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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의 비용-효과 비교 

    

서론 : 위장관 수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 영양공급은 중요하며, 

영양공급의 방법으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경정맥영양수액은 많은 발전과 연구가 있어 왔고, 경장영양요법은 

장점막이나 면역상태의 유지에 효과적인 점이 강조되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금식이 필요한 위전절제술 후에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군과 경장영양요법을 시행한 군 사이의 영양상태와 회복을 비교해 

보고, 특히 비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일 술자에 의해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5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작위배정에 의한 

전향적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를 끝까지 마친 환자는 33명으로 16명은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하였고 17명은 경장영양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7일째까지 두 군 모두 같은 양의 칼로리와 단백질을 투여하여 면역상태, 

영양상태, 합병증을 검토하였으며, 비용의 산출과 비용-효과를 수술 후 

1일째부터 7일째까지 분석하였다.  

결과 :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군과 경장영양을 시행한 군간에 면역상태나 

영양상태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의 

평균 진료비는 약 734,597원, 약 424,792원이 나왔으며, 평균 

환자부담금은 각각 107,195원, 44,152원이 나왔다.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는 총경정맥영양군이 9명이었고, 경장영양군이 11명이었다. 총 

진료비로 산출된 비용-효과는 총경정맥영양군이 약 1,632,438원/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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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군이  1,390,228원/명이었다. 환자부담금으로 산출된 비용-효과는 

총경정맥영양군이 약 238,211원/명, 경장영양군이 약 144,499원/명이었다. 

 

결론 :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있어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은 

모두 적용될 수 있겠다. 경장영양법을 사용할 경우 총경정맥영양을 사용하

는 것에 비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다른 위장관 수술 후 환

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겠다.  

 

 

 

 

 

 

 

 

 

 

 

 

 

 

 

 

 

 

 

 

--------------------------------------------------

핵심되는 말 : 총경정맥영양, 경장영양, 비용-효과, 위전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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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의 

비용-효과 비교 

 

<지도교수 김충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권 인 규 

 

 

 

 

I. 서론 

 

 

수술을 받게 되면 신체는 생리적인 변화가 유발되며, 보다 많은 

칼로리와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수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 단백질-

칼로리의 영양불량은 상처치유의 지연, 수술 후 합병증의 증가,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한다.1, 2  

1960 년대 후반에 Dudrick 등 3 에 의해 총경정맥영양법(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이 소개된 이후로 총경정맥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으며 경장영양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쉽고 간편하게 총경정맥영양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총경정맥영양법이 보급됨에 따라 카테터 감염, 고혈당증, 전해질 이상, 

간기능 장애, 공기 색전증 등의 TPN 의 사용에 따른 합병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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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4, 5  또한 장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점막 

장벽의 파괴와 면역학적 결핍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경장영양요법(Enteral nutrition;EN)은 보다 생리적이고 장점막의 

면역학적, 물리적 파괴를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6, 7 

위전절제술을 시행받게 되는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장움직임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때가 

충분한 영양의 공급이 필요한 기간이다. 기본적인 수액만으로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려우며,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총경정맥영양이나 

경장영양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경장영양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한 

총경정맥영양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보고가 있었다.8, 9 하지만, 

위전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있어서 경장영양요법과 경정맥영양법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금식이 필요한 

위전절제술 후에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군과 경장영양요법을 시행한 군 

사이의 영양상태와 회복을 비교해 보고, 특히 비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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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 년 3 월부터 2007 년 7 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단일 술자에 

의해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을 시행받은 두 군으로 

무작위배정을 하였고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18 세 미만, 임신한 경우, 

감염상태의 환자와  간기능이상, 신장기능이상, 심장기능이상,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Feeding protocol 

 

두 군 모두 같은 양의 칼로리와 단백질을 공급하였으며, 칼로리와 

단백질의 공급량을 각각 25 kcal/kg/day, 1.5 g/kg/day 로 환자의 체중에 

따라 계산하여 수액과 식이를 공급하였다. 수술 당일에는 두 군 모두 일반 

수액을 통하여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였고, 수술 후 1일째부터 환자가 속한 

군에 해당하는 수액이나 식이를 공급하였다. 수술 후 6일부터는 경구로 

식이를 섭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경구로 식이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칼로리나 단백질의 부족분은  정맥영양 수액제(Parenteral nutrition;PN)  

및 아미노산 수액제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중심정맥용 및 말초정맥용 영양수액제제로는 카비벤®(Fresenius Kabi, 

Bad Homburg, Germany), 카비벤 페리페랄®(Fresenius Kabi, Bad Homburg, 

Germany)이 사용되었고, 아미노산 수액제제로는 후리아민® 8.5% 



6 

 

주(중외제약)가 사용되었다. 경관유동식으로는 제비티®(Abbott 

Laboratories, Illinois, USA)가 사용되었다. 

  

가. 총경정맥영양군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모든 환자는 내경정맥(Internal jugular vein)을 

통하여 중심정맥도관을 거치하였다. 중심정맥도관 유치는 수술 전일에 

병동에서 시행하거나 수술장에서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중심정맥도관을 통하여 

총경정맥영양법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6일째부터는 경구로 위절제 후 

유동식을 섭취하였고, 수술 후 7일째에는 위절제 후 연식을 섭취하였다. 

 

나. 경장영양군 

 경장영양관(Nasoenteral feeding tube)의 삽입은 수술 중 식도-공장 

문합을 시행한 후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코를 통해 이루어졌다. 술자는 

경장영양관의 삽입과 진입을 손으로 느끼며 관의 끝을 식도-공장 

문합부위를 지나 공장-공장 문합부위 하방 5 cm 아래에 고정한 상태에서 

경장영양관을 코에 고정하였다.  

경장영양요법은 수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하였고, 경관영양 

주입펌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수술 후 1일째에는 

경장영양으로 공급하는 칼로리를 400~500 kcal(400~500 ml)로 시작하여 

매일 투여량을 증가하였다. 이 때 부족한 칼로리와 단백질은 말초정맥용 

영양수액제 및 아미노산 수액제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수술 후 4~5일에는 

경장영양으로 필요량의 대부분을 투여하였다. 수술 후 6일째부터는 

총경정맥영양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장영양관을 제거한 뒤 경구로 위절제 

후 유동식을 섭취하였고, 수술 후 7일째에는 위절제 후 연식을 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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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llow-up 

 

혈액검사를 포함한 환자의 면역기능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검사는 수술 

전과 수술 후 7일 시행하였다. 검사항목으로는 체중(Body weight), 

총림프구수(Total lymphocyte count/TLC), 혈액 요소 질소(BUN),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간효소수치(AST, Aspartate transaminase/ALT, 

Alanine transaminase), 중성지방(Triglyceride), 혈당(Glucose), 

총단백량(Total protein), 알부민(Albumin), 전알부민(Prealbumin), 

트란스페린(Transferrin), CRP(C-reactive protein)가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헤모글로빈(Hemoglobin), 혈색소치(Hematocrit), 

크레아티닌(Creatinine) 등의 기본적인 혈액검사들은 본 연구와 관계없이 

시행되었다. 상처감염, 오심, 구토, 복부팽만 등의 합병증은 체크하여 

발생하는 대로 기술하였다.   

 

 

4. 비용-효과 분석 

 

가. 비용 

비용은 원무과를 통하여 환자에게 청구된 계산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두 환자군 간의 식이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식이가 진행된 수술 후 1일에서 7일까지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정책상 암환자의 경우 급여항목에 대하여 진료비의 

10%만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두 군의 모든 환자가 식이와 관련되어서는 

비보험으로 처방된 내역이 없고 또한 모든 환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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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10%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중심정맥도관 삽입에 대한 행위수가나 중심정맥도관 삽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게 되는 흉부 X-ray 촬영 등의 검사에는 

선택진료비가 발생하게 되어 환자부담금액은 총 진료비의 10%를 넘게 된다. 

따라서, 식이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와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 식이에 의해 발생된 진료비와 환자부담금 

두 가지 모두 조사 하였다. 발생하는 금액의 합에는 수액이나 

경관유동식과 같이 식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내역은 물론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심정맥영양법, 비위관삽입 등의 행위에 대한 

비용처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경정맥용 수액, 경장영양제, 시술이나 처치에 대한 수가, 소모품 등 

중요 항목에 대한 금액은 표 1 과 같다. 

 

 

 

 

 

 

 

 

 

 

 

 

 

 



9 

 

표 1. 주요 제품 및 행위수가에 대한 비용 

항 목 비 용 (원) 

카비벤® 51,485 

카비벤 페리페랄®  48,269 

제비티® 4,030 

후리아민® 8.5% 주 500ml 11,483 

후리아민® 8.5% 주 250ml 7,017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35,516 

비위관 삽입 13,754 

중심정맥영양법 85,657 

경장영양법 7,826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 3,536 

경관영양 튜브, 12Fr. 23,000 

Arrowgard® Blue 중심정맥 카테터 61,500 

Dual-lumen 중심정맥 카테터 35,100 

 

 

(1) 총경정맥영양군 

 중심정맥용 영양수액제, 말초혈관용 영양수액제, 아미노산제제, 

일반수액제와 같은 수술 후 사용한 수액제 및 경구식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총경정맥영양군의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중심정맥도관 유치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었다. 

중심정맥도관 유치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에 대한 행위수가, 중심정맥 카테터, 카테터 삽입 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흉부 X-ray, 중심정맥 카테터가 위치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모성 드레싱 제품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중심정맥 카테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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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카테터 삽입부위를 소독하게 되어 그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총경정맥영양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수가가 책정이 되어있다. 

(2) 경장영양군 

 경관영양식, 말초혈관용 영양수액제, 아미노산제제, 일반수액제 및 

경구식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비위관 삽입, 

비위관영양법에 대한 행위수가, 경관영양 튜브, 경관영양 주입펌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심정맥 카테터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없는 

말초혈관 주사의 유지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 총경정맥영양군은 물론 

경장영양군 모두에서 수액마다 점적주사료가 합산이 되었다.  

 

나. 비용-효과 

 발생한 총 진료비와 실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비용-효과 

분석과 증분비용효과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10   

 

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 = 총 비용 / 성공한 환자수 

증분비용효과비 (Incremental CE ratio)  

= 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 증분효과 (incremental health outcome) 

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 총비용1 – 총비용2 

증분효과 (incremental health outcome) = 효과1 – 효과2 

 

성공한 환자는 7일째까지 프로토콜에 따라 영양공급과 식이 섭취가 

문제없이 진행된 경우로서, 수술 전과 수술 후 7일째를 비교하였을 때 

면역학적, 영양학적 지표가 정상적이며 각 장기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영양공급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11 

 

한다.  

 

 

5. 통계적 분석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은 p<0.05로 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V14(SPSS Inc., Illinois,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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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연구에 동의한 56명 중 분석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33명이었다. 

일차적인 분석에서 제외된 23명은 경관영양 튜브의 문제, 복부팽만 및 

통증, 딸국질, 칼로리 및 단백질 투여량의 오류 등에 의하여 실험을 

종료하지 못하였다. 총경정맥영양군은 총 16명으로 1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61.3세였다. 경장영양군은 총 17명으로 

12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로 구성되어있고 평균연령은 54.1세였다.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 환자들의 평균 키는 각각 164.9cm, 163.2cm 

였고, 몸무게는 각각 61.4kg, 62.4kg였다. 성별, 연령, 키, 몸무게 모두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2. 분석된 환자들의 특성 

 TPN (n=16) EN (n=17) 유의확률 

성별(남:여) 13:3 12:5 0.688 

나이(세) 61.3 ± 14.8 54.1 ± 11.3 0.127 

신장(cm) 164.9 ± 9.0 163.2 ± 6.6 0.551 

체중(kg) 61.4 ± 9.2 62.4 ± 7.8 0.726 

BMI(kg/m2) 22.6 ± 2.7 23.4 ± 2.6 0.354 

BMI: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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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는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ALT 수치만이 

총경정맥영양군에서 통계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다. 

 

표 3. 수술 전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의 혈액검사 비교 

 TPN (n=16) EN (n=17) 유의확률 

TLC(/µg) 2107.9 ± 608.6 1908.7 ± 347.9 0.264 

Hgb(g/dl) 18.8 ± 1.6 16.2 ± 1.3 0.534 

Hct(%) 38.5 ± 5.4 39.4 ± 4.5 0.583 

BUN(mg/dl) 14.9 ± 3.3 14.3 ± 4.3 0.627 

Total bilirubin(mg/dl) 0.6 ±0.4 0.6 ± 0.2 0.828 

AST(IU/L) 19.1 ± 3.5 22.4 ± 8.8 0.160 

ALT(IU/L) 14.8 ± 4.7 24.5 ± 10.8 0.002 

Triglyceride(mg/dl) 97.6 ± 47.4 124.1 ± 92.1 0.304 

Glucose(mg/dl) 106.2 ± 29.3 110.8 ± 30.9 0.661 

Total protein(g/dl) 7.0 ± 0.5 6.8 ± 0.5 0.231 

Albumin(g/dl) 4.2 ± 0.4 4.1 ± 0.50 0.611 

Transferrin(mg/dl) 206.6 ± 43.6 216.2 ± 47.3 0.546 

Prealbumin(mg/l) 232.0 ± 58.8 243.4 ± 8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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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과 후의 각 수치들의 변화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수술 

후 7일째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 간의 결과들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 군에서 각각 수술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볼 

때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p=0.705, 0.376), 혈액검사 상에서는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군에서 AST, ALT 는 수술 전 19.1 IU/L, 14.8 IU/L 

에서 수술 후 7 일째 36.4 IU/L, 38.3 IU/L 로 상승하여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p=0.023, p=0.032). 총경정맥영양군에서 트란스페린은 수술 전 

206.6 mg/dl 에서 수술 후 7일째 169.0 mg/dl 으로 전알부민은 232.0 mg/l 

에서 157.5 mg/l 로 감소하였고, 경장영양군에서 트란스페린은 수술 전 

216.2 mg/dl 에서 수술 후 7일째 187.8 mg/dl 로 전알부민은 234.4 mg/l 

에서 159.7 mg/l 로 감소하였다. 

 

 

 

 

 

 

 

 

 

 

 

 

 

 



 

Figure 1. Differences between pre-operation and post-operation 

 

 

 

 

 

 

그림 1.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한 군과 경장영양을 시행한 군에 있어서 각각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결과의 차이. Total bilirubin 은 기본적 값이 작아 

차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결과*10의 값이고, total lymphocyte 

count의 값은 기본값이 커 다른 결과들과 함께 보고하기 위해서 

결과/100의 값을 표시하였다. 하단에 표시된 유의확률은 수술 후 7일째 두 

군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Wt, weight; TG, triglyceride; TLC, total 

lymphocyte count)  

 

 

 

합병증이 생긴 경우를 살펴보면, 총경정맥영양군에서는 두 명은 수술 후 

7일 째 실시한 혈액검사상 총빌리루빈이 2.8 mg/dl, 2.0 mg/dl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고 세 명은 AST 또는 ALT의 상승, 두 명의 환자에게는 

혈당상승이 보고 되었다. 경장영양군에서 두 명의 환자는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한 명은 복부팽만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혈액검사상 

두 명이 AST 또는 ALT 상승을 보였고, 한 명은 혈당의 상승이 보고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감염과 관계된 합병증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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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합병증 

 
감염 

오심, 

구토 
복부팽만

T.bil 

상승 

AST/ALT 

상승 
혈당상승 총 

TPN 0 0 0 2 3 2 7 

EN 0 2 1 0 2 1 6 

T.bil; Total bilirubin 

 

 

 

7일째까지 연구를 완료한 총경정맥영양군 16명의 식이와 관련된 총 

진료비는 11,753,551원이 나왔고 경장영양군 17명의 총 진료비는 

7,221,463원이 나와 개인별 진료비의 평균은 약 734,596원과 약 

424,792원으로 두 군간에 309,805원 차이가 났다. 또한, 실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환자부담금의 총합은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이 각각 1,715,120원과 750,594원이 나왔다. 1인당 

환자부담금은 두 군간에 약 63,042원이 차이가 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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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총경정맥영양군과 경장영양군에서 발생한 비용과 비용-효과 

 TPN (n=16) EN (n=17) 

총 진료비(원) 11,753,551 7,221,463 

평균 진료비(원) 734,596.9±105,859.3 424,791.9±59,112.1 

총 환자부담금(원) 1,715,120 750,594 

평균 환자부담금(원) 107,195.0±11,653.0 44,152.6±5,943.8 

성공한 환자수(명) 9 11 

(총진료비)비용-효과(원) 1,632,437.6 1,390,228.0 

(환자부담금)비용-효과(원) 238,211.1 144,499.4 

 

 

 

 

수술 후 일자 별 발생한 평균 진료비 및 환자부담금은 표 6 과 그림 2a, 

2b 에 기술된 바와 같다. 수술 후 3일에서 5일 째 까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수술 후 7일 째의 비교에서 진료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69) 환자부담금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p=0.048).  

 

 

 

 

 

 

 



표 6. 수술 후 일수에 따른 평균 비용 (단위=원) 

Post-op. Day 1 2 3* 4* 5* 6 7 

진료비 
TPN(n=16) 88967.0 73672.7 69911.3 70679.0 85772.8 70357.1 63535.6 

EN(n=17) 73439.4 77524.5 48508.8 41068.9 21144.9 65185.4 50482.0 

환자 

부담금 

TPN(n=16) 8898.9 7369.3 6993.3 7069.8 8818.4 8755.6 8182.8 

EN(n=17) 7345.4 7753.8 4852.1 4107.9 2152.5 8235.9 6758.9 

* : p<0.05  

 

 

 

 

 

 

 

 

 

 

 

 

 

 

그림 2a. 수술 후 일수에 따른 평균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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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수술 후 일수에 따른 평균 환자부담금. 

 

 

‘비용-효과’는 총 비용/성공한 환자수로 계산되었다. 비용-효과는 

성공율과 관계있기 때문에 기본적 연구분석에서 제외된 23명까지 포함하여  

예상 총 비용과 성공률을 계산하였다. 진료비로 계산된 비용-효과는 

총경정맥영양군이 1,632,437.6(원/명), 경장영양군이 1,390,228.0(원/명) 

이었고, 환자부담금으로 계산된 비용-효과는 총경정맥영양군이 

238,211.1(원/명), 경장영양군이 144,499.4(원/명) 이었다. 

 

증분비용효과비 = 증분비용 / 증분효과  

(진료비) 

증분비용 = 734,596.9 – 424,791.9 = 309,805.0 

증분효과 = 9 / 20 – 11 / 36 = 0.144 

증분비용효과비 = 309,805.0 / 0.144 = 2,15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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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금) 

증분비용 = 107,195 – 44,152.6 = 63,042.4 

증분효과 = 9 / 20 – 11 / 36 = 0.144 

증분비용효과비 = 63,042.4 / 0.144 = 437,794.4 

 

위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진료비와 환자부담금에 의한 증분비용효과비 

(Incremental CE ratio)는 각각 2,151,423.6(원/명), 

437,794.4(원/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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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최근 많은 연구에서 수술 후 총경정맥영양법과 비교하여 면역상태나 

영양상태에 있어 경장영양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6, 11 특히,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서는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8 수술 후 금식기간을 줄이고 빠른 시간내에 경장영양을 

시행하여 충분한 영양공급을 시행하는 것은 안전하고도 합병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으나,7, 12, 13 아직까지 

위장관 수술 후에는 충분히 금식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은 외과의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나 수술 후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을 시행한 군 간의 영양상태, 면역상태, 합병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체중은 두 군 모두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공급한 결과 수술 전,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트란스페린과 

전알부민은 수술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두 군간에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전알부민은 감소하였으나 알부민은 감소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전알부민에 비하여 알부민의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수술 후 저알부민혈증은 사망률, 이환률, 

합병증과 관계있기 때문에,14, 15 이를 고려하여 알부민이 크게 떨어진 

경우(총경정맥영양군 6례, 경장영양군 4례) 알부민 수액을 통하여 보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두 가지 

영양공급의 방법의 차이가 영양상태나 면역상태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총경정맥영양군에서의 AST/ALT 수치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상승을 보였다. 이는 수술 전 총경정맥영양군의 AST/ALT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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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군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있지만,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중 혈관의 압박에 의한 간의 일시적 허혈이나 

좌위동맥결찰시 비전형적 간동맥(aberrant hepatic artery)이 희생되는 

경우, 마취약제의 간독성 등 간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AST와 ALT가 상승되긴 했으나 36.4IU/L와 

38.3IU/L라는 수치는 정상범위에 가까워 실제 간기능에 크게 무리가 될 

만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  

총경정맥영양군에 있어서 중심정맥도관 유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든 환자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수술 전일 병동에서 삽입을 시도한 

경우에는 central venous catheter로 Arrowgard® Blue(Arrow 

international Inc., Pennsylvania, USA)을 사용하였으나 수술장에서 

마취과 의사에 의해 삽입을 시도한 경우에는 동회사의 다른 제품인 

Arrow® dual-lumen catheter가 사용되어 비용의 차이를 유발했다. 또한 

중심정맥도관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총경정맥영양군 환자 중 

4명에 있어서는 2개의 카테터가 사용되었다. 이 중 한 환자에 있어서는 

도저히 카테터 삽입이 안 되어 수술 종료 후 중재적시술실에서 초음파 

유도하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카테터 삽입 부위의 소독은 보통 일주일에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일부의 환자에 있어서는 드레싱 상태가 불량하여 

추가적으로 소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카테터 삽입 부위의 소독은 

연구기간 동안  평균 2.4회 이루어졌다.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Qality-adjusted life 

year(QALY)가 많이 이용된다.16, 17 하지만, 본 연구는 수술 후 단기간 

동안의 영양공급 방법과 비용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두 

군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식이를 섭취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나 삶의 질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고 있다. 결국, 영양공급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성공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비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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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성공률의 산출을 위해 비용-효과와 

증분비용효과비의 분석에 있어서 연구 초반에 제외된 23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 전체환자의 총 진료비는 초반에 

제외되었던 환자들까지도 일주일 간의 연구를 마치게 될 경우의 

예상비용이다.      

 수술 후 일수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보면 수술 후 시간이 경과 될수록 

경관유동식의 양이 늘어가면서 두 군간의 비용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수술 후 3, 4, 5일 째에는 비용의 차이가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수술 후 6, 7일째에는 두 군 모두 경구로 위절제 후 

유동식과 연식을 섭취하게 되어 비용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위절제 후 유동식은 약 1000 kcal, 연식은 약 1850 kcal 정도의 열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하기도 하다. 수술 후 6일째와 7일째에 

두 군 모두 같은 경구식이를 섭취하지만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경구식이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영양수액제에 있어서  

총경정맥영양군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심정맥용 영양수액제제를 사용한 반면 경장영양군은 말초혈관용 

영양수액제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끝까지 종료하지 못하여 비용분석에서 제외된 23명 중 

경장영양군은 영양튜브의 막힌 경우 9명, 튜브가 빠진 경우가 3명, 

복부팽만 및 통증이 6명, 지속적인 딸꾹질이 1명이었고, 

총경정맥영양군에서는 투여량 오류로 인하여 4명이었다. 이 중 영양튜브가 

막힌 경우 또는 빠진 경우, 투여량 오류로 인하여 연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영양공급을 제공하는 의료진의 관리소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양튜브의 세척이나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투여량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투여량을 계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의사 또는 수액량을 조절하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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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의사, 간호사, 영양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영양공급팀이 활성화 되고 전문화 된다면 환자들에게 영양공급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맥도관 유치와 관련된 기흉, 감염 등의 합병증은 

없었으나, 이러한 시술에서 오는 위험성이라던가 경관영양튜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환자들의 통증이나 불편함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관례적으로 일정기간의 금식기간을 거친 후 

또는 가스배출 후 식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장영양군의 경우 수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경장영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의 비교에 있으나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경장영양을 수술 후 조기에 투여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조기경장영양에 순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경장영양의 유효성 및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연구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경정맥 영양수액제나 경관유동식, 

카테터의 종류나 드레싱의 횟수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나 비율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절대적이 아니며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총경정맥영양법에 비하여 경장영양법은 비용-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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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있어서 총경정맥영양과 경장영양은 

면역기능유지, 영양상태의 유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양공급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장영양법의 사용은 

총경정맥영양을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장영양법은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경구 식이섭취가 

불가능한 내·외과환자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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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effectiveness 

of total parenteral nutrition and enteral nutrition  

following total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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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ong Bai Kim) 
 

Background : Nutritional support is very important after operation. 

Total parenteral nutrition(TPN) and enteral nutrition(EN) was 

considerd for nutritional support. Many clinic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PN is available to fasting patients. Also, EN have 

been embossed in the aspect of immunocompetence and gut structural 

maintena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PN group and EN group, especially focus on cost-effectiveness. 

Methods : Between March 2006 and July 2007, two different nutritional 

supporting protocol were implemented to 56 patient who underwent 

total gastrectomy by single surgeon. This study was proceed in a 

randomized prospective investigation. 16 patients in TPN and 17 in EN 

are completed to the end point. The same amount of kalory and protein 

was supplied to the both group. Body weight, complication, 

immunologic and nutritional laboratory test were checked on post-

operative day 7. Cost and cost-effectiveness was investigated  from 

post-operative day 1 t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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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re were no defferences in immunologic and nutritional 

status between both group. In TPN and EN group, Mean of total cost 

was 734,597won and 424,792won, respectively. And, Mean of the 

patient’s share was 107,195won and 44,152won in each group. There 

were 9 successful outcome in TPN group and 11 in EN group. Cost-

effectiveness induced by total cost were 1,632,438(TPN) and 

1,390,228(EN). Cost-effectiveness induced by patient’s share were 

238,211(TPN) and 144, 499(EN). 

Conclusion : Both TPN and EN can be applied to the patients who 

underwent total gastrectomy. And, application of EN can reduce the 

medical cost.  

 

 

 

 

 

 

 

 

 

 

 

 

--------------------------------------------------------------------- 

Key words : total parenteral nutrition, enteral nutrition, 

cost-effectiveness, total gastrectomy 


	표지 최종
	권인규석사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