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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영양 요법
계봉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외과

Nutritional Support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Bong-Hyeon Kye
Department of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Underweight and specific nutrient deficiencies are frequent in adult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ren with IBD, particularly Crohn’s disease (CD) have impaired linear growth. Nutri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patients with IBD and nutritional problems. Enteral nutrition (EN) can reduce CD activity and maintain remission
in both adults and children. Given that the ultimate goal in the treatment of CD is mucosal healing, this advantage of EN
over corticosteroid treatment is valuable in therapeutic decision-making. EN is indicated in active CD, in cases of steroid intolerance,
in patient’s refusal of steroids, in combination with steroids in undernourished individuals, and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stenosis of the small intestine. EN should be the first choice compared to total parenteral nutrition. However, EN does not
have a primary therapeutic role in ulcerative colitis. In conclusion, it appears that the role of nutrition as supportive care in
patients with IBD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aim of this comprehensive review is to provide the reader with an update
on the role of nutritional support in IB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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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론

데, 이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과일이나 야채를 적게 섭취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의 발생

하는 이른바 ‘서구화된 식습관’ (Western diet)이 확산되면서

원인 중 유전적 요인은 역학적 연구에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IBD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에 근거를 둘 수 있다.4 장관의 내

서 빈도가 높고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빈도가 높

강은 외부로 섭취되는 음식과 다양한 세균총으로 구성된 유기

1-3

지 않다는 사실을 두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동양권에

체 집단을 포함하는 많은 외부항원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서의 급속한 증가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외부항원에 의한 장관의 손상이 IBD의 발병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5 따라서 IBD는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환자가 환경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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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IBD의 대표적인 질환은 크론병(Crohn’s disease)과 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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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ulcerative colitis)을 들 수 있다. 크론병의 경우 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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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형적으로는 대장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두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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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장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영양
요법에 대한 중요성이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에서 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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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더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의한 것인데 이러한 황화수소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직접적인 독

일 수도 있다.

성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며 장내에서 SCFA의 역할을 감소시켜

이번 종설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영양학적 관점에서 IBD의

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18-20

위험 요소와 IBD 환자의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의 결과를 돌아

Jowett 등21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관찰

보고 IBD의 치료에 있어 영양 요법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자

연구에서는 육류, 달걀, 단백질, 술 섭취량 등이 궤양성 대장염

한다.

의 재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붉은색의
육류와 가공된 육류의 섭취가 다른 육류 섭취보다 궤양성 대장

본

염의 재발과 강력하게 연관이 있으며 생선의 섭취와는 관련이

론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저자들 역시도 장내 황산염 농도의 증가
를 재발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Magee 등22에서도 궤

1.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과 영양
IBD의 발병기전에서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한 역학조사에서는 발생빈도의 증가는 적

양성 대장염의 활성도와 sulfite의 섭취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는 보고가 있는 상태이다.

어도 그 지역의 토착음식을 섭취하던 것에서 정제 및 가공된 식
품 일명 ‘Western diet’를 섭취하는 식생활의 변화가 부분적으

2.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영양상태와 연관된 임상적 특징

로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정제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에서 다양한 영양결핍 및 전해질

당분이나 지방성분은 IBD 발병과 연관이 있고 과일, 야채, 식이

장애 등의 임상적인 문제들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섬유 등은 크론병의 발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서는 질환의 심각도(severity)와 연관된 각각의 임상적 문제들

4,7

하고 있다.

지방성분 중 -6/-3 polyunsaturated fatty acid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 비율이 높은 음식의 섭취가 크론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으며,
섭취 음식 중 linoleic acid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

1) 활동기 크론병

게 되는 경우 궤양성 대장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

활동기 크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75% 이상 체중감소가 관

8

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물의 섭취 자체보다는 음식물 섭취에 의

찰되고, 50% 이상의 활동기 크론병 환자에서 섭취량 감소에 의

해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발병원인이 있다는

한 음성질소균형(negative nitrogen balance), 장내 손실의 증

관점이 보고되고 있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궤양성 대장

가,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한 이화작용 등을 겪는 것으로 보

염과 크론병 모두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예

고되고 있다.23-25 전해질 장애는 설사 등의 심한 정도와 관련이

라고 할 수 있다.9,10 여러 연구를 통해 음식물 섭취 양상과 장내

있지만, 대체로 체내 칼륨의 양이 감소하며, 마그네슘, 칼슘, 인

세균총의 변화에 대한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

등의 감소가 발생한다.26-29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장애로 인한 지

를 들면, 재배 농작물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Prevotella라는

방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타민 D의 감소가 50% 이상의 활동

균종과 연관이 있는데 이 균종은 아프리카 지방에서 IBD, 특히

기 크론병 환자에서 관찰된다. 비타민 K는 뼈 속의 미네랄 농도

크론병이 드문 지역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균종이다. Prevotella

감소와 연관이 있으며, 비타민 E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및 지질

와 연관된 균종은 섭취한 음식물 중 섬유질을 발효시키고 이를

농도와 연관되어 변화하게 된다.30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

통해 short-chain fatty acid (SCFA)의 장내 농도를 증가시켜

민 B12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말단 회장부의 침범 및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수술로 인한 말단 회장부 절제와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31

정하고 있다.11-14 반면에 지방성분이 높은 음식물의 섭취는 장

휴지기 에너지 요구량(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은

내 세균총에 변화를 유도하여 크론병 발병의 주된 요인인 장 투

염증의 심각도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전체 에너지 요구량(total

과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

energy expenditure)은 건강한 성인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15

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포화 지방 섭취를 통한 담즙 구성성분

25∼30 kcal/kg/day의 에너지 공급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32-34

의 변화가 황산염환원균(sulfate-reducing 세균)의 장내 농도

소아 및 청소년기 크론병의 경우 40% 이상에서 성장장애가

를 높여 장점막에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hydrogen sulfide)의

보고되고 있고 근육량과 체내 지방의 60% 이상의 감소가 보고

16,17

장내

되고 있다.35,36 이는 부적절한 영양 공급과 스테로이드 제제를

에서 황화수소의 주된 공급원은 육류와 같은 고단백질 음식에

이용한 치료에 따른 이차적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서 나오는 황함유아미노산(sulfur amino acid)의 세균 발효에

환자에서 진단 당시에 신장 및 성장 속도가 3% 백분위수 아래

양을 증가시켜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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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거의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장장애는

섭취 감소는 영양결핍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는 주

20%∼40%에서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최종 신장이 5% 백

로 만성 염증에 의한 것이거나,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37-39

분위수를 밑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있는 경우, 또는 의사나 환자에 의해 영양소의 일부분이 배제된
식이를 섭취하는 경우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점막에 발

2) 휴지기 크론병

생한 염증으로 인해 흡수 장애가 발생하거나, 수술로 인해 장의

대부분의 크론병의 휴지기에서는 정상적인 영양상태를 유지

길이가 단축된 경우, 점막에 발생한 염증으로부터의 손실이 증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macronutrients의 결핍은 드물다.

가하는 경우 영양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45-48 또한 수술이나

종종 스테로이드 치료에 이차적으로 골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

누공으로 인해 건강한 점막을 우회하게 되는 경우 흡수장애를

는데 이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는 칼슘과 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민 D의 공급이 추천되고 있다. 대체로 cholecalciferol 800∼

영양장애는 IBD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인해 유발되

1,000 IE/day와 ionic calcium 1,000 mg/day가 표준용량으로

기도 한다. Metronidazole은 주로 소화불량, 금속성 맛

40

추천되지만 흡수장애가 있는 경우 용량을 증량해야 한다.

(metallic taste) 및 식욕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sulfasalazine은 엽산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용혈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3) 궤양성 대장염

스테로이드는 칼슘 흡수 기전을 손상시키고 요중 칼슘 배출을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의 영양 장애는 주로 빈혈, 저체중이

증가시킨다. 또한 cholestyramine의 경우 지방, 칼슘, 지용성 비

나타나고, 특정 물질에 대한 결핍은 대부분 궤양성 대장염을 치

타민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49

료하기 위한 약제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궤양성 대
장염에서의 영양장애에 대한 보고는 드물지만 가장 흔히 관찰
되는 것은 저체중 및 체중감소이며 이는 급성기 궤양성 대장염

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영양요법
영양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체계 손상은 치료 반응에 부정

28

이 심한 경우에 주로 관찰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약 37%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인 면과 인지 기능 등에

에서 철결핍성 빈혈(iron deficiency anemia)이 나타난다. 엽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개선시

결핍(folic acid deficiency)은 sulfsalazine 복용과 연관되어 나

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점막의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인

41-44

자로 여겨지고 있다.49 IBD에서의 영양학적 접근은 첫째로 영

타나게 된다.

Table 1은 IBD 환자에서 관찰되는 임상적 특징과 영양결핍
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양학적인 접근이 IBD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 영양장애를 개선
시키려는 목적의 부가적인 치료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둘째로
질환의 상태가 급성기인지, 휴지기인지, 수술 전 상태인지에 따

3.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영양결핍의 원인

라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셋째로 영양 공급은 경구영양을

IBD 환자에서 영양장애를 일으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시행할지, 정맥영양(peripheral nutrition)을 시행할지를 확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경구섭취 감소, 장관 내 손실,

하고, 넷째로 공급할 영양 성분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순서를 가

대사장애,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 약물 상호작용, 영양성분에 대

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크론병에서는 질

한 흡수장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구

환 치료 목적의 일차치료로 영양 공급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스테로이드 치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

Table 1. Clin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nutritional deficiencie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증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영양 공급이 일
차치료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가적인 치료로는

Clinical problem

Crohn’s disease

Ulcerative colitis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에서 영양결핍을 치료하기 위해

Weight loss (%)
Growth failure (%)
Pubertal delay (%)
Metabolic bone disease
Hypoalbuminemia (%)
Anemia (%)
Iron deficiency
Folic acid deficiency
Vitamin B12 deficiency

65∼75
25∼40
30
＋＋＋
25∼80
54∼80
25∼53
10∼62
3∼48

18∼63
5
20
＋
15∼50
66
81
30∼41
5

필요하고, 정맥영양보다는 경구영양요법이 더 효과적인 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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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있다. Table 2는 IBD 환자에서 영양요법의 치료
적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일차치료로서의 영양요법
(1) 활동기 크론병: 2006년에 발표된 유럽경장정맥영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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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herapeutic role of nutritional support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ctive
(induction of
remission)
Remission
(maintenance)
Perioperative
period

Crohn’s disease

Ulcerative colitis

Enteral nutrition can be used as a primary
treatment. Especially, in children with
Crohn’s disease is considered as the first
line therapy.
Enteral nutrition can be used for maintenance
of remission.

There are no clear evidences for nutritional support to be
helpful for the treatment in active phase or remission phase
of ulcerative colitis.

In patients with ileal Crohn’s disease, enteral
nutrition may reduce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recurrence.

Nutritional support, regardless of enteral nutrition or
parenteral nutrition, seems to be safe and helpful in aspects
of supportive care for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VSL#3 probiotic therapy can be used to treat and prevent
pouchitis.

ESPEN)의 진료지침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diet는 장내에서 소화가 필요 없는 이미 다 소화된 상태로 존재

성인환자에서 활동기 크론병에서 일차치료로 장관영양(enteral

하는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항원반응이 낮은 것으로 알

nutrition)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관에 염증성 협착이 있

려져 있다. Semi-elemental diet는 작은 펩타이드 성분과 oli-

는 환자뿐 아니라 영양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도 장관영양과 약

gosaccharides 또는 medium chain triglycerides (MCT) 등

물치료를 병합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소아 크론

이 포함된 식이를 말하며, polypermic diet는 단백질, 탄수화물,

병 환자에서 일차치료로서 장관영양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유

MCT와 long chain triglycerides (LCT), 비타민, 미량원소 등

하고 있다. 이는 소아 및 청소년기 크론병 환자에서 장관영양이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polymeric diet의 경우 높은 항원반응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줄이고, 복통 등의 증상을 줄이는 데에 긍

54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50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상식이

대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보면 활동기 크론병의 일차치료에서

에 더하여 tube feeding이나 경구영양보조제(oral nutritional

장관영양의 종류들간 치료 성적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55

supplement)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장관

Ludvigsson 등56은 체중증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소아

식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고려하여 한번에 모든 양을 투여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polymeric diet가 더 우수한

(bolus)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여(continuous tube feeding)

치료 성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영양성분 중 지방 조성

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경구영양보조제는 하루 600 kcal 정도

에 관하여는 고지방 성분과 저지방 성분 영양 요법이 활동기 크

까지 정상식이에 보조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며 더 높은 열

론병 환자의 치료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LCT의 조성에

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tube feeding을 권유하고 있다. 완전정맥

따른 결과에서도 치료효과에 차이가 없었다.55 최근 각광을 받

영양요법(total parenteral nutrition)은 활동기 크론병 환자에

아온 glutamine에 대한 연구 결과도 현재까지는 활동성 크론병

서는 그 효과가 장관영양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glutamine 함유 영양식이는 없

따라서 장관영양에 금기인 환자나 장관영양에 적응하기 힘든

으며 정맥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도 glutamine의 투여가 좋

51,52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활동기

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57,58

크론병 환자에서 장관영양의 작용기전은 장관의 투과성을 감소

(2) 휴지기 크론병: 장관영양으로 치료된 활동기 크론병의 경

시키고,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부하를 줄이고, 장의 연동 운동

우 1년 후 재발률은 약 25%∼42%, 스테로이드에 의해 치료된

및 소화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공생하는 미생물의 양을 줄임으

경우 약 17%∼67%로 보고되고 있다.37,59 Takagi 등60은 휴지

로써 장의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기 크론병 환자에서 half elemental diet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고, 염증매개물질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연구에서 정상식이를 진행한 휴지기 크론병 환자군과 900∼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장

1,200 kcal/day의 elemental diet와 정상식이를 혼합하여 시행

관영양은 음식물, 세균, 취약한 유전자 및 선천성 면역 반응등

한 휴지기 크론병 환자군의 비교를 통해 half elemental diet를

병리 기전의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치료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시행한 군에서 재발률이 낮았음을 보고하면서 휴지기 크론병에

53

할 수 있다.

서도 장관영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휴지기를 유지하는

현재까지 장관영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elemental,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Yamamoto 등61은 유사한 디

semi-elemental, polymeric formula 등이 있다. Elemental

자인의 연구에서 12개월째 내시경 소견과 interleukin (IL)-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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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6, TNF-의 결과를 바탕으로 휴지기 크론병에서 장관영양

크론병에서 수술 전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양부족을 치료하

을 시행한 환자에서 휴지기 상태가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

는 데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독성거대결장이나 천공 또는 대량

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말단 회장 주위에 발생한 크론병에 대해

출혈을 일으키는 심각한 IBD의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보조요법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고 휴지기에 있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으로 정맥영양이 사용될 수 있으며, 장관영양으로 불충분하거

하여 앞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장관영양을 보충

나 장관영양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관영양을 공급할 수

한 군에서 5년 재발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수

없는 경우 정맥영양이 보존적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관영

술로 유도된 휴지기에도 장관영양이 휴지기 유지에 도움이 될

양과 정맥영양을 시행할 때 glutamine나 -3 fatty acid 등의 특

62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별한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

(3) 궤양성 대장염: 급성 혹은 만성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서

태이다. Glutamine의 경우 장관영양과 정맥영양 모두에서 특

일차치료로서 영양 공급의 긍정적인 효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3 fatty acid는 크론병

바가 없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의 활성도(disease activity)에 영

환자에서 이론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 -3 fatty acid

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3 fatty acids, glutamine or bu-

가 풍부한 장관영양을 시행한 경우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

tyrate 등의 치료효과 역시 현재까지는 증명된 바가 없다. 따라

낸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변형된 지방과 TGF- 등

서 궤양성 대장염에서 일차치료로서의 영양치료는 현재까지 추

의 추가는 현재까지 추천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

50

50,65,66

다.

천되고 있지 않다.

(2) 성장장애: 크론병 환자에서 특히 소아에서 나타나는 성장
2) 보존적 치료로서의 영양요법

장애는 가장 심각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이다.

IBD 환자의 영양치료는 일차치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다양

10% 이내의 성장속도 감소는 심각한 영양장애를 의미하게 되

한 임상양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소아 크론병 환자에서는 적어도 4∼6주간 정상식

다. 앞서 언급했던 IBD 환자의 다양한 증상은 약물치료만으로

이에 약 1,000 kcal/day의 장관영양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불충분할 수 있다. 크론병 환자의 경

67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장관영양을 통해 모든 신체 구성요

우 영양부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면에서, 또한 소아 및 청소년

소의 호전을 보일 수 있으면 REE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 환자의 경우 성장과 발달의 향상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알려져 있다.68 하지만 정맥영양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성장장애

에서는 수술 후 임상경과의 호전을 위해 보존적 치료의 중요성

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장점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크론병

장관영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추천되고 있다.50

과 마찬가지로 영양부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면뿐 아니라 궤

(3) 수술 전후 영양공급: 수술 전 10% 이상의 체중감소, 18.5

양성 대장염의 근치적 수술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소장의

kg/m2 이하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3.0 g/dL 이하의

pouch와 관련된 합병증의 예방 측면에서도 보존적 치료는 반드

알부민 수치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과 연관이 있는 영양상태를

6,50

반영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다. IBD 환자에서 특화된 수술 전후

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영양부족(Undernutrition): 부족한 영양상태를 호전시키
기 위한 영양치료는 다양한 조성의 장관영양으로 시도되어 왔

의 영양치료는 없으며, 주로 일반적인 외과 수술에서 적용되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치료한다.69

으나 현재까지 특별히 추천되는 조성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까

(4) 미량원소(Micronutrients): 헤모글로빈 10 g/dL 이하의

지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elemental diet를 사용한 경우 pol-

경우 경구 철분 제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경구 철분

ymeric diet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IBD 환자

제제는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켜 IBD의 악

에서 보존적 치료로 elemental diet가 특별히 추천되지는 않고

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빈혈이 있는

63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polymeric diet가 추천된다. 유

IBD 환자에서는 철분 제제의 투여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

럽에서는 polymeric diet에 transforming growth factor

져 있다. 또한 철분제제의 투여를 통한 빈혈의 교정이 삶의 질

(TGF)-를 추가하여 proinflammatory cytokine mRNA를 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50 비타민 B12와 엽산

절하고 장점막의 치유를 호전시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의 결핍은 크론병 환자에서 말단 회장부의 침범 유무와 수술로

64

하였다. 또한 장관영양에 덧붙여 경구영양보조제를 추가하는

인한 제거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sulfasalazine

것이 영양부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하여 엽산의

50

도 있다. 정맥영양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한 궤양성 대장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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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를 방해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여 방법은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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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는 비경구 경로로 투여하며, 엽산의 경우 경구로 투여하게
53

된다. 크론병의 활성도가 높거나 지속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 젖당(lactose) 내성 및 젖당 함량이 낮은
식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비타민 D 및 칼슘 결핍이 나타날 수 있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D는 적어도 600∼800 IU/day를
70

유지하고 1,000∼1,500 mg/day의 칼슘 공급이 필요하다.

(5) Pouchitis: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시행되는 pouch 수술
이후에는 약 50%까지 pouchitis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epidemiology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Puerto Rico.
Inflamm Bowel Dis 2004;10(2):106-11.
2. Yang SK, Yun S, Kim JH, Park JY, Kim HY, Kim YH, et al.
Epidemiology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the SongpaKangdong district, Seoul, Korea, 1986-2005: a KASID study.
Inflamm Bowel Dis 2008;14(4):542-9.
3. Hou JK, El-Serag H, Thirumurthi S. Distribution and
manifestations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Asians,
Hispanics, and African Americans: a systematic review. Am J
Gastroenterol 2009;104(8):2100-9.

있으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로 metronidazole이나 ciprofloxacin

4. Amre DK, D'Souza S, Morgan K, Seidman G, Lambrette P,

등의 항생제가 사용된다.71 Pouchitis 환자에서 VSL#3 유산균

Grimard G, et al. Imbalances in dietary consumption of fatty

제제(probiotics)가 치료적인 측면과 예방적인 측면 모두에서
72

효과가 있음이 한 메타분석에서 보고된 바 있다.

(6) 증상에 따른 영양요법: 크론병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
관협착에 대해서는 섬유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섬유질 함량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고 장
관폐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광범위
소장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함량을 줄이는 것이 추천되

acids, vegetables, and fruits are associated with risk for Crohn's
disease in children. Am J Gastroenterol 2007;102(9):2016-25.
5. Chapman-Kiddell CA, Davies PS, Gillen L, Radford-Smith GL.
Role of diet in the develop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flamm Bowel Dis 2010;16(1):137-51.
6. Mowat C, Cole A, Windsor A, Ahmad T, Arnott I, Driscoll R, et al;
IBD Section of the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adults. Gut 2011;60(5):571-607.

며 설사나 소화장애 등의 증상에는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식

7. Reif S, Klein I, Lubin F, Farbstein M, Hallak A, Gilat T.

이와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

Pre-illness dietary factors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Gut

charides and polyols (FODMAPs) 함량이 낮은 저FODMAPs
식이가 추천된다.71 장피누공이 있는 환자에서는 장관영양을 시
행하여 누공을 통한 손실을 줄이고 미량원소를 보충하여 약
53,71

60% 환자에서 누공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다.

1997;40(6):754-60.
8. IBD in EPIC Study Investigators, Tjonneland A, Overvad K,
Bergmann MM, Nagel G, Linseisen J, et al. Linoleic acid, a
dietary n-6 polyunsaturated fatty acid, and the aetiology of
ulcerative colitis: a nested case-control study within a European
prospective cohort study. Gut 2009;58(12):1606-11.

결

론

9. Glassman MS, Newman LJ, Berezin S, Gryboski JD. Cow's milk
protein sensitivity during infancy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m J Gastroenterol 1990;85(7):838-40.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IBD 환자에서 영양치료 특히

10. Koletzko S, Sherman P, Corey M, Griffiths A, Smith C. Role of

장관영양은 손상된 영양상태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장관 면역

infant feeding practices in development of Crohn's disease in

기능을 조절하여 IBD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치료가 불가능한 크론병 환자에서 일차치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존적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childhood. BMJ 1989;298(6688):1617-8.
11. Wu GD, Chen J, Hoffmann C, Bittinger K, Chen YY, Keilbaugh
SA, et al. Linking long-term dietary patterns with gut microbial
enterotypes. Science 2011;334(6052):105-8.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IBD를 다루는 의료진은 일차치료로서 또

12. De Filippo C, Cavalieri D, Di Paola M, Ramazzotti M, Poullet JB,

한 보존적 치료로서 영양치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의 중

Massart S, et al. Impact of diet in shaping gut microbiota

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영양치료를 적

revealed by a comparative study in children from Europe and
rural Africa. Proc Natl Acad Sci U S A 2010;107(33):14691-6.

용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의 경과뿐 아니라 삶의 질에 좋은 영향

13. Flint HJ, Bayer EA, Rincon MT, Lamed R, White BA.

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대

Polysaccharide utilization by gut bacteria: potential for new

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IBD 환자에 대한 영양치료의 더 많은 역

insights from genomic analysis. Nat Rev Microbiol 2008;6(2):

할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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