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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영양 요법 시 In-line Filter의 적용
김은정1,2, 설은미1,2
서울대학교병원 1영양집중지원팀, 2간호본부

In-line Filtration in Parenteral Nutrition
1,2

Eunjung Kim , Eun-Mi 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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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abnormalities and catheter-related infections are common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 (PN). Particulate
contamination is a catheter-related complication can occur when administering PN: mixing the electrolytes, trace elements, vitamins
into the PN, or puncturing a rubber stopper at the PN formulation. In addition, the aggreg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PN
solution by a drug incompatibility reaction could be related to particulate contamination. PN contaminated with precipitates,
insoluble particles, and bacteria was reported as the cause of the death of a patien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ommended
that the filters be used during PN administration. In-line filters can retain the bacteria and insoluble particles in PN solutions,
and prevent their infusion into the patient. Therefore, in-line filters are recommended to prevent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that can occur during PN infusion. A 0.2μ filter for lipid-free PN and a 1.2μ filter for lipid-containing PN solutions can be
used. On the other hand, when a filter is applied, the infusion rate can decrease and the economic burden will increase for
patients requiring long-term PN. In addition, small particles, such as viruses, polymers, and proteins cannot be filtered out completely.
In conclusion, in-line filers are recommended to prevent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that can occur during PN administration,
but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ized guidelines. Therefore, standardized guidelines will be needed based on evidence
accompanied by clinical trials. In addition, in-line filter applic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linical field depending on the
patient’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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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소, 세포 손상 예방, 면역 반응 조절 등의 임상적 예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1 영양지원 방법 중 정맥영양

병원 입원 환자에서의 영양지원(nutritional support)은 단순

(parenteral nutrition, PN)은 경구 혹은 경장영양(enteral nu-

한 영양 공급만을 위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사적 반응

trition)을 통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우선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PN 공급 시 대사적 이상 반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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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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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립자 오염(particulate contamination)이 있다.2-4 이는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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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고무 마개(rubber stopper)를 천자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

PN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카테터 관련 합병증의 하나로 미

생할 수 있다. 또는 약물 불화합 반응(drug incompatibilit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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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으로 인한 PN 제제의 구성 요소의 응집으로 인해 발생
5,6

dextrose concentration, pH of formulation, temperature of

이러한 미립자 오염은 체내 면역 반응을 교란하고,

formulation). 그중 PN 제제의 산도는 칼슘 및 인산염의 용해

모세혈관(capillaries) 밀도의 손실을 일으켜 혈액 순환을 악화

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도가 증가하면 자유 칼슘

가능하다.
6,7

이로 인하여 세동맥(small-diameter arterioles)과

이온(free calcium ions)과 결합이 가능한 이염기성 인산염

모세혈관의 기계적 폐색(mechanical blockage), 혈소판 활성

(dibasic phosphate)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이에 침전의 가능

화(activation of platelets), 폐쇄성 미세 혈전증(occlusive mi-

성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PN 혼합물의 산도를 낮추면 칼슘

cro-thrombi) 및 육아종 형성(granuloma formation)을 초래

및 인산염의 침전 가능성이 낮아진다.17 또한 칼슘 이온 및 인산

해 결과적으로 장기 손상(organ damage)을 일으킬 수 있다.2,8,9

이온의 농도는 침전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미량 원소의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미립자 오염으로 인한 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침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입 요법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

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침전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칼슘 및 인산

다.

염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18

시킨다.

인라인 필터(in-line filter)는 미립자(particle), 병원성 미생
물(pyrogens), 공기 등의 주입을 차단함으로써 부적합한 침전
10

2) 박테리아(bacteria), 미립자(insoluble particles) 등

물의 통과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여러 임상 연

PN 제제의 준비 및 관리 시 박테리아 감염 및 미립자 오염 등

구를 통해 인라인 필터 적용의 효과로 정맥염(phlebitis), 패혈

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필터 사용이 강조된다. PN 제제 투여

증, 혈전증, 장기 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 및 재원기

시 Staphylococcus epidermidis, Escherichia coli 및 Candida

11-14

하지만, 인라인 필터의

albicans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실리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필터 적용 시 주입 속도 저하, 비용적

오일(silicon oil), 셀룰로오스 섬유(cellulose fibers), 면

측면 등에서 임상적 한계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cotton), 미세 유리 입자(glass micro-flakes), 고무(rubber),

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인라인 필터 적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플라스틱 또는 금속(metal) 등의 미립자 물질들이 PN 제제 내

살펴보고, 필터 적용 효과 및 관련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

19
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 특히, 미립자 오염의 예로, 1977년 성

토하여 PN 적용 시 인라인 필터 사용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

인 PN 제제에서 2 m보다 큰 미립자 약 200만 개 이상이 발견

다.

된 사례가 있으며,10 2004년에는 성인 중환자에게 24시간 동안
공급된 PN 제제를 통해 2 m보다 큰 미립자 약 100개 이상이

본

주입된 사례가 확인되었다.13 이러한 미립자 오염은 눈, 폐, 신

론

장, 비장, 위장과 같은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20,21 10
∼12 m 정도로 크기가 큰 미립자는 폐에, 3∼6 m 정도의 미

1. 정맥영양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1) 약물 불화합 반응으로 인한 미세 침전물(calcium and
phosphate)

립자는 비장에, 그보다 크기가 작은 미립자는 전신 순환계
(systemic circulation)로 순환하게 되어 장기 섬유화(organ

PN 제제 내의 미세 침전물 형성은 비친화성 조합
(incompatible combinations)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

fibrosis)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터 사용이
필요하다.20,22

련하여 1994년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PN 제제 투여 시에 발생한 호흡곤란 및 사망 사례를 통해 인산

2. 인라인 필터 적용의 임상적 효능

칼슘 결정체와 같은 불용성 또는 불안정성 중간산물

1997년과 2000년 2차례에 걸쳐 인라인 필터의 정맥염 예방

(intermediate; calcium phosphate crystals)을 함유하고 있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prospective), 무작위 통제 임상

15,16

PN 제제 투여 시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 사례

시험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가 시행되었

에서는 환자의 부검을 통해 인산칼슘에 의한 확산성 미세혈관

다.23 항생제 또는 항암제를 투여 중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

폐색전(pulmonary embolism)이 확인되었다.

행된 이 연구는 인라인 필터 적용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연

이와 같이, 인산칼슘 용해도(solubility)는 PN 제제와 관련된

구한 결과 1, 2차 모두 인라인 필터 적용군에서 정맥염 발생률

주요한 문제이다. 몇 가지 요인들이 PN 제제 내의 칼슘 및 인산

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차: 5% vs. 31%; 2차:

염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amino acid concentration,

8% vs. 35%).

calcium and phosphate concentration, calcium salt form,

2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8세 미만 환자로 소아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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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pediatric intensive care unit)에 입실한 환자 중 PN을 시행

을 감소시키고, 일부 미생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한 2,5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RCT 연구가 시행되었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27 하지만,

14,20

그 중 입실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환자를 제외하여 총

아직까지 인라인 필터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권고안은 제시하

8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라인 필터 적용 효과를 비교한 결

지 않고 있으며, 대신 각 센터에서 인라인 필터 적용에 대한 평

과 인라인 필터 적용군(n=401)에서 혈전증, 패혈증, 급성간부

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결정을 내리도록 제안하고 있

전, 급성신부전, 급성호흡부전을 포함한 총 합병증 발생률과 전

다.

다.

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재원기간, 인공호흡기 적용기간 역시 인라인 필터 적
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인라인 필터 적용의 제한점
PN 적용 시 인라인 필터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임상적으로 적용 시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FDA와 정맥간호협회(Intravenous Nurses

첫 번째로, PN 제제 적용 시 필터 내 미립자의 응집으로 인해

Society)에서는 PN 제제 적용 시 인라인 필터 사용을 권장하고

정맥 주입 속도가 저하되어 정맥 주입 펌프(infusion pump)의

24

잦은 알람(alarm) 경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25 하지만, 이러한

있다.

알람 경고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징후 중

3. 국제 학술대회에서 제안하는 정맥영양 적용 시 인라인

25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라인 필터의 사용이 권고된다.

두 번째로, 인라인 필터의 적용은 박테리아 및 미립자 등과 같

필터 사용 가이드라인
PN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으로 미국정맥경장영양

은 크기가 큰 오염물의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지만 바이러스

학회(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virus), 폴리머(polymer), 단백질(protein) 등과 같은 작은 미

ASPEN)와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Clini-

립자 오염물까지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5 이에 미

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단독 목적으로는 인라인

1)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ASPEN에서는 2005년 Nutrition Support Practice Manual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 학술대회에서 PN 적용 시 인라인 필터

을 통해 불순물, 미생물, 공기 등의 제거를 위해 PN 적용 시 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회 간

25

라인 필터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에 합의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면, 지질을 함유하지 않은 PN 제제(2 in 1)의 경우 0.2 μ 필터

다. 또한 인라인 필터의 효용성에 대한 임상 시험 연구가 아직까

를, 지질을 함유한 PN 제제(3 in 1)의 경우 1.2 μ 필터를 사용하

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환자에게 PN 적용 시 인라인

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모든 PN 제제 적용 시 1.2 μ 필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어 선택적

26

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Table 1). 또한 필터의

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인라인 필터 사용 시 정맥관 삽입 부위
에 가능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인라인 필터 교환

결

론

은 수액세트 교환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N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카테
2)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

터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인라인 필터 적용이 권고되고 있다.

ESPEN에서는 2002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라인 필터 사용

지질을 함유하지 않은 PN 제제의 경우 0.2 μ 필터를, 지질을 함

의 효과로 불순물 및 미세 침전물의 통과를 막아 색전증의 위험

유한 PN 제제의 경우 1.2 μ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필
터 적용 시 정맥 주입 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

Table 1. Type of in-line filters according to parenteral nutrition (PN)
formulations

으로 PN 제제 공급이 요구되는 대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증
가되며 바이러스, 폴리머, 단백질 등의 크기가 작은 미립자 오염

Type of PN formulation

Type of in-line filters

물까지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PN without lipid (2 in 1)
PN containing lipid (3 in 1), Lipid emulsion

0.2 μ
1.2 μ

활발한 임상 시험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간의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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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임상에서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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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적절한 필터 사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line intravenous filters in sick newborn infants. Acta Paediatr
2004;93(5):6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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