN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존의 NST 워크숍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두번째 NST 

학술대회에 여러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외래 기반 NST 활동과 특수 병동에서의 NST 활동, 그리고 NST 

QI 활동에 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COVID-19의 상황으로 인해 학술대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여러 연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열띤 토론의 장을 기

대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팀에서 참가와 토론에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알차고 유용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NST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상영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배재문

   NST 위원장 백무준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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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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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 

2007~2015.3 서울대학교병원 내과계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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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미 - 외래에서 NST 활동

장부전(intestinal failure, IF)은 소화기 상당 부분의 구조적, 기능적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SBS)은 장부전(IF)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장증후군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소장의 절제 범위와 남아 있는 소장 부위에 따라 다양하지만, 섭취된 총 칼로리

의 90%, 물과 전해질의 80%가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 길이의 소장이 절제되어 발생하는 단장증후군은 영

양소의 흡수 부족을 일으켜 심각한 영양 불량을 초래한다(Buchman, Scolapio, & Fryer, 2003; Jeejeebhoy, 2002). 

특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잦은 설사는 심각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저혈압, 쇼크 또는 급·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기 쉽다(Nightingale & Woodward, 2006; Pironi et al., 2012). 이에 단장증후군 환자들은 충

분한 영양 섭취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구 식사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히 충당하기 어려워 퇴원 후에도 지

속적으로 정맥수액(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Brandt et al., 2017). 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과 염분, 담석이나 요석 발생률 증가, 마그네슘, 칼슘, 알부민 등의 필수 미량원소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학

적 및 대상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Nightingale & Woodward, 2006), 면역력의 저하, 기저 질환의 합병증 발생

률 또한 높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치료 받지 못할 경우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장증후군 환자의 약 

3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ironi et al., 2012). 

단장증후군의 완치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보조적인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Lee, 2012). 그 중,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장재활(intestinal rehabilitation)

을 통한 장 적응(bowel adaptation)이 있다(Abu-Elmagd et al., 2005; Jeppesen & Mortensen, 2003; Neelis et 

al., 2016). 장 재활의 최종 목표는 영양 불량 상태를 해결하고 정맥수액(TPN) 없이 경구 식사만으로 일상 생활이 가

능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나, 장 적응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의사, 간호사, 약사, 영

양사 등 여러 직종 간의 다학제적 협진을 통한 개인별 맞춤 영양 중재가 요구된다(Pironi, 2016; Staun et al., 2009). 

특히 장기간 가정 영양지원을 받는 단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연령, 질환, 재원 기간, 남은 장의 길이와 함께 가정영양

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집중지원팀의 유무가 중요한 예후인자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급성기를 지나 만성기에 가정영양지원을 통한 장적응을 기대하는 단장증후군 환자에서는, 경구 식사 상태 

평가와 함께 주기적인 전신 영양상태 평가, 적절한 정맥수액(TPN) 지원, 정맥수액(TPN) 사용에 따른 각종 전해질/

외래에서 NST 활동

설은미

서울대학교병원 간호팀

Session 1: Initiating NST activity for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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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미 - 외래에서 NST 활동

영양소의 부족과 과다에 대한 평가,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형 중재 및 의

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를 포함한 다학제적 영양집중지원 시스템이 요구되며 의료진 역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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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영양팀

학력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영양대학원

경력
CAREER

2018.12~ 의정부성모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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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은 -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허자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영양팀

Session 1: Initiating NST activity for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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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은 -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18

허자은 -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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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은 -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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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은 - 외래 기반의 NST를 위한 활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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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학력
Education

1990 한양의대 졸업 (의사면허번호 41847)

1998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 외과 전공의 수료  

(전문의 4116)

2000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  

상부위장관외과 연구강사

2001~2012 분당제생병원 상부위장관 외과

2012~현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 위장관외과

2015~현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과장

경력
CAREER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이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이사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보험이사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무임소이사

대한위암학회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보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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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 집중영양치료의 외래 진료 확대

집중영양치료의 외래 진료 확대

신동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Session 1: Initiating NST activity for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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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외과

학력
Education

2006 중앙대학교 졸업

경력
CAREER

2007~2011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외과 전공의

2011~2014 공군 군의관

2014~2017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전임의, 임상조교수

2018~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조교수

2019~ 대한화상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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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윤재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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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범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학력
Education

1998~200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2003~2005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외과학)

2011~2013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외과학)

경력
CAREER

2002.3~2003.2 충남대학교병원 인턴

2003.3~2007.2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레지던트

2010.5~2011.2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대장항문분과 전임의

2011.3~2012.2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소아외과 전임의

2017.8~2018.7 스탠퍼드 의과대학 Lucile-Packard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연수

2012.3~2013.2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진료교수

2013.3~2018.2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2018.3~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 외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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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Activity for Patients with 
COVID-19

박준범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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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학력
Education

1999.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2004.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원 외과학 의학석사

2008.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원 외과학 의학박사

경력
CAREER

1999.2~2000.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인턴 

2000.3~2004.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2004.3~2006.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임상강사

2009.5~2010.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 임상강사

2010.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2013.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임상조교수

2014.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외과 진료부교수

2015.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외과 부교수

2016.9~2017.8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호흡기 및 중환자의학과 연수

2021.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외과 교수

2021.4~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과장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편집위원회 이사,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 편집장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총무, 편집위원회 이사, 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편집장

대한중환자의학회 정보위원회 이사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교육이사

대한수술감염학회 중환자외상감염관리위원회 이사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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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care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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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아

서울한일병원  
영양팀

학력
Education

2009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경력
CAREER

2009~2010 고려대안산병원 영양팀 인턴수료 

2010~2011 고려대안산병원 영양팀 

2011~2014 안산한도병원 영양팀 

2014~현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영양팀 NST 전담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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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management 
in brain damage

곽보아

서울한일병원 영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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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팀

학력
Education

1997~2001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2017~2019 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 석사

경력
CAREER

2002~201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병동간호사

2012~2017 외과전담간호사

2017~2021 NST 전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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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의뢰 활성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선 활동

기남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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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학력
Education

1997.3~2001.2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2008.9~2013.8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대학원 임상영양학 석사

2021.3~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 박사과정

경력
CAREER

2001.2~2002.1 강남성모병원 수련직 수료

2002.1~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영양관리파트장 재직 중

2021.2~현재 대한비만학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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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based feed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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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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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학력
Education

2008 연세대학교 생물학 학사

2014 아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

경력
CAREER

2014 아주대학교병원 인턴

2015-2018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019-2020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학 임상강사

2020-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조교수

2020-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021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신생아분과 분과전문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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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consult in NICU

유영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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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경희대학교병원  
영양팀

학력
Education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박사

경력
CAREER

경희대학교부설 임상영양연구소 연구원

뉴욕비만영양연구소 박사후과정

경희의료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한양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임상영양학회 연수이사

Clinical Nutrition Research 편집위원

대한영양사협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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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영양치료료 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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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경희대학교병원 영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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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예수병원 간호팀
학력

Education

경력
CAREER

2008~2015 중환자실

2015~현재 NST전담근무



111

신현미1, 손복희2, 배유리2, 김유미2, 최지혜2, 김수진2, 이영재2 - 영양집중지원 의뢰환자의 경장영양중재 이행율

1. 활동의 필요성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은 입원환자의 적절한 영양지원을 위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다

학제 공동 회진을 통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영양요구량과 적절한 공급 방법을 결정하고, 영양중재계획을 담당의

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제시한 영양중재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의가 처방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며 지속해서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영양개선을 통해 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재원기간을 감소 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하는 팀이다. 영양지원 방법에는 경장영양과 정맥영양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경장영양공급은 정맥영양공급에 비해 보다 생리적으로 우월한 공급방법이고 경제적인 면에

서도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경장영양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충분

하게 공급되고 있는 경우와 정맥경장영양 공급이 과용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본원 NST에서는 담당의에게 제

언했던 경장영양공급과 관련한 중재 내용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

결방안을 연구하고 한다. 

2. 문제분석 및 목표

A. 문제분석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월 한달 동안 NST에서 회진한 전체 환자수 중에서 영

양중재 활동을 한 후 경장영양으로 이행한 환자수를 조사하여 이행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39명의 환자 중 

경장영양으로 이행한 환자수는 67명(48%)이며, 이행하지 못한 환자수는 72명(52%)로 분석되었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인결과도, 4-block matrix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문제-결과미반영, 환자측의 경장영양의 

거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영양집중지원 의뢰환자의 
경장영양중재 이행율

신현미1, 손복희2, 배유리2, 김유미2, 최지혜2, 김수진2, 이영재2

1전주예수병원 영양과, 2예수병원 간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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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표

경장영양중재 이행율을 60%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3. 개선활동

의사소통문제 및 환자측의 경장영양의 거부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NST 회신서를 작성한후 전산상으로 담당의에

게 알림내용을 보내어 고지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회신서 내용을 전달하였고, 둘째, NST 회진 후 

영양사가 환자를 재방문하여 환자에게 해당 변경 식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및 재교육을 통해 환자의 경장영양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4. 개선활동의 효과

6개월(3~9월기간)동안 개선활동을 한 후 재평가 한 결과 평균 58%로 증가되었으며(개선전 48%), 개선활동이 진

행된 마지막 2개월(8~9월) 동안에는 65%로 중재이행율 증가를 보였다.

5. 결론 및 향후 관리방안

사전조사 기간에 비교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한 후 경장영양의 이행율이 증가 되었다. 이와는 결과를 보인 이유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통하여 의료진과 환자간의 영양에 대한 공감대가 좀 더 형성되었고, 의료진에게 회신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요구에 대한 경장영양을 잘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

행율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영양과에서 보충식이가 포함된 식이개발을 

하였고 경장영양에 대한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경장영양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이행율 높이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지혜 - 영양집중지원 의뢰환자의 경장영양중재 이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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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양팀

학력
Education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

경력
CAREER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임상영양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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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집중지원 서비스 제공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활동

강내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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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1.2 µm IV NLF FILTER FOR
PAEDIATRIC AND NEONATAL
PARENTER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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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0.2 µm IV NEO FILTER 
FOR CLEAR FLUIDS IN INFUSION 
THERAPY 







RKF-1000은 환자의 소화기관에 일정한 속도와 주입량으로 영양액을 주

입하기 위한 펌프입니다. 휴대가 가능하며,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24시간 

이상 환자에게 영양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전장

치 및 경보 발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장영양 주입 펌프입니다.

폐색(막힘) 감지

공기방울 검출 기능

배터리/어댑터 동작

로터리 펌프방식

자유 흐름 방지 장치

버튼 잠금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