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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 of Nutritional Support Treatment Guideline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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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s admitted in the intensive care unit have a range of diseases with various severities. Their conditions
should be assessed and the patients should receive specialized nutrition therapy depending on their condition. Like general intensive
care, nutrition therapy is upgraded every few years with revised information to provide more idealized nutrition support. The
main guidelines in this review are from 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and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Their previous 2009 guidelines were revised and published in 2016. This review summarizes
the 2016 SCCM/ASPEN guidelines focusing on the changes from the previous 2009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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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리된 부분들이 있다.1-5 특히 2016년에 개정된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미국 중환자의학회)/American

중환자에게 적용되는 영양 지원은 이제 중환자 치료의 중요한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미국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리 받는 환자

정맥경장영양학회)의 성인 중환자 영양 치료 지침(앞으로 2016

들은 다양한 기저질환 및 중증도를 갖고 있으며, 환자별로 상태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으로 명시)은 2009년 성인 중

가 매우 다양하고 치료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중환자 치

환자 영양 치료 지침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7년만에 개정된

료 임상 지침 내용도 수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중환

내용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문헌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자의 영양 치료 역시 최근 제시된 여러 임상 지침들에서 새롭게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1,6
이 종설에서는 이 임상 지침을 중심으로 최근에 새롭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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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측정기(indirect calorimetry, IC)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

론

직하다고 하였으나,14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IC의 실물을 구

1. 2016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의 묶음
지침(Bundle statements)

경조차 해 보지 못 했거나, 실제 측정해 본 경험이 없는 의료진
및 영양사가 대부분인 것이 국내의 실정이다. 게다가 IC의 임상

2009년 임상 지침 대비 2016년도 임상 지침에서 달라진 내용

적용을 위해서는 검사 인력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성

중 대표적인 것은, 6개의 주요 지침을 Bundle statements로 제

이 낮다. 따라서 체중에 따른 계산 공식, 열량 25∼30 kcal/kg/d,

1

시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면 곧바로 영양평가가 이루어

단백량 1.2∼2.0 g/kg/d를 사용하면 되겠다.1 중환자를 위한 적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필요 열량과 단백질량을 계산하

절한 단백질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환

여야 하며, 첫 경장영양은 입원 후 24∼48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자의 침상 옆에서 항상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는지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영양 치료 시작 후에는 일주

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5-17

일 안에 그 목표량에 도달해야 하고, 환자의 경장영양 허용 여부

설정한 영양 요구량 대비 얼마만큼의 양을 전달할 것인가에
18-21

‘Full

나 흡인 가능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흡인을 줄이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 위해서는 위장운동촉진제, 지속적 경장영양액 주입, 하루 2

feeding’은 요구량의 80% 이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trophic

회 클로르헥시딘 구강 가글, 침상머리 30도 반좌위(Semi-

feeding’은 10∼20 mL/h 또는 10∼20 kcal/h로 해서 일일 최

Fowler 자세), 위장관 섭취 우회로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경장

대 500 kcal만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permissive under-

영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맥영양을 일찍 시작하는 것

feeding’은 요구량의 50%∼80%를 전달하는 것으로 개념이 정

이 좋다.

22
리되어 있다. ‘Trophic feeding’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일

위 내용은 일반적인 중환자 영양 지침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

500 mL 정도의 경장영양만으로도 장내 점막 구조와 기능을 유
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급성 폐손상 환자들에서 ‘full

이라고 하겠다.

feeding’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인공호흡기 제거일, 중환자실

2. 중환자의 영양 평가 및 영양 요구량 산정
2009 SCCN/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에서는 영양 평가에

재원일, 사망률 등에서 비슷한 성적을 보인 반면, 변비나 구토
등의 경장영양 관련 문제의 발생은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
20,21,23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2016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다.

에서는 첫 번째 세부항목으로 중환자의 영양 평가 내용을 새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연구결과가 모아져야

6,7

삽입한 것을 볼 수 있다.

중환자 영양 치료의 시작이기도 한

어느 정도의 양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부분인데, 2009년 임상 지침에서는 누락되었다가, 저자
들이 언급한대로 2014년 캐나다 임상 지침을 보고 새롭게 추가
7

3. 2016 SCCM/ASEPN 중환자 영양 지침에서 달라진 내용
1)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의 시작 시점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있어 입원 후 48시간 안에 영양평가가

NRS 2002와 NUTRIC score에서 영양불량 고위험군으로 분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특히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에게는 더 정

류된 환자군은 입원 후 24∼48시간 안에 가능하면 경장영양의

확하고 충분한 영양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이견이 있는 사

형태로 영양집중치료를 시작하고, 저위험군 환자들은 입원 후

8

일주일 동안은 specialized nutrition support를 피할 것을 제시

람은 없을 것이다.

9-12

어떠한 영양 평가 도구가

하였다. 2009, 2016 SCCN/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모두 영

가장 중환자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면, 결국

양불량 위험도가 낮으면, 경장영양이 불가능하더라도 첫 7일 이

다양한 중환자의 특성 중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와 영양 상

내 굳이 정맥영양치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1,6 그러나 이

태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번 2016년 새 지침에서는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저위험 영양불

2016 SCCN/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에서는 Nutritional

량 환자에서는 7일 이후에 정맥영양을 시작하지만, NRS 2002

Risk Screening 2002 (NRS 2002)나 Nutrition Risk in the

또는 NUTRIC score 5점 이상의 고위험 영양불량 환자들에게

Critically Ill (NUTRIC) score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는 경장영양이 불가능할 경우, 단독 정맥영양을 되도록 일찍 시

다양한 영양 평가 도구들 중에서,

10-13

(Table 1∼3).

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1 하지만 고위

영양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자별

험군에 속하고 경장영양이 불가능하더라도 패혈증 환자들은 영

필요 열량과 단백량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에너지는 간접 열량

양상태와 무관하게 정맥영양을 일찍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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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1,24,25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도 혈압이 안정되

2) 경장영양 제제와 경장영양 보조요법

거나 승압제를 저용량으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경장영양을 보

2016 SCCN/ASPEN 중환자 영양 지침 경장영양 부분에서

1

제제와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바뀐 내용들이 있다(Table 4). 경

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장영양의 제제는 표준 제제와 특수 제제로 나뉘는데, 특수 제제
는 질환별, 장기별,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된 펩타이드
(semi-elemantal),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된 유리아미노
산(elemental), 면역조절 제제 등이 있다. 2009 지침에서는 주

Table 1. NUTRIC scoring system

요 정규 수술 환자, 외상, 화상, 두경부암, 기계호흡 중인 환자,

NUTRIC Score variables
Age (y)

APACHE II

SOFA

Number of Co-morbidities
Days from hospital to ICU
admission
IL-6 (pg/mL)

중증 패혈증 환자에서는 면역조절 제제(arginine with eicosa0
1
2
0
1
2
3
0
1
2
0
1
0
1
0
1

＜50
50∼＜75
≥75
＜15
15∼＜20
20∼28
≥28
＜6
6∼＜10
≥10
0∼1
≥2
0∼＜1
≥1
0∼＜400
≥400

Modified from the article of Heyland et al. Crit Care 2011;15(6):
R268.13
NUTRIC = Nutrition Risk in the Critically Ill; APACHE II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OFA =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ICU = intensive care unit; IL =
interleukin.

pentaenoic acid [EPA], docosahexaenoic acid [DHA], glutamine, nucleic acid)를 투여하라고 하였으나,6 2016 지침에는
내과계 중환자에게는 특수제제를 처음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
지 말고, 외과계 중환자 중에서도 외상, 외상성 뇌손상, 수술 전
1

후로 중환자실로 입실하는 환자들에게만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경장영양의 보조요법에는 글루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질,
항산화제, 미량원소 등이 포함된다. 2009 지침에서는 경장 글루
타민의 첨가가 외상, 화상 환자들에게 추천되었었으나, 다섯 개
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을 통해 경장 글루타민 제제가 환자의
사망률, 감염, 입원기간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져,
1

2016년 지침에서는 추가하지 말라는 권고로 바뀌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보통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안전하나 사망
률이나 설사 발생률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여부에 대해
서는 아직 지침을 만들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다.26 그러나 외상,
간이식, 췌장절제 환자들에게 유익성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
었으므로, 이런 환자들에게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정도로 가능

Table 2. NUTRIC scoring system: if IL-6 available
Sum of points

Category

Explanation

6∼10

High score

0∼5

Low score

▶Associated with worse clinical outcomes (mortality, ventilation).
▶These patients are the most likely to benefit from aggressive nutrition therapy
▶These patients havea low malnutrition risk.

Reproduced from the article of Heyland et al. Crit Care 2011;15(6):R268.
NUTRIC = Nutrition Risk in the Critically Ill; IL = interleukin.

Table 3. NUTRIC scoring system: if no IL-6 available
Sum of points

13

a

Category

5∼9

High score

0∼5

Low score

Explanation
▶Associated with worse clinical outcomes (mortality, ventilation).
▶These patients are the most likely to benefit from aggressive nutrition therapy
▶These patients have a low malnutrition risk.
13

Reproduced from the article of Heyland et al. Crit Care 2011;15(6):R268.
NUTRIC = Nutrition Risk in the Critically Ill; IL = interleukin.
a
It is acceptable to not include IL-6 data when it is not routinely available; it was shown to contribute very little to the overall prediction of the
NUTRIC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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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ween 2009 and 2016 SCCM/ASPEN nutrition guideline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Subjects

2009

2016

Enteral
Immune-modulating enteral
formulation
formulations (arginine with other
agents, including EPA, DHA,
glutamine, and nucleic acid)
Adjunctive
Supplemental enteral glutamine
therapy
Anti-inflammatory lipid profile
(i.e., -3 fish oils, borage oil) and
antioxidants in ARDS/ALI
Probiotics

Major elective surgery, trauma, burns,
head and neck cancer, critically ill
patients on mechanical ventilation with
caution in patients with severe sepsis.
Should be considered in burn, trauma,
and mixed ICU patients. (B)
Should be placed. (A)

No routine use in the MICU.
TBI, perioperative patients in the SICU.

Soluble fiber (FOSs, inulin)

Parenteral
nutrition

Target blood glucose
Parenteral glutamine
supplementation
Lipids

No recommendation can be currently
made.
Maybe beneficial. (C)

100~150 mg/dL (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C)
In the first week, should be given a
parenteral formulation without
soy-based lipids. (D)

Not be added to an EN regimen routinely
in critically ill patients. (Moderate)
Cannot make a recommendation at this
time. (Low to Very Low)
Cannot make a recommendation.
Consider in LT, trauma, pancreatectomy.
Routine use for hemodynamically stable
patients, 10∼20 g/d of fermentable
soluble fiber.
140 or 150∼180 mg/dL (Moderate)
Not be used routinely. (Moderate)
Alternative IVFEs (SMOF [soybean oil,
MCT, olive oil, and fish oil emulsion],
MCT, olive oil, and fish oil) may provide
outcome benefit over soy-based IVFEs.

The level of evidence are adopted from that of 2009 and 2016 guidelines.
SCCM =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ASPEN =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EPA = eicosapentaenoic acid;
DHA = docosahexaenoic acid; MICU = medical intensive care unit; TBI = traumatic brain injury; SICU =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ICU
= intensive care unit; EN = enteral nutrition; LT = liver transplantation; FOSs =fructo-oligossaccharides; IVFE = intravenous fat emulsion;
MCT = medium chain triglyceride.

성만 열어두고 있다.27-30

적으로 저위험군(NRS 2002 ≤3 or NUTRIC score ≤5) 환자

섬유질에 대해서는 2009 지침에서는 유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들은 먹지 못하거나 이른 경장영양이 불가능하더라도 중환자실

추측만 했으나, 2016 지침에서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모든 환

입원 후 7일 까지는 정맥영양을 보류해야 한다. 하지만 영양적

자들에게 발효 불용성 섬유질(fermentable soluble fiber, ex.

고위험군(NUTRI score ≥5 or NRS 2002 ≥5)이고 경장영양

fructo-oligossacharides, inulin)을 일상적으로 공급하기를 권

이 불가능한 환자들에서는 중환자실 입원 후 되도록 빨리 정맥

고하고 있으며, 섬유질 양도 구체적으로 24시간 동안 10∼20 g

영양을 시작하며, 저열량 정맥영양(≤20 kcal/kg/d 또는 예상

1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다 포

열량의 80%)과 적절할 단백질량(≥1.2 g/kg/d)을 투여하기를

함하고 있는 상용화 제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경장영양을 하고 있으나 7∼10일 후에도

지 않으며, 장허혈증이나 심한 장운동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환

필요 에너지와 단백질량의 6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맥

자들에게는 섬유질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섬유

영양을 추가한다.1

질이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생산되고 있고 한 끼 식사금액은 한

2009 지침에서는 일주일 안에 대두유가 아닌 지방제제를 공

정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섬유질 사용과 동반된 경제적인 문

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2016 지침에서는 정맥영양 시작 후 일

제 역시 고민이 될 수 있다.

주일 안에 지방제제를 전달하는 것은 보류하라고 하고 있다. 만

그 밖에 항산화 비타민제(비타민 C, E)와 미량원소(셀레늄,

약 필수 지방산 결핍이 있다면 100 g/주(대개 주 2회로 나누어

아연, 구리)는 중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서 공급)로 제한하여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1 그러나 다른 연구

화상, 외상 환자나 기계호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치료 성적

들에서 중쇄지방산(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올리

1,31,32

을 향상시킨다.

브유(olive oil), 생선유(fish oil), SMOF (soybean oil, MCT,
olive oil, and fish oil)가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보

3) 정맥영양과 정맥영양 보조요법

고들이 있다.33,34 미국에는 아직 SMOF 제제가 보급이 안 되어

정맥영양 부분에서도 몇 가지 바뀐 내용들이 있다. 일단, 기본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지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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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고를 조심스러워하나, 국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3) 간부전

지방제제가 필요하다면 대두유 사용보다는 위에 언급된 지방제

장시간 정맥영양은 간부전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경장영양 공급이 중요하다.48 최근 연구들에서 간부

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맥 글루타민 제제는 경장영양과 마찬가지로 2016 지침에서
1

전으로 인한 뇌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가지사슬 아미노산
(branched-chain amino acid) 제제의 사용은 더 이상 유익성

는 일상적인 사용을 하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 없다고 보고하여,49 그냥 표준 경장영양을 실시하는 것을 추
4) 중환자의 혈당 관리

천한다.

중환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증이 매우 흔하게 나
타난다. 과거에는 엄격하게 혈당을 조절하여 혈당을 100∼150

4) 급성 췌장염

mg/dL에 맞추라고 하였으나, 엄격한 혈당 조절은 오히려 저혈

급성 췌장염 환자들은 병의 중증도에 따라 영양 치료를 해야

당 발생률을 높였고, 이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

50
한다. 경미한 급성 췌장염 환자는 특별한 영양 치료 없이 식이

다.35 이 후 대규모 연구인 NICE-SUGAR 연구에서 혈당 목표

진행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를 140∼180 mg/dL로 맞추어도 합병증과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장염 환자들에게는 수분 제한이 끝나면, 입원한 지 24∼48시간

36

51,52

중증의 급성 췌

없다는 것을 보고한 것을 기반으로, 현재에는 일반적인 중환

안에 표준 경장영양 제제를 이용하여 경관영양을 시작하는 것

자실 환자들의 목표 혈당을 140 또는 150∼180 mg/dL 사이로

을 추천하고 있다.

4,37,38

53-55

이때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투여하는

56

맞추기를 권유하고 있다.

것이 좋다. 하지만 경관영양이 불가능할 경우 췌장염이 있은
지 일주일 후부터는 정맥영양을 고려해보아야 한다.53,57

4. 중환자에서 흔한 질환 별 또는 환자 상태 별 영양 치료
5) 외상

지침 요약
1) 호흡부전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들은 외상이 발생한 지 24∼48시간

과거 호흡부전 환자들에게 고지방/저탄수화물 경장영양이 기
39

58,59

안에 경관영양과 고단백질 식이를 시작하고,

중증외상에서

계환기의 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추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는 아르기닌과 생선유가 첨가된 면역조절제제를 투여하는 것을

연구는 20명 정도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였으

추천한다.60

39
며, 이후 시행한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40 게다가 우리가 과영양공급을 할 때에만 고지방/저탄

6) 외상성 뇌손상

수화물 영양이 혈중 이산화탄소 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

보통 외상환자들과 비슷하게 일찍 경관영양을 시작하고,61,62

어,41 더 이상 호흡부전 환자에게 고지방/저탄수화물 경장영양

아르기닌과 EPA/DHA가 첨가된 면역조절제제를 추천한다.61

은 추천되지 않는다.1
폐질환 환자들은 폐수분 저류, 폐부종, 신부전 등이 흔하게 발
생하므로, 수액 제한 고농도영양 제제(1.5∼2 kcal/mL)가 추천
42

7) 개방성 복부 손상
장손상이 없는 한 외상 당한 지 24∼48시간 안에 경관영양을

된다. 인(phosphate)은 adenosine triphosphate (ATP) 같은

투여할 것이 권고되며,63 하루 필요한 열량 총량은 일반 중환자

에너지 생산에 필수 요소이며, 이들이 횡경막 수축과 폐기능에

와 같이 25∼30 kcal/kg/d이고, 단백질은 복부 손상에서 흘러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에서는 인의 혈중 농

온 삼출물 1 L당 15∼30 g을 추가로 투여해준다.64,65

도를 측정하고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43,44
8) 화상
2) 신부전
급성 신부전 환자라도 일반환자처럼 열량 25∼30 kcal/kg/d,
단백량 1.2∼2 g/kg/d를 제공한다.45 지속적 투석이나 잦은 투석

매주 IC로 환자의 에너지 필요량을 체크하고 단백질은 1.5∼
2.0 g/kg/d를 보충한다.66,67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입은 지 4∼6
시간 안에 매우 빠르게 경관영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68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단백질이 절대로 제한되어서는 안되
며, 오히려 최대 2.5 g/kg/d까지 투여해야 한다.46,47

9) 패혈증
패혈증 환자들에서 혈역학적으로 안정되면 24∼48 시간 안에
경관영양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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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69-72 경관영양을 시작한 환자들에게서 보조적인 정맥영
양의 추가는 권장되지 않는다.25,73,74 또한 셀레늄, 아연, 산화 방
지 보조제는 여러 연구의 모순된 결과로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
74-76

결

론

이 종설은 최근에 소개된 중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 중, 가장

면역 조절 제제, 대사 조절 경장영양 제제(아르기닌,

포괄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2016년에 개정된

EPA, DHA, 글루타민, 핵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SCCM/ASPEN 중환자 영양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환자

다.

77

권장되지 않는다.

영양 치료의 최신 지침 경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환자에게는

급성기에는 저열량으로 10∼20 kcal/h 또는 하루 500 kcal 정

질병과 동반질환 등의 특성이 반영된 영양평가 도구를 사용하

도만 투여하고, 24∼48시간 후부터 일주일 동안에 목표 열량에

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 개개인의 임상 및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

78

집중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나 환자의 특성 별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영양요법들이 다르기 때문
10) 수술 후 환자

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는 주요 수술 후 환자들의 영양 위험

최근 중환자를 위한 영양집중치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도를 평가할 때, 혈중 albumin, prealbumin, transferrin 등의

고 있다. 영양집중치료 역시 중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79,80

24시간 안에 경장영양을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증거를

시작하고, 경장영양의 종류로 아르기닌이나 생선유를 사용 시

중심으로 한 최신지견에 따라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용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
81

82

감염률과 입원기간을 줄인다는 메타분석이 있고, 수술 전 후
83

이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유익한 점들이 많아 추천하고 있다.

또 하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되, 환자의 옆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고형식이가 가능하면 유동식 단계를 밟지 않고 곧바로
고형식 식이로 진행한다.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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