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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논문을 마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감
사의 글을 쓰려니 처음 대학원에 입학한 기억부터 새롭게 생각납니다.학
교 입학과 병원생활,결혼,임신,출산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지만 막상 끝맺음을 하려니 이 시간이 기쁘기도 하고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 함께 남습니다.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학기 기간 동안 지도해주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께
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논문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처음부터 끝
까지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유지수 교수님께
깊이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논문 진행 동안 예리한 통찰력으로 조언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던 이주희 교수님,임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
으로 논문의 어휘 하나의 선택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상미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위기간과 실습과정,논문 과정 동안 함께 수고했던 대학원 동기들과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나의 친구 영화와 연락은 잘 할 수 없지만 멀리
서 응원 해준 제숙,미성,수련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병원 생활 중에도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권미수 선생님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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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딸이 항상 안쓰러우면서도 묵묵히 응원을 해주시고,좋은 논문
이 될 수 있도록 밤 늦게까지 교정에 도움을 주셨던 아버지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손주를 돌보시고 항상 기도해주신 어머니께 따뜻한 사랑
을 듬뿍 쏟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오며 가며 관심과 애정을 쏟아준
동생 민호와 준경이,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었던 올깨 덕자,귀여움으로
고모에게 힘을 주었던 조카 규용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항상 곁에서 자상하고 듬직

하게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 정창근과 엄마가 계속 공부 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에 태어나 씩씩하게 자라주는 나의 아들 병욱에게 가득한 사랑을
전합니다.

2007년 7월 이유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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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경경경장장장 영영영양양양 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중환자는 과대사 및 단백질 이화작용으로 인해 영양 요구량이 급속히 증가되는
반면,영양 공급의 부족으로 영양결핍에 빠질 위험이 크다.영양결핍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경장영양은 꼭 필요한 영양공급방법이다.하지만 경장
영양 환자의 4∼95%가 흡인성 폐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17
∼62%이다.
본 연구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들에

게 실제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제 1단계로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요구를 조사하고 제 2단계로 제 1단계의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200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의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요구
를 조사하였다.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은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각 항목
별로 지식요구가 80%이상인 항목을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간호대학 교수 2인과 병원의 간호국 부원장 1인,중환자실 수간호
사 1인,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10인 등 모두 14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CVI를 통해 선정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집단의
감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4개 영역의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간호 가이
드라인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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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은 3점 만점에서 최고 2.6점,최저
1.3점이며 평균 2.0점이었으며,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 요구는 42개 항목 모두
80%이상의 요구가 있었다.
2.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항목은 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였다.경장 영양 환자 간호 가이드라인 항목은 경장 영양의 특성영역,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간호 평가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경장영양의 특성영역에 28개 항목,간호 사정 영역에 4개 항목,간호 중재
영역에 8개 항목,간호 평가 영역에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내용을 선정하였다.
4.최종 경장 영양 환자 간호 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의 42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경장 영양 특성 영역에는 경장 영양의 정의,영양공급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 환자의 적응증,경장 영양의 금기사항,경장 영양 공급방법
형태에 따른 적응증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의 합병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간호사정 영역에는 신체 사정(assessment)과 영양상태 사정,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 그리고 폐 흡인의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고,
간호중재 영역에는 비위관 튜브 간호와 위루술 간호,경피 내시경 위루술 간호,
누공 간호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구강간호,커프(cuff)관리,튜브 위치 확인방법,
환자 자세, 박테리아 감염예방법, 경장 영양의 합병증 관리, 경장 영양의
관찰사항,퇴실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마지막으로 간호평가 영역에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영양 상태 평가와 합병증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간호 가이드라인은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교육 방법의 한 방법으로,중환자실에서 흔히 접하는 경장 영양 환자의 영양
상태와 합병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최상의 간호 중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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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평가하여 영양결핍과 주요한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의 재발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환기(mechanicalventilation)를
적용하는 환자들은 기도 유지 확보와 삼킴 작용(swallowingmechanisms)의 손상,
의식수준의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흡인과 영양 불균형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위 장관 통로를 통한 영양 공급은 환자에게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특히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경장 영양(enteralnutrition)을 이용하는 영양 공급 방법은
꼭 필요하며,이는 완전 비경장적 영양(totalparenteralnutrition)이나 말초
비경장적 영양(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Bertullo,2000).이러한 비경구 영양법은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비용이 비싸며
혈역학적인 검사(전해질과 지방,간기능 검사)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Jill,2006).또한 중심정맥 혈관의 이용으로 감염이나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내 박테리아의 혈류 이동,위장 위축,대사 장애 및 고혈당과 같은
합병증이 자주 발생한다(DeLegge,2002).하지만 경장 영양 공급 또한 흡인성
폐렴과 같은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흡인은 폐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기계 환기와 관련된 폐렴(VAP)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DeLegge,2002;McClave& Dryden,2003;Spain,etal.,
2002).중환자실은 특성상 중증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라 비∙위관과 기계 호흡기,
기관 내 삽관을 모두 시행한 환자들도 있어 병원성 폐렴 발생의 위험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더 높으리라 생각된다.그러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병원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서 그 예방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김남초,김소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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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영양 환자의 흡인성 폐렴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합병증이며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위험요인이 된다.그러므로 흡인성 폐렴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며 조기 진단과 간호 중재는 계속되는 흡인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Jill,2006).
이러한 경장 영양 환자의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비위관의 굵기,비위관의 삽입위치 및 영양 제공 방법,위 잔여량
측정,색소법과 당농도 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흡인성 페렴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며,이 중 색소법과 당농도 측정법은 간호중재 방법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Jill,2006;McClave & Sinder,2002;Metheny,2002;
Scolapio,2002).실제로 푸른색 색소법은 푸른색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패혈증,
다장기 기능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와 소변에 착색되어 사망환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색소의 양 또한 기준화되지 않아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Czop& Herr,2002;Granville& Finch,2001;Jill,2006).당농도 측정법은
인체에 해롭지 않아 임상에서 손쉽게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낮은 당을
포함한 영양액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민감성이 떨어지며 당농도 측정을
위한 띠(strip)또한 기관지 흡인액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소변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Jill,2006).
이처럼 푸른색 색소법이나 당농도 측정법은 흡인성 폐렴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간호 중재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재 국외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간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개발에 초점을 맟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장 영양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이 명백하고
심각한 합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한
경장 영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가정 간호를 필요로 하는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들은
주로 가정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 보호자보다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연구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간호 교육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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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간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함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파악한다.
나.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다.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의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다.
라.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3.용어의 정의

가.경장 영양 환자

경장 영양은 경구 영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영양소의 보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관을 통하여 위나 십이지장 또는 공장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다(Nettina,2003).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경장 영양공급을

받는 환자를 말한다.

나.간호 가이드라인

간호 가이드라인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1990).
본 연구에서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4개 영역(category)에 따른 4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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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중환자 경장 영양의 필요성

중환자실에 입원한 대부분의 중환자는 심한 대사적 스트레스(metabolicstress)와
부동(immobilization)으로 인해 이화상태(catabolicstate)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요한 근육의 약화와 기능부전이 생기기 쉽다.과대사 및 단백질 이화작용으로
인해 영양요구량이 급속이 증가되며,증가된 환자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저영양공급은 영양불량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감염을 비롯한
합병증 발생 증가와 기계 환기(mechanicalventilator)의 사용일수를 지연시키고,
재원 일수를 늘려,궁극적으로는 사망률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Baudouin,2003;
Huang,2000;Jeejeebhoy,2000).
영양결핍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영양지원이 필요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경정맥과 경장 영양 공급방법이 있다.전적으로 정맥을
통해 열량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완전 비경장적 영양법(TPN)과
말초 비경장적 영양법(PPN)이 있으며,경장 영양 공급 방법은 환자의 위∙장관을
이용하는 영양지원이다.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거나 음식섭취가 불가능 할 때에는 관을 통하여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에 직접적으로 공급한다.경장 영양 공급은 비경장 영양보다
생리적인 장점이 더 많으며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비경장 영양 공급보다
감염의 위험이 더 적고,점막 위축과 담관 및 췌장기능 부전을 예방하여 위장계의
기능을 유지한다.또한 경장 치료는 최소한 위장관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입으로 영양을 섭취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Gramlich,2004;Nettina,
2003).
최근에는 상품화된 경관 유동식이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관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장 영양을 필요로 하는 범위도 하악골 골절이나 인후,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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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머리 등의 수술 시,심한 화상,두부와 경부에 방사선 조사,무의식이나
혼수상태 환자,뇌졸중으로 구강인두 마비 또는 외상으로 정상적인 연하가
부적절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이며 심리적 문제로 인한 심한 우울이나 신경성
식욕감퇴,장 염증이나 흡수장애 또는 장 수술 전 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심신쇠약이나 심한 반응에 의한 거식증 등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2.경장 영양과 흡인성 폐렴의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흡인(aspiration)은 하부 호흡기계(lowerrespiratorytract)와
후두(larynx),구인두(oropharyngeal)에 있는 위 내용물의 흡인이라고 정의한다.
흡인 후에는 몇 몇의 폐 증후군(pulmonarysyndrome)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폐 증후군은 흡인의 양과 흡인 내용물,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물을 흡인한 환자가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나 aspiration pneumonitis)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또 다른 증후군은
흡인 후에 기도 폐색이나 폐 농양,외인성 유지질 폐렴,만성 간질성 섬유증
그리고 마이코 박테리움 포투이튬 폐렴(mycobacterium fortuitum pneuminia)이
생기는 것이다(Marik,2001).
또한 흡인의 위험요인(risk factor)은 구강위생의 불량,구강 건조증,다양한

약물의 사용(이뇨제,안정제,불안정제,항정신성 약물,항경련제 등),연하 곤란증,
비정상적인 구토 반사와 기침 반사,만성폐쇄성 질환이나 울혈성 심부전 등이다.
위 식도 역류를 갖는 환자나 의식수준의 저하,경장 영양 공급,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앙와위 체위(supine position)를 필요로 하는 환자,장기간
금식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상존한다(Eliza,etal.,2005;EI-Soth,etal.,2003;
McClave,DeLegge,etal.,2002;Shay,2002).이처럼 중환자실에서 경장 영양
환자의 간호에 있어 흡인은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 6 -

경장 영양공급 환자들에서 흡인은 장기적인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국외 연구들에 따르면 흡인성 폐렴은
경장 영양 환자의 4∼95%에 이르며 사망률은 17∼62%이며 기계 환기와 관련된
폐렴(VAP)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Campos & Marchesini,1999;
DeLegge,2002;McClave& Dryden,2003;Spain,etal.,2002).흡인은 자주
일어난다.정상 환자의 45%이상이 잠자는 동안 흡인이 발생하며,70%이상은
의식이 없는 환자,40%이상은 경장 영양을 하는 환자,50∼75%는 기계 환기를
하는 환자들에게 흡인이 발생한다(DeLegge,DeMeo,& McClave,2002).
국내 연구로는 김남초와 김소연(2001)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병원성 폐렴 발생

위험요인 연구에 따르면 병원성 폐렴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가장 강력한 요
인은 기관 내 삽관 여부,기관절개 여부,비∙위관 삽입 여부 및 기계 호흡기 사
용 여부로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병원성 폐
렴 발생률이 약 13배 높다고 하였으며,이 중 비∙위관 삽입 환자는 97.5%로 높았
다.또한 중환자실 특성상 중증의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라 비∙위관과 기계 호흡
기,기관 내 삽관을 모두 시행한 환자들도 있어 병원성 폐렴 발생의 위험은 통계
적인 수치보다 더 높으리라 생각된다.그러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병원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그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3.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연구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발생의 주요 기전(mechanism)은 비위관의
존재로 인한 구인두 분비물(oropharyngealsecretion)의 증가,후두거상(laryngeal
elevation)의 손상 및 상∙하부 식도 괄약근의 손상 등이다.비위관의 굵기,
비위관의 삽입위치 및 영양 제공 방법 등도 흡인성 폐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서 임상에서는 흡인성 폐렴을 감소시키기 위해 삽입하는
비위관의 굵기를 줄이거나 비위관의 위치를 위장이 아닌 소장까지 삽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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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중재법을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위관 영양과 관련된 흡인성 폐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중재 방법의 효과를 검정한 연구들에서 좋은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고 있지는 못하다.
Scolapio(2002)의 연구에서는 비위관의 굵기를 줄여서 영양액을 제공하자 위장관

역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Metheny(2002)의 연구에서는 비위관의 굵기
감소가 흡인성 폐렴의 예방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또 비위관을 위장이 아닌
소장까지 삽입하여도 흡인성 폐렴의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Day,etal.,2001;Boivin,Esparaza,Hartshorne,Levy,2001;
Tralor,2002;Tugrul,etal.,2002).위 잔여량(residualvolume)을 측정하여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McClave& Sinder(2002)의 연구에서도 위 잔여량과 흡인성 폐렴
사이에는 유의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는 윤미자(2004)의 비위관 영양환자에서 기관 흡인액의 당농도와

흡인성 폐렴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비위관 영양(Levin tube)을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서 빈번하게 흡인성 폐렴이 일어나고 있으며,기관 흡인액의 당농도
측정법은 비위관 영양을 제공받고 있는 환자들의 폐 흡인 발생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예방적 간호중재라고 하였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위관 영양
제공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측정한 기관 흡인액의 당농도가 높을수록 폐
흡인의 발생이 잘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지만,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 보고에서
측정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측정시간이 당농도 측정법의 폐
흡인 확인 방법으로 그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과,흡인성 폐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현재 임상에서는 흡인성 폐렴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몇 가지 측정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들 역시 계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외 대다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간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장 영양 환자들에게 흡인성
폐렴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합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지식수준이나 지식
요구에 대한 학술적 파악이나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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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따른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실제적인 간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4.경장영양환자의 간호 교육방법

경장 영양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간호 교육 항목 및 내용에 관한 자료는
07년 6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앞서 소개한 몇 개의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지만,이미 국외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의 관련 의료 기관 및 각
대학병원에서는 소책자나 온 라인(online)형식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병원(Pennsylvania University Hospital)에서 사용하고 있는
「Surgical critical care policy manual」과 하버뷰 메디컬센터(Harborview
MedicalCenter)에서 활용하고 있는 「Enteralfeeding guidelines」은 소책자로
경장 영양과 비경장 영양 공급의 차이점과 경장 영양 환자의 적응증,경장 영양의
금기사항,경장 영양 공급 방법의 형태에 따른 간호 방법과 합병증,경장 영양의
가이드라인,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enton,Jolliet& Pichard(2001)가 공동 저술한 「Feedingtheintensivecare

patient」라는 책은 영양상태 평가,에너지와 단백질 필요량,경장 영양과 비경장
영양의 비교,경장 영양의 튜브 위치,합병증,비경장 영양의 합병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Gomes,Pisani,Macedo& Campos(2003)는 「Thenasogastricfeedingtubeas

ariskfactorforaspirationandaspirationpneumonia」소책자를 통해 기도 유지
기전,흡인과 흡인성 폐렴의 정의,경장 영양환자에서 흡인의 진단방법,흡인의
위험요인,비위관과 흡인성 폐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Jill(2006)은 그의 저서 「Aspirationassessmentandpreventionincriticallyill

fedpatients」에서 완전 비경장적 영양,말초비경장적 영양,경장 영양의 개요와
흡인 조기 탐지와 사정법으로 푸른색 색소법과 당농도 측정법을 비롯하여 흡인을



- 9 -

예방하기 위한 간호 방안으로서 청진,pH 방법,환자 자세,X-ray상의 위치확인,
기관 내 삽관의 압력 모니터링,비위관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eejeebhoy(2002)의 「Enteralfeeding」은 경장 영양과 비경장 영양의 비교,

초기의 경장 영양 공급의 이점,경장 영양과 흡인성 폐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illiams& Leslie(2004)의 「A review ofthenursingcareofenteralfeeding

tubesincriticallyilladults:partⅠ」책에서는 경장 영양 공급의 합병증,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위 잔여량 확인,환자의 자세,인공 기도의 관리,
구강간호,계속적인 영양공급 방법과 간헐적인 영양공급 방법에 따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들 두 사람 Williams& Leslie(2005)는 다시
업데이트한 「A review ofthenursingcareofenteralfeedingtubesincritically
illadults:partⅡ」에서는 경장 영양 튜브의 위치,청진,X-ray상의 위치 확인,
pH 측정법,위 잔여량 측정법,박테리아 감염의 예방법,환자의 자세 등에 대해
전편에 이은 보다 더 세밀한 간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Stroud,Duncan& Nightingale(2006)이 마련한 「Guidelinesforenteralfeeding

inadulthospitalpatients」소책자로 경장 영양 공급 환자의 적응증,간호 방법,
합병증,경장 영양 공급형태에 따른 적응증과 합병증,간호,모니터링,경장 영양
공급의 중단,영양상태 평가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aumgarter& Cerda(1999)이 공동 집필한 책「Enteralnutrition in clinical

practice」에서는 경장 영양 공급 시 모니터링 지표,영양상태 평가,경장 영양의
금기증,합병증,흡인의 위험요인,경장 영양의 사정 방법과 관리,설사 환자 간호,
변비 환자 간호,약물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elegge(2005)의 「Enteralaccessin home care」에서는 소책자의 형식으로

경장 영양 공급 형태에 따른 사정법과 합병증,가정 간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Bowman,Kevin,Cberyl& Lynn(2005)이 공동 집필한 「Implementationofan

evidence-basedfeedingprotocolandaspirationriskreductionalgorithm」에서는
식이 실무 지침(feeding protocol),흡인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한 뒤에 흡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른색 색소법과 당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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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법 그리고 위 잔여량 측정법 등을 여러 문헌을 망라하는 고찰로 설명하고
있다.이 책을 통해 4명의 공동 저자는 식이 불내성(feeding intolerance)의
지표로서 또 구토와 흡인의 지표로서 위 잔여량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또한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간호 방안으로 위 잔여량 측정과 경관 튜브의 위치 등을,
그리고 흡인의 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상에서 환자의 머리를
올리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Norma & Marita(2001)의 「Assessing placementoffeeding tubes」에서는

소책자로 경관튜브의 크기와 올바른 위치,튜브 위치 확인 방법,튜브삽입 방법과
위치 사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Cannaby, Evans & Freeman(2002)의 「Nursing care of patients with

nasogastricfeedingtubes」에서는 튜브의 종류와 위치,약물 관리,튜브가 막힐
경우의 해결방안,비위관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 국립종합센터(UnitedKingdom NationalCollaboratingCentre)에서 발행한

「Clinicalguideline32-Nutrition supportin adults:oralnutrition support,
enteraltubefeedingand parenteralnutrition」에서는 경장 영양의 정의,경장
영양의 적응증,경장 영양과 비경장 영양의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 공급 방법의
형태에 따른 관리,합병증,경장 영양의 사정,간호 중재로 위잔여량(residual
volume)확인,X-ray상의 위치,청진,영양관리,경장 튜브 관리,영양상태 평가에
대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영국 국립보건원(UnitedKingdom NationalHealthService)이 제공한 「Enteral

feeding guidelines」은 경장 영양의 정의,경장 영양의 이점(advantage),경장
영양의 적응증(indication),경장 영양 공급 방법의 형태,경장 영양의 사정,간호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장 영양 환자의 교육 항목 및 내용을 살펴본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국외의 국․공립병원이나 기관에서는 실제적이며 체계적인 간호 가이드라인을
소책자나 온라인(online)을 이용하여 간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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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헌 조사 등 외국의 사례연구만으로는 간호사들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이나 지식 요구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 간호사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알고 싶어 하는 지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다음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장 영양
공급의 정의,형태,방법,합병증,간호,영양 상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장 영양 환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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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연구 과정

본 연구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 1단계로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조사하고 제 2단계로 제
1단계의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1단계: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 조사

1)연구 대상
200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의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연구 도구
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항목은 모두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경장 영양의 특성에 관한 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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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사정에 관한 4개 항목,간호 중재에 관한 8개 항목,간호 평가에 관한 2개
항목 등 총 4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지식수준(knowledgelevel)은 3점 척도(score)를 이용하여 '잘 안다','보통 안다',

'모른다'로 표시하였으며,지식 요구(knowledgerequest)는 2점 척도를 이용하여
'알기 원함','알고 싶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해당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부록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의 측정 도구는 그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2인과 Y대학병원의 간호국 부원장 1인,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10인 등 모두 14명의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후 완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Cronbach'sAlpha계수는 .964를 나타내었다.

3)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나)각 항목별의 경장영양 지식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다)각 항목별의 지식요구 유∙무는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나.2단계:경장영양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경장영양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

가)1단계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 가이드라인 개발
국외 문헌은 'enteralfeeding,careguideline'의 카테고리로 컴퓨터 웹사이트인

야후(Yahoo)에서 73,600개의 자료를 검색하기로 하고 PUB Med에서는 1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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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검색하기로 하고,그밖에 국내 문헌과 교과서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나)예비 간호가이드라인 개발
예비 간호가이드라인 개발은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각 항목별로 지식

요구가 80%이상인 항목을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항목으로 선정하였다.문헌고찰과
대상자의 지식 요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확정된 교육 내용의 범주와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예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2)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가이드라인 개발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작성된 예비 간호가이드라인은 2007년 5월 28부터 6월 1일까지 간호대학 교수

2인과 Y대학 병원의 간호국 부원장 1인,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중환자실 5년
이상 경력간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를 전문가 집단에게 배부하고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각 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 지수 CVI(ContentValidity Index)는 '페링(Feh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점)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2(0.25점)은 '적절하지 않다',3(0.5점)은 '보통이다',
4(0.75점)은 '적절하다',5(1점)은 '매우 적절하다'등으로 하여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CVI를 통해 선정된 교육 자료는 전문가
집단의 감수를 거쳐 가이드라인 교육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3)최종 간호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항목을 통한 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42개 항목으로 구

성된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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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 파악

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종교,총 임상경력,중환
자실 임상경력,직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1>.
총 대상자 30명으로 연령은 25∼30세 미만이 63.4%로 제일 많았고,25세 미만이

23.3%,30∼35세 미만이 13.3%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또는 재학 중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3년제

간호학과 졸업이 20.0%였다.총 임상 경력은 5∼10년 미만이 33.4%로 가장 많았으
며 중환자실 임상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3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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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일반적 특성
                                                       n =30

특성 구분 실수 (%)
연령 25세 미만 7(23.3)

25∼30세 19(63.4)
30∼35세 4(13.3)

결혼상태 미혼 23(76.7)
기혼 7(23.3)

교육정도 3년제 졸업 6(20.0)
4년제 졸업 또는 재학 20(66.7)
석사과정 졸업 또는 재학 4(13.3)

종교 기독교 10(33.3)
천주교 4(13.3)
불교 5(16.7)
무교 11(36.7)

총 임상경력 1년 미만 5(16.7)
1∼3년 8(26.6)
3∼5년 6(20.0)
5∼10년 10(33.4)
10년 이상 1(3.3)

종환자실 임상경력 1년 미만 5(16.7)
1∼3년 11(36.6)
3∼5년 5(16.7)
5∼10년 8(26.7)
10년 이상 1(3.3)

직위 일반 간호사 29(96.7)
책임 간호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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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상자의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

대상자의 경장 영양 지식수준은 3점 만점에서 최고 2.6점,최저 1.3점이며 평균
2.0점으로 지식수준이 ‘보통 안다’이다.
세부영역별로는 간호 사정 영역이 2.1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 중재 영역이 2.07점,그리고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이 1.93점 낮았으며,간호
평가 영역이 1.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장 영양의 지식수준을 각 문항별로 보면 <표 2>과 같다.
신체사정이 2.47점으로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튜브삽입과

관련된 문제,튜브삽입 후의 문제가 2.37점,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 2.30점의 순
이며,리피딩(refeeding)증후군과 색소법은 1.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지식 요구는 간호사들이 어떤 내용을 교육받기 원하는지에 대해 4개

영역의 42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 의하면 총 42항목 모두 지식요구가 80%이상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리피딩(refeeding)증후군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경장 영양 공급
방법의 형태별 적응증과 장점∙단점에서 비공장 급식(nasojejunaltube),비십이지
장 급식(nasoduodenal)이 96.7%,위루술(gastrostomy),공장루 급식(jejunostomy),
퇴실관리가 93.3%,경장 영양급식(enteraltube feeding),완전 비경장적 영양
(TPN),말초 비경장적 영양(PPN),경장 영양의 금기사항(contraindication),경피
내시경하 위루술(percutaneousendoscopicgastrostomy),경장 영양의 합병증,색
소법,기본간호,영양 관리,합병증 관리 90%,경장 영양의 적응증,튜브삽입과 관
련된 문제,튜브삽입 후의 문제,영양 상태 사정,당농도 측정지법,pH측정법,영
양상태 평가,경장 영양의 합병증 평가가 86.7%,경장 영양 공급방법 장점∙단점,
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폐 흡인의 위험요인이 83.3%,경장 영양의 정의가 80%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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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각 항목별의 지식수준과 지식요구(계속)
n=30

항목 지식 수준 지식 요구
평균 ±표준편차 유 무

실수 % 실수 %
경장영양의 정의 2.20 0.40 24 80.0 6 20.0
경장영양공급방법장점/단점 2.03 0.32 25 83.3 5 16.7
-TPN 2.13 0.43 27 90.0 3 10.0
-PPN 2.03 0.49 27 90.0 3 10.0
-Enteraltubefeeding 2.10 0.54 27 90.0 3 10.0
경장영양환자의 적응증 2.13 0.50 26 86.7 4 13.3
경장영양의 금기사항 1.97 0.55 27 90.0 3 10.0
경장영양공급방법의 형태별 적응증 2.03 0.41 26 86.7 4 13.3
-Nasogastric 2.27 0.58 25 83.3 5 16.7
-Nasoduodenal 1.63 0.55 29 96.7 1 3.3
-PEG 2.17 0.59 27 90.0 3 10.0
-Gastrostomy 1.87 0.57 28 93.3 2 6.7
-Jejunostomy 1.73 0.58 28 93.3 2 6.7
-Nasojejunaltube 1.57 0.50 29 96.7 1 3.3
경장영양공급방법의 형태별 장∙단점 1.90 0.54 27 90.0 3 10.0
-Nasogastric 2.07 0.52 27 90.0 3 10.0
-Nasoduodenal 1.57 0.50 29 96.7 1 3.3
-PEG 1.93 0.52 27 90.0 3 10.0
-Gastrostomy 1.73 0.52 28 93.3 2 6.7
-Jejunostomy 1.67 0.60 28 93.3 2 6.7
-Nasojejunaltube 1.57 0.50 29 96.7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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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각 항별의 지식수준 및 지식요구
n=30

항목 지식 수준 지식 요구
평균 ±표준편차 유 무

실수 % 실수 %
경장영양의 합병증 2.20 0.40 27 90.0 3 10.0
-튜브삽입과 관련된 문제 2.37 0.55 26 86.7 4 13.3
-위장관 문제 2.17 0.53 27 90.0 3 10.0
-기계적인 문제 1.87 0.43 27 90.0 3 10.0
-대사성의 문제 1.77 0.50 27 90.0 3 10.0
-Refeedingsyndrome 1.40 0.49 30 100.0 0 0.0
신체 사정 2.47 0.52 25 83.3 5 16.7
영양상태 사정 2.03 0.49 26 86.7 4 13.3
경장영양의 합병증 사정 2.30 0.53 25 83.3 5 16.7
-폐흡인의 위험요인 2.23 0.50 25 83.3 5 16.7
색소법 1.40 0.56 27 90.0 3 10.0
당농도 측정지법 1.77 0.72 26 86.7 4 13.3
pH 측정법 1.73 0.58 26 86.7 4 13.3
기본 간호 2.16 0.46 27 90.0 3 10.0
영양 관리 2.10 0.40 27 90.0 3 10.0
약물 관리 2.13 0.57 27 90.0 3 10.0
합병증 관리 1.97 0.55 27 90.0 3 10.0
퇴실 관리 1.70 0.59 28 93.3 2 6.7
영양상태 평가 1.87 0.57 26 86.7 4 13.3
경장영양의 합병증 평가 1.87 0.57 26 86.7 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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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

가.문헌고찰을 통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

국외 문헌은 'enteralfeeding,careguideline'의 카테고리로 컴퓨터 웹사이트인
야후(Yahoo)에서 73,600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그 중 5개의 문헌을 선택하였고
PUBMed에서는 120개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그 중 11개의 문헌을,그 밖에 국
내 문헌에서 2개와 교과서 4개를 참조하여 모두 22개의 문헌이 종합 고찰된 가운
데 가이드라인 교육내용을 파악하였다.
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간호 가이드라인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간호
가이드라인 항목은 경장 영양의 특성영역,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간호 평가의 4개 영역이 작성되었다.문헌에서 제시한 경장 영양
환자의 간호 가이드라인 내용을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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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경장 영양과 관련된 문헌고찰에 제시된 간호 가이드라인내용 분석(계속)

문헌
항목

국외 국내 교과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경장영양의 특성영역
경장영양의 정의 ○ ○ ○ ○ ○ ○ ○ ○ ○ ○ ○ ○ ○ ○
경장영양공급방법 장점/단점
-TPN ○ ○ ○ ○ ○ ○ ○
-PPN ○ ○ ○ ○ ○ ○ ○
-Enteraltubefeeding ○ ○ ○ ○ ○ ○ ○ ○ ○ ○ ○ ○ ○ ○ ○ ○ ○
경장영양환자의 적응증 ○ ○ ○ ○ ○ ○ ○ ○ ○ ○ ○
경장영양의 금기사항 ○ ○ ○
경장영양공급방법의 형태
-Nasogastric ○ ○ ○ ○ ○ ○ ○ ○ ○ ○ ○ ○ ○
-Nasoduodenal ○ ○ ○ ○ ○
-PEG ○ ○ ○ ○ ○
-Gastrostomy ○ ○ ○ ○ ○ ○ ○ ○ ○ ○
-Jejunostomy ○ ○ ○ ○ ○ ○ ○ ○ ○
-Nasojejunaltub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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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경장 영양과 관련된 문헌고찰에 제시된 간호 가이드라인내용 분석(계속)

문헌
항목

국외 국내 교과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경장영양의 특성 영역
경장영양의 합병증
-튜브삽입과 관련된 문제 ○ ○ ○ ○ ○
-튜브삽입 후의 문제 ○ ○ ○ ○ ○
-위장관 문제 ○ ○ ○ ○ ○ ○ ○ ○ ○ ○ ○ ○
-기계적인 문제 ○ ○ ○ ○ ○ ○ ○ ○ ○ ○ ○ ○ ○ ○ ○
-대사성의 문제 ○ ○ ○ ○ ○ ○ ○ ○ ○ ○ ○
-Refeeding증후군 ○ ○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영역
신체사정 ○ ○ ○ ○ ○ ○ ○ ○ ○ ○ ○ ○ ○ ○
영양상태 사정 ○ ○ ○ ○ ○ ○ ○ ○ ○ ○ ○ ○ ○
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 ○ ○ ○ ○ ○ ○ ○ ○ ○ ○ ○
-폐흡인의 위험요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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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경장 영양과 관련된 문헌고찰에 제시된 간호 가이드라인내용 분석

문헌
항목

국외 국내 교과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 영역
색소법 ○ ○ ○ ○
당농도 측정지법 ○ ○ ○
pH 측정법 ○ ○ ○ ○ ○ ○ ○ ○
기본 간호 ○ ○ ○ ○ ○ ○ ○ ○ ○ ○ ○ ○ ○ ○
영양 관리 ○ ○ ○ ○ ○ ○ ○ ○ ○
약물 관리 ○ ○ ○ ○ ○ ○
합병증 관리 ○ ○ ○ ○ ○ ○
퇴실관리 ○ ○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평가 영역
영양상태 평가 ○ ○ ○ ○ ○ ○ ○ ○ ○ ○
경장영양의 합병증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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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표 3>에서 참조한 관련문헌을 ABC등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국외 문헌

A.http://www.uphs.upenn.edu/sugery/trauma
B.http://www.eastleighandtvspact.nhs.uk/foi/policies/clinicalgeneric
C.JillS.Sanko(2006)-Aspirationassessmentandpreventionincriticallyill

fedpatients.
D.Gomes,Pisani,Macedo& Campos(2003)-Thenasogastricfeedingtube

asariskfactorforaspirationandaspirationPneumonia.
E.Genton,Jolliet& Pichard(2001)-Feedingtheintensivecarepatient.
F.Jeejeebhoy(2002)-Enteralfeeding.
G.Williams& Leslie(2004)-A review ofthe nursing care ofenteral

feedingtubesincriticallyillAdults:partⅠ.
H.Williams& Leslie(2005)-A review ofthe nursing care ofenteral

feedingtubesincriticallyilladults:partⅡ.
I.http://www.bsg.org.uk/pdf-word-docs/enteral.pdf
J.Baumgartners,Cerda,Somogyi(1999)-Enteralnutritioninclinicalpractice.
K.MarkH.Delegge(2005)-Enteralaccessinhomecare.
L.Bowman,Kevin,Cberyl& Lynn(2005)-Implementationofanevidence-

basedfeedingprotocolandaspirationriskreductionalgorithm.
M.Metheny& Titler(2001)-Assessingplacementoffeedingtubes.
N.Cannaby,Evans & Freeman(2002)-Nursing care ofpatients with

nasogastricfeedingtubes
O.http://www.nice.org.uk/pdf/CG032NICEguideline.pdf
P.http://www.eastleighandtvspct.nh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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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간호사들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 요구가 80%이상인 42개의 항목을 본 연

구의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42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제시될 간호 가이드라인 내용의 윤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이를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에 28개
항목,간호 사정 영역에 4개 항목,간호 중재 영역에 8개 항목,간호 평가 영역에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영역별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에는 경장 영양의 정의,영양 공급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 환자의 적응증,경장 영양의 금기사항,경장 영양 공급 방법
형태에 따른 적응증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의 합병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간호 사정 영역
간호사정 영역에서는 신체 사정(assessment)과 영양 상태 사정,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 그리고 폐 흡인의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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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 중재 영역
비위관 튜브 간호와 위루술 간호,경피 내시경 위루술 간호,누공 간호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구강 간호,커프(cuff)관리,튜브 위치 확인방법,환자 자세,
박테리아 감염 예방법,경장 영양의 합병증 관리,경장 영양의 관찰사항,퇴실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4)간호 평가 영역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영양 상태 평가와 합병증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예비 간호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평가

1)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의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예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은 각 항목에 대해 페링(Feh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점)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2(0.25점)는 '적절하지 않다',3(0.5점)은 '보통이다',
4(0.75점)은 '적절하다',5(1점)는 '매우 적절하다'등으로 하여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내용을 선정하였다.전문가 타당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영역별 CVI는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에서는 '흡인성 폐렴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간호 사정 영역에서는
'안면 손상이 있는지 직접 사정한다','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과거력이 있는가',
'구개 반사와 기침 반사가 정상적인가','연하 곤란이 있는가','인공 기도(artificial
airway)를 가지고 있는가'등이 0.95로,간호 중재 영역에서는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1.0의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으며,간호 평가 영역에서는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점검한다','환자가 짧은 호흡,낮은 산소 포화도,
기도에서 영양액이 나오는지 관찰한다'가 0.98의 지수로 나타났다.
삭제된 항목을 살펴보면 CVI0.80이하 항목으로 간호 중재 영역에서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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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질환은 미리 치료한다'가 0.75, '위장 내용의 흡인은 pH법으로
확인한다'가 0.68,'질산은(silvernitrate)사용을 신중히 한다'와 '리폼(lyfoam)을
사용한다'가 0.62를 보여 삭제되었다.

<표 4>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경장영양이란 0.93
경장영양공급의 적응증 0.93
경장영양공급의 금기증 0.92
경장영양의 경로 0.90
경장영양의 급식방법 0.93
경장영양의 합병증 0.92
흡인성 폐렴을 조기탐지하기 위한 방법 0.95
표 1경장영양의 장점 0.86
표 2경장영양의 투여경로에 따른 적응증과 장∙단점 0.91
표 3경장영양의 급식방법 0.88
표 4경장영양의 구분과 합병증 0.88
표 5흡인성 폐렴의 주요한 위험인자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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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사정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① 환자를 직접 사정하여 경장영양이 적합한 환자인지 0.85
의학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삼킴 작용 손상이 있는지 0.93
-머리나 목,비강,중격에 수술을 받았는지 0.93
-의식수준 감소했는지 0.93
-안면 손상이 있는지 직접 사정한다. 0.95
② 과거병력과 문제,특수대사 조제 식이의 필요성,
영양 상태와 섭취에 대한 평가,위 장관과 신장,간,
심장 등의 주요기관 기능을 사정한다. 0.85
③ 최근의 체중변화와 수화상태(hydration)을 사정한다. 0.93
-키와 몸무게를 안다 0.93
-체질량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0.93
-몸무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0.93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여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를 안다 0.93

④ 영양 상태와 관련된 혈청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와 영양결핍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사정한다. 0.88
-피부 0.90
-구강 0.90
-머리카락 0.90
-옷이 몸에 잘 맞는지? 0.81
⑤ X-ray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0.93
⑥ 장음을 청진하고 복부 팽만이 있는지 사정한다.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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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사정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⑦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를 사정한다. 0.93
-인공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0.95
-환자의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0.93
-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과거력이 있는가? 0.95
-구강위생이 불량한가? 0.94
-구강건조증이 있는가? 0.85
-구개반사와 기침반사가 정상적인가? 0.95
-연하곤란이 있는가? 0.95
⑧ 경장 영양 식이의 종류와 영양 공급 방법,초기 시작
용량을 결정한다. 0.98

⑨ 결정된 초기 용량으로 시작하고 환자의 영양 공급에
따른 불내성(feedingintolerance)상태를 사정하고 목표
칼로리까지 늘려나간다. 0.98
-복부 팽만감,오심,구토 0.95
⑩ 만약 경장섭취에서 점차 경구섭취로 바꾸는 경우
경구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0.88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인자(의식 수준,연하 곤란증,
비정상적인 구토반사와 기침반사 등) 0.93
-치아 상태와 의치사용 여부 0.95
-약물(안정제,불안정제,항정신성 약물,항경련제) 0.88
-의학적인 상태(당뇨,만성폐쇄성 질환이나 울혈성
심부전,위 식도 역류,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
앙와위 체위를 필요로 하는 환자)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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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1.비위관(Nasogastric)튜브 간호
① 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0.95
② 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기와 주입용기,
관 세척할 증류수 등). 0.95
③ 비위관 튜브는 깨끗하게 유지한다.4∼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증류수로 세척(flushing)해 주어야 한다.
(영양액과 약물을 주입하기 전과 후) 0.95
④ 식이를 진행하기 전에 구강 간호와 커프(cuff)관리를 한다. 0.95
-비인두의 흡인(oropharyngealsuctioning)과 구강 간호를
규칙적으로 한다. 0.93
-기계 호흡기(mechanicalventilator)에 의존한 환자들의
커프(cuff)는 20∼30cmH20를 유지한다. 0.88
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1.00
-주사기로 10∼20ml의 공기를 튜브를 통해 위로 주입할 때
청진기를 이용해 '쉬이'하는 소리를 듣는다. 0.88
-위 잔여물을 확인한다.주사기를 튜브에 꽂아 공기를 밀어
넣어 튜브가 위에 있는지 확인 후,서서히 주사기를 당겨 위
내용물을 빨아들인다.위 잔여물의 양을 확인하고,다시 그대로
위로 주입한다.그 후에 20∼30cc로 관을 세척한다. 0.90
위 잔여물이 150cc이상이거나 시간당 주입량의 2배보다 많은
경우,복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엔 3060분 후 다시 확인한다. 0.90
만약 위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담당의사에게 연락한다.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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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위의 확인방법에서 한 가지라도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튜브의 위치를 의심해보아야 하며,X-ray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0.93
-튜브 확인의 방법은 처음으로 튜브를 삽입하였을 때,
영양액과 약물을 주입하기 전,세척하기 전,환자가 기침이나
구토를 하였을 경우,튜브를 움직였을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0.93
⑥ 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역류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유동식 주입 동안과 주입 후 30분 정도는 머리의
위치를 30∼45도 정도 높인다. 0.93
⑦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0.95
-경관 유동식과 양 주입 전과 후에는 20∼30ml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튜브를 세척한다. 0.95
-섬유소(fiber)를 함유하고 있는 점도가 높은 경관유동식을
주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고 약은 가능한 액상으로 한다. 0.95
-계속적 급식(continuousfeeding)시에는 4∼6시간 간격으로
튜브를 세척한다. 0.93
⑧ 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0.90
⑨ 주입 후 물품은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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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2.위루술(gastrostomy)튜브 간호
① 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0.93
② 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기와 주입용기, 0.93
관 세척할 증류수 등).
③ 튜브를 깨끗하고 막히지 않기 위해 주사기에 최소 30cc의
증류수를 넣어 6∼8시간마다 세척해준다. 0.93
④ 튜브를 식이 시마다 확인한다. 0.90
-튜브가 깨끗한가? 0.88
-튜브의 끝 부분을 매일 Hygiene으로 소독하고 있는가? 0.88
-막혀서 세척이 어려운가? 0.80
-피부표면에 튜브를 고정하는 판이 잘 있는가? 0.93
(복벽으로 0.5cm이 가장 이상적이다)
-튜브가 찢어졌는가? 0.83
-튜브나 튜브 주위로 영양액이 세는가? 0.85
⑤ 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역류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유동식 주입 동안과 주입 후 30분 정도는 머리의
위치를 30∼45도 정도 높인다. 0.95
⑥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0.95
⑦ 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0.88
⑧ 주입 후 물품은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0.88



- 33 -

<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3.경피 내시경 위루술(PEG)간호
① 시술 후 24시간 안은 금식을 시키고 혈압,맥박수를
자주 검사하고,발열이나 호흡이상,복부의 이상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0.90
당뇨병이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서는

1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를 4∼5일간 투여한다. 0.90
② 영양관을 통한 영양법의 시작은 보통 시술 24시간
이후에 시행하며,처음에는 미지근한 온수 50ml정도를
30분 간격으로 4차례 주입하여 보고,이상이 없으면 준비된
유동식을 시작한다.유동식을 100ml씩 매 4시간마다 4∼6번
준 후 서서히 50ml씩 증가시켜 1회 투여량을 300∼500ml까지
증가시키며,환자의 칼로리 필요량에 따라 2∼4시간 간격으로
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0.90
③ 식이 공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사를 놓는 것처럼
힘을 가해서 유동식을 밀어 넣지 말고,상체를 약간 세워서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입 후에도 30∼60분
정도 환자의 머리를 높인다. 0.85
④ 영양관이 막히지 않도록 식이 공급 후에도 물 50ml
정도를 주사기를 통해 넣어준다. 0.85
⑤ 시술 다음 날부터 하루 2∼3회 상처를 소독하고 3일이
경과한 후에 당겨져 있는 고정판을 약간 느슨하게 조절하여 준다.
창상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함께 매일 철저히
소독하도록 하여 농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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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4.누공(stoma)간호
새롭게 만들어진 누공(stoma)은 드레싱이 필요하며 보통
누공이 회복될 때까지(10∼14일)생리식염수로 무균적으로
소독한다.다음 3가지의 것을 기억해야 한다. 0.93
① 감염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0.93
-누공과 피부 주변의 발적 0.83
-누공에서의 분비물 0.83
-통증 0.80
② 과대 과립(overgranulation)
이것은 누공 부분의 조직이 자라는 것이다.고정판을
피부표면에서 자세히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튜브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며 결국에는 누공 부분의 조직이 자라나게
되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0.90
-과대하게 자라난 조직 주위는 깨끗하게 유지한다. 0.90
-튜브가 조이지 않도록 한다. 0.90
③ 누공의 누출(Leakingstomasite) 0.88
-얼마나 새는지? 0.90
-튜브만큼 누공 구멍이 큰지? 0.88
5.박테리아 감염 예방법
경장영양은 영양액의 오염으로 인해 설사,폐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경장 영양 식이를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며 증류수를 이용한다.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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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중재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계속)

내용 타당도

개봉한 영양액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버리는
것이 좋다. 0.95
표 7.경장영양의 합병증 관리 0.89
표 8.모니터링을 위한 검사 0.89

8.퇴실관리
① 경구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때 튜브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0.95
②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0.93
③ 튜브 영양을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
교육한다. 0.95
④ 흡입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높이거나 상체를
높이는 자세를 유지한다. 0.95
⑤ 다른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 한 점적 속도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0.90
⑥ 가정 경장영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원 교육 시
조제식이 준비,투여,감시 등을 포함한다. 0.93

표 9.가정 경장영양을 위한 대상자 교육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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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 평가 영역 전문가 타당도 결과

3.최종 간호 가이드라인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 조사결과와 문헌 고찰을
통해 간호 가이드라인 항목을 선정하였으며,선정된 항목은 전문가 타당도를 통하
여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 42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타당도

①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점검한다. 0.92
② 체중이 정상범위에 있는지 평가한다. 0.98
③ 환자가 짧은 호흡,낮은 산소포화도,기도에서 영양액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0.98
④ 흡인,위장계 효과와 영양공급이 치료적 효과,경장영양의
합병증에 대해 평가한다. 0.98
-복통,복부팽만,위잔여량 측정,혈당측정,설사,변비,구토 0.98
⑤ 당뇨 대상자는 매일 혈당을 측정한다. 0.98
⑥ 경장 영양을 시작 할 때와 그 후 매주 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전해질,단백질,칼슘,인,마그네슘과 전혈구
검사를 한다.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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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경장장장 영영영양양양 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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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경경경장장장 영영영양양양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경장 영양이란?

관을 통하여 위,십이지장 또는 공장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
며 질병의 치료 및 회복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의 영양지원은 위장관을 통한 경장 경로(enteralroute)와 정맥을 통한 경정맥 통로(parenteralroute)가 있다.정맥을 통해서 환자

에게 완전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을 경정맥 완전 영양공급(TotalParenteralNutrition,TPN)이라고 하며 말초정맥 영양공급(Periperal
ParenteralNutrition,PPN)과 중심정맥 영양공급(CentralParenteralNutrition,CPN)이 여기에 속한다.경정맥 완전 영양공급(TPN)은
당,단백질,지방을 주 영양원으로 조성되고 비타민,전해질 및 미량원소 등이 필요에 따라 첨가된다.
경장 영양은 비경장 영양보다 생리적인 장점이 더 많으며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경장 영양 공급은 비경장 영양공급보다 감염

의 위험이 더 적으며 점막 위축과 담관 및 췌장기능 부전을 예방하여 위장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경장 치료는 최소한 위장관계
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입으로 영양을 섭취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상품화된 경장 유동식이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장 치료가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경장영양 공급관이 더 안전해졌으며 쉽게 삽입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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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장 영양공급의 적응증

가.신경학적,정신적 장애:뇌졸중 후,중추신경계 장애,혼수 종양,손상,염증,수초탈락질환,심한 우울증,알츠하이머씨병,신경성
식욕부진
나.위장관 장애:심한 연하 곤란,췌장염,염증성 장 질환,흡수부전,장 누공,면역 결핍증,방사선 치료로 인한 장염
다.기타:외상,화상,암,화학요법,방사선요법,패혈증,두경부 수술,수술 후 영양지원,인공호흡기 사용자,부적절한 경구섭취로 인

한 영양실조,재발성 흡인

표 1.경장 영양의 장점

 • 생리적 우월성
• 장관 내 구조와 기능의 유지
• 패혈증이나 여러 장기의 기능실조 방지
• 위산 완충
• 저비용
• 안전
• 면역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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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장 영양공급의 금기증

가.위장관의 기능이 충분치 않거나 상당기간 장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① 단장 증후군:공장<100cm,회장<150cm,회맹판이 없는 경우
② 장기관 위장관 폐색
③ 위장관의 심한 출혈,설사,구토가 있는 경우
④ 위장관 누공의 배출량이 많을 경우(500ml/일 이상)

나.경장영양의 문제점이 장점보다 더 많은 경우
① 말기 질환이나 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
② 경장영양의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단기적일 경우
③경장 영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거나 환자의 관심사항과 대치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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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장 영양의 경로

가.비위관/비 십이지장관 /비 공장관 급식
비위관(nasogastric)이나 비 십이지장관(nasoduodenal)그리고 비 공장관(nasojejunal)급식은 코를 통해 위나 장에 튜브를 삽입한 후

준비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나.위루/공장루 급식
위루(gastrostomy),공장루 급식(jejunostomyfeeding)은 복벽에 뚫어 놓은 외과적 누공을 통해 삽입한 튜브로 영양액(formula)을 주입

한다.

다.경피 내시경 위루공
경피 내시경 위루공(percutaneousendoscopicgastrostomy)을 통한 급식은.내시경을 사용하여 위 내부를 보면서 복부의 피부와 피하

층을 통해 위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경피 내시경 위루공에 카테터를 삽입한다.일단 누공이 쾌유된 후 카테터를 새로 삽입할
때는 내시경 없이도 삽입할 수 있다.위나 소장을 통한 경피 내시경 위루공 급식이 선호되고 있는데 페로의 흡인 위험성이 적고 정신
적으로도 쉽게 수용된다.절개창이 치유되면 카테터를 제거하고 영양 공급시마다 재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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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장 영양의 급식 방법

경장 영양액(formula)의 주입방법은 투여경로와 환자의 안정도,위장관의 기능 정도와 사용된 영양액의 종류,칼로리와 단백질 요구
량 그리고 환자의 운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가.지속적 급식(continuousfeeding)
지속적 급식은 펌프나 중력에 의해서 계속 투여하는 방법으로 간헐적 급식이나 식괴 급식에 비해 설사,복통,복부팽만감 등의 부작

용이나 폐 흡인의 위험이 적어 중환자나 십이지장루 또는 공장루 급식에 바람직하다.

나.간헐적 급식(intermittentfeeding)
매 4∼6시간 간격으로 주는 간헐적 급식인 튜브급식은 영양액이 담긴 백(bag)을 사용하며 대개 중력에 의해 매번 60분에 걸쳐 급식

한다.물리치료나 다른 처치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입원 대상자나 가정 위관영양 대상자에게 바람직하다.

다.식괴 급식(bolusfeeding)
식괴 급식은 주사기나 깔때기를 사용하여 10∼15분간에 걸쳐서 튜브영양을 하는 것으로 설사,복통,복부 팽만감 등이 많아 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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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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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경장 영양의 투여 경로에 따른 적응증과 장∙단점(계속)

투여경로 적응증 장점 단점

비위관

(nasogastric 

tube)

• 위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

• 6주 이내의 단기간 급식

• 식도로의 역류 위험이 없

는 경우

• 투입이 용이

• 위를 사용하므로 저장용

량이 큼(bolus 주입이 가능)

• 비장관보다 덤핑증후군이 

적다

• 흡인 위험

• 장기간 사용 불가

• 미용 상 좋지 않음

비십이지장

또는 비공장관

(nasoduodenal 

or nasojejunal 

tube)

•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 위 무력증이나 식도 역류

가 있는 경우

• 흡인의 위험이 적다. 특히 

연하와 기침 반사 부전, 의  

식 저하, 호흡기 사용, 흡   

인성 폐렴의 병력이 있을   

경우

• 비공장관은 수술 후나 외  

상 후의 조기영양공급을 가

능하게 해줌 

• 영양액의 주입속도에 따

라 위장관의 부적응 초래

• 간헐적 또는 식괴 급식에  

부적당, 미용 상 좋지 않음

• 관의 위치 확인을 위한   

X-ray 촬영 필요

• 관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 

라 흡인의 위험이 있음

• 장기간 사용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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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경로 적응증 장점 단점

위투여경로루술

(gastrostomy)

• 위 장관 기능이 정상인   

경우

• 장기 경관급식 환자

• 비강으로의 관 삽입이 어

려운 환자

• 연하부전이 있을 경우 자 

주 사용

• 비위관과 같으나 더 안전

하고 미용 상 좋음

• 튜브 위치 확정이 쉬움

• 기관으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없음

• 위장관 수술시 병행 가능

• PEG의 경우 수술이 필요  

없고 저렴함

• 관의 지름이 커서 막힐   

위험이 적음

• 위를 사용하므로 저장량

이 큼

• 내시경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불가

• 위식도 역류 시 흡인 위

험 있음

• 관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

한 관리 필요

• 소화액의 유출로 인한 피

부의 찰창

• 관 제거 후 누공 생길 수  

있음

경피내시경하 

위루술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 의식저하로 연하곤란이 

발생한 경우

• 만성질환 환자에서 영양

관리

• 마취나 수술에 의한 위험

과 합병증이 없다

• 간편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음

• 내시경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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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경로 적응증 장점 단점

공장루술

(jejunostomy)

• 장기 경관 급식 환자

•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 식도 역류 환자

• 상부 위 장관으로의 관   

삽입이 어려운 환자

• 위무력증 환자

• 흡인의 위험이 낮음

• 위 장관 수술 시 병행 가

능

• 튜브가 기관으로 들어가

지 않음

• 보다 편안하고 미용 상 

좋음

• 수술 후나 외상 후의 조

기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해 줌

• 관의 직경이 작을 경우   

쉽게 막힘

• 튜브가 잘못 놓일 경우   

복막염 위험 있음

• 목표 수준의 주입속도로  

투여 시 위장관의 불내성   

이 나타날 수 있음

• 관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  

한 관리 필요

• 소화액의 유출로 인한 피

부의 찰창

• 관 제거 이후의 누공 우

려(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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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경장 영양의 급식 방법(계속)

구분
식괴 급식

(Bolus feeding)

간헐적 급식

(Intermittent feeding)

지속적 급식

(continuous feeding)

주기적 급식

(Cyclic feeding)

적용 대상

• 일반 환자, 재택환자

• 재활환자에서 위장

으로 주입하는 경우

• 위장으로의 주입

• 경관급식 처음 시작 

시

• 중환자

• 장기간 금식 후 경관

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 간헐적 또는 식괴 급

식에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 일반환자, 재택환자

• 재활 환자가 관급식에

서 경구섭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사용

공급 형태  주사기를 이용 주입 펌프나 중력을 이용  

주입량

첫째 날 100cc×6회, 둘째 날 200cc×6회,

셋째 날 300cc×6회 등으로 환자의 적응도

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횟수와 양을 늘여 목

표량까지 이행하고 부적응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첫째 날은 시간당 20∼

40cc로 시작 후 12∼

24시간마다 20∼40cc

씩 증가시켜 목표량까

지 이행하고 부적응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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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괴 급식

(Bolus feeding)

간헐적 급식

(Intermittent feeding)

지속적 급식

(continuous feeding)

주기적 급식

(Cyclic feeding)

투여 간격 2∼4시간 없음 야간에 단시간 사용

투여 속도 20∼30cc/분 5∼10cc/분 0.5∼2cc/분 5∼10cc/분

투여 시간 5∼10분/회 30∼40분/회 16∼24시간 연속 -

장점 

 • 주입이 간편하며   

  시간이 짧게 걸림

 • 저비용

 • 식괴 급식에 비해  

  합병증 발생 적음

 • 비급식 시간에는   

  자유로움

 • 부작용이 적다

 • 위 잔유량이 적고   

 폐 흡인의 위험이     

적다

 • 경구 식사로 전환    

기에 이용

 • 자유로움

단점

 • 부작용 위험 매우  

  큼

 • 위장관 부작용 가  

 능

• 부작용의 위험 높음

(오심, 설사, 흡인, 팽

만) 

• 행동의 제약

•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비용

• 야간에 단시간 동안 

많은 양을 주입해야 하

므로 소화관의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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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장 영양의 합병증

경장 영양 공급이 중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미 있는 위험성은 상존한다.

경장 영양 대상자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튜브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튜브 삽입 후의 문제,위장관 합병증,대사성 합
병증,기계적 합병증 등이다.
튜브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은 비위관이나 비공장관 튜브와 같이 비강에 튜브를 삽입하는 것으로 비강에 불편감과 외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천공,개구/연하 반사의 손상을 초래한다.경피 내시경 위루술인 경우 복벽이나 복막내출혈,장 천공 등이 보고되고 있
다.또 다른 튜브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에는 비장관 튜브와 관련되어 비인두의 불편감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갈증,구강 건조,연하 곤
란,쉰 목소리 등이 자주 발생한다.또 삽입된 튜브 부위의 피부 손상이나 튜브가 꺽이거나 빠지는 경우에는 복막염,패혈증,괴사 등이
올 수 있다.
위장관 합병증에는 설사,탈수,오심,구토,위장관 출혈,위배출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대사성 합병증으로는 고칼륨/저칼륨 혈증,간과 위장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한 핍뇨,특히 단백질 부담이 있는 경우 당뇨가 발생

되므로,대상자의 치료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심하면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한다.
기계적 합병증으로는 관(tube)자체의 크기나 관을 구성하는 물질,위장관 내의 관의 위치와 관련되어 관의 폐쇄가 흔한 합병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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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된다.
표 4.경장 영양의 구분과 합병증

구분 합병증

삽입(insertion)

비강손상(nasaldamage),
두개내 삽입(intracranial insertion),
인두/식도천공(pharyngeal/oesophagealpouchperforation)
기관지에 위치(bronchialplacement)

경피 내시경 위루술/경피 내시경 공장루술
(PEG/PFJinsertion)

출혈(bleeding),
장/결장 천공(intestinal/colonicperforation)

삽입 후의 외상(postinsertiontrauma) 불편감,누공(fistulae),미란(erosions),협착(strictures)
이동(Displacement) 영양액이 튜브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기관지로 들어감
역류(reflux) 식도염(Oesophagitis),흡인(Aspiration)
위장관 불내성

(Gastrointestinalintolerance) 오심,통증,설사,팽만

대사성(Metabolic) 리피딩(refeeding)증후군,고혈당증,전해질 불균형,수액 과잉(fluid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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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흡인성 폐렴의 주요한 위험인자

 ∙ 불량한 구강위생(poororalhygiene)
∙ 구강 건조증(xerostomia)
∙ 약물(이뇨제,향정신증약,불안 완화제,마취제,진정제)
∙ 다수의 약물(multiplemedication)
∙ 연하곤란(dysphagia)
∙ 비정상적인 구개 반사(abnormalgagreflex)
∙ 비정항적인 기침 반사(abnormalcoughreflex)
∙ 경관영양(tubefeeding)
∙ 저조한 기능적 상태(poorfunctionalstatus)
∙ 기저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선천성 심장 질환,위식도 역류 질환)
∙ 인공 기도(artificialairway)
∙ 의식 수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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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흡인성 폐렴을 조기에 탐지하는 방법

임상에서 폐흡인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색소법(dyemethod)과 당농도 측정법(glucoseoxidasetesting)이 있다.

색소법은 보통 영양액에 푸른색을 첨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기관 흡인액을 빼낼 때(suction)위 내용물의 색깔변화를 확인하여 흡인을
탐지하는 방법이다.푸른색으로 색깔이 변화된 영양액 튜브방법은 간호사가 규칙적으로 기관지 분비물을 빼내는 동안 육안으로 흡인액
색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폐흡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조기 탐지법이라고 말한다.하지만 영양액에 첨가하는 푸른색 색소의 양
이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푸른색 색소가 위장관 계열에 흡수되어 패혈증이나 다장기 부전증,심지어는 사망 환자가 발생하였다.또한 푸
른색 색소를 첨가한 영양액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기계적 환기와 관련된 폐렴(VAP)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색소법은 폐흡인의 조기 탐지 도구로는 부족한 방법이며 진단적인 이점 없이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이기만 한다.그러므로 폐흡인의 예
방적인 측정도구는 아니며 흡인이 발생했다는 마커로서만 작용하여 더 이상 임상에서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흔히 사용하는 조기 탐지 방법은 당농도 측정법이다.당농도 측정지법을 이용한 폐흡인 조기 탐지는 Winterbauer의 연구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이 연구의 기본 전제는 정상적인 기관지 흡인액의 당농도가 5mg/dl이하인데 당이 함유된 영양액이 흡인되면
기관지 흡인액의 당이 높게 측정된다는 것이다.이 연구에서 경장 영양 공급 환자 20명의 중환자 중 6명이 폐흡인이 있었으며 95%이상
이 기관지 흡인액의 당농도가 25mg/dl이상이었다.그러나 경장 영양 공급 환자와 비경장 영양 공급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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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액에 두 그룹 모두 높은 당농도가 함유된 것을 알았다.이 연구들은 ‘당농도 측정지법이 과연 폐흡인의 조기 탐지를 위한 흡족한
간호중재 방법인가’의 문제 제시를 해주었으며 ‘낮은 당농도를 포함한 영약액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농도 측정법이 폐흡인의 조
기 탐지방법으로 적절한 가’이다.그리고 당농도 측정을 위한 띠(strip)자체가 기관지 흡인액이 아닌 혈액이나 소변에 사용되도록 고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있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색소법보다는 유용한 측정방법이나 당농
도 측정지법 또한 중환자의 폐흡인을 위한 조기 탐지법으로는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푸른색 색소법이나 당농도 측정지법 방법은 흡인성 폐렴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간호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재 국외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간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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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간간간호호호 사사사정정정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각기 다른 사정(assessment)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 징후이다.

1.환자를 직접 사정하여 경장 영양이 적합한 환자인지 의학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삼킴 작용의 손상이 있는지
-머리나 목,비강,중격에 수술을 받았는지
-의식 수준이 감소했는지
-안면 손상이 있는지 직접 사정한다.
2.과거 병력과 문제,특수 대사 조제식이의 필요성,영양 상태와 섭취에 대한 평가,위 장관과 신장,간,심장 등의 주요기관 기능을 사
정한다.
3.최근의 체중변화와 수화상태(hydration)를 사정한다.
-키와 몸무게를 안다

    체질량 지수(BodyMassIndex:BMI)=몸무게(Kg)
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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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몸무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만약 3개월 동안 체질량 지수가 19% 이하거나 몸무게가 10% 감소하였다면 빠른 중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여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를 안다

4.영양 상태와 관련된 혈청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와 영양 결핍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사정한다.
-피부
-구강
-머리카락
-의치나 보석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옷이 몸에 잘 맞는지?

5.X-ray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몸무게 감소(%)=평상시 몸무게(kg)-현재 몸무게(kg)X100
평상시 몸무게(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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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음을 청진하고 복부 팽만이 있는지 사정한다.
7.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를 사정한다.
-인공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환자의 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과거력이 있는가?
-구강 위생이 불량한가?
-구강 건조증이 있는가?
-구개반사와 기침반사가 정상적인가?
-연하곤란이 있는가?

8.경장 영양식이의 종류와 영양 공급방법,초기 시작용량을 결정한다.
9.결정된 초기 용량으로 시작하고 환자의 영양공급에 따른 불내성 상태를 사정하고 목표 칼로리까지 늘려나간다.
-복부 팽만감,오심,구토

10.만약 경장 섭취에서 점차 경구 섭취로 바꾸는 경우에는 경구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의식 수준,연하 곤란증,비정상적인 구토반사와 기침반사 등)
-치아 상태와 의치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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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안정제,불안정제,항정신성 약물,항경련제)
-의학적인 상태(당뇨,만성폐쇄성 질환이나 울혈성 심부전,위 식도 역류,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앙와위 체위를 필요로 하
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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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

1.비위관(Nasogastric)튜브 간호

가.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나.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기와 주입용기,관 세척할 증류수 등).
다.비위관 튜브는 깨끗하게 유지 한다.4∼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증류수로 세척(flushing)해주어야 한다(영양액과 약물을 주입
하기 전과 후).

라.식이를 진행하기 전에 구강 간호와 커프 관리를 한다.
-비인두의 흡인(oropharyngealsuctioning)과 구강 간호를 규칙적으로 한다.
-기계 호흡기를 의존한 환자들의 커프(cuff)는 20∼30cmH20를 유지한다.
마.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주사기로 10∼20ml의 공기를 튜브를 통해 위로 주입할 때 청진기를 이용해 ‘쉬이’하는 소리를 듣는다.
-위 잔여물을 확인한다.주사기를 튜브에 꽂아 공기를 밀어 넣어 튜브가 위에 있는지 확인 후,서서히 주사기를 당겨 위 내용물을
빨아들인다.위 잔여물의 양을 확인하고,다시 그대로 위로 주입한다.그 후에 20∼30cc로 관을 세척한다.위 잔여물이 150cc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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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시간당 주입양의 2배보다 많은 경우,복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엔 30∼60분 후 다시 확인한다.만약 위 잔여물이 그대로 남
아 있다면,담당 의사에게 연락한다.
-위의 확인방법에서 한 가지라도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튜브의 위치를 의심해보아야 하며,X-ray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튜브 확인의 방법은 처음으로 튜브를 삽입하였을 때,영양액과 약물을 주입하기 전,세척하기 전,환자가 기침이나 구토를 하였을
경우,튜브를 움직였을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바.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 역류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유동식 주입동안과 주입 후 30분 정도는 30∼45도 정도로 높
인다.

사.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관 유동식과 양 주입 전(前)과 후에는 20∼30ml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튜브를 세척한다.
-섬유소(fiber)를 함유하고 있는 점도가 높은 경관 유동식을 주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고 약은 가능한 액상으로 한다.
-계속적 급식(continuousfeeding)시에는 4∼6시간 간격으로 튜브를 세척한다.
아.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자.주입 후 물품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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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루술(gastrostomy)튜브 간호

가.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나.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기와 주입용기,관 세척할 증류수 등).
다.튜브를 깨끗하고 막히지 않기 위해 주사기에 최소 30cc의 증류수를 넣어 6∼8시간 마다 세척해준다.
라.튜브를 식이 시 마다 확인한다.
-튜브가 깨끗한가?
-튜브의 끝부분을 매일 Hygiene으로 소독하고 있는가?
-막혀서 세척이 어려운가?
-튜브 입구가 제대로 있는가?
-피부표면에 튜브를 고정하는 판이 잘 있는가?(복벽으로 0.5cm이 가장 이상적이다)
-튜브가 찢어졌는가?
-튜브나 튜브 주위로 영양액이 새는가?
마.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 역류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 유동식 주입 동안과 주입 후 30분 정도는 30∼45도 정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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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아.주입 후 물품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3.경피 내시경 위루술(PEG)간호

가.시술 후 24시간 동안은 금식을 시키고 혈압,맥박수를 자주 검사하고,발열이나 호흡 이상,복부의 이상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당뇨병이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서는 1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를 4∼5일간 투여한다.
나.영양관을 통한 영양법의 시작은 보통 시술 24시간 이후에 시행하며,처음에는 미지근한 온수 50ml정도를 30분 간격으로 4차례

주입하여 보고,이상이 없으면 준비된 유동식을 시작한다.유동식을 100ml씩 매 4시간마다 4∼6번 준 후 서서히 50ml씩 증가시켜 1회
투여량을 300∼500ml까지 증가시키며,환자의 칼로리 필요량에 따라 2∼4시간 간격으로 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다.식이 공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사를 놓는 것처럼 힘을 가해서 유동식을 밀어 넣지 말고,상체를 약간 세워서 위 식도 역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입 후에도 30∼60분 정도 환자의 머리를 높인다.
라.영양관이 막히지 않도록 식이 공급 후에도 물 50ml정도를 주사기를 통해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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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술 다음 날 부터 하루 2∼3회 상처를 소독하고 3일이 경과한 후에 당겨져 있는 고정판을 약간 느슨하게 조절하여 준다.창상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함께 매일 철저히 소독하도록 하여 농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4.누공(stoma)간호
새롭게 만들어진 누공(stoma)은 드레싱이 필요하며 보통 누공이 회복될 때 까지(10-14일)생리식염수로 무균적으로 소독한다.다음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가.감염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누공과 피부 주변의 발적
-누공에서의 분비물
-통증

나.과대 과립(overgranulation).
이것은 누공 부분의 조직이 자라는 것이다.고정판을 피부 표면에서 자세히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튜브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며 결국에는 누공부분의 조직이 자라나게 되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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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하게 자라난 조직 주위는 깨끗하게 유지 한다
-튜브가 조이지 않도록 한다.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미리 치료한다.

다.누공의 누출(leakingstomasite)
-얼마나 새는지?
-튜브만큼 누공 구멍이 큰지?

5.박테리아 감염 예방법

경장 영양은 영양액의 오염으로 인해 설사,폐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경장 영양 식이를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며 증류수를 이용한다.
  개봉한 영양액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유효일이 지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버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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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경장 영양의 합병증 관리(계속)

합병증 원인 예방책

복부 팽만
및 복통

∙ 차가운 용액 주입 ∙ 용액을 실온이나 따뜻하게 데워서 주입
∙ 주사기로 빨리 주입 ∙ 지속적 주입으로 서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
∙ 영양소의 흡수 불량 ∙ 가수 분해된 영양소로 제조된 용액 사용(국산은 없음)

변비

∙ 탈수 ∙ 수분 상태 평가 후 필요량 보충
∙ 대변 매복(fecalimpaction) ∙ 직장 검사 후 대변 제거
∙ 위장 폐색 ∙ 감압(decompression)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 섬유소 섭취부족 ∙ 섬유소 함유 용액 사용
∙ 활동량 부족 ∙ 가능하면 보행을 증가

위 배출
지연

∙ 당뇨성 위 마비
∙ 지속적으로 주입할 때는 급식 시작하기 전과 매 4시간 마다 위 잔여
물 점검(만약 100ml이상이면 1시간 동안 중단 후 다시 점검함.점검 후
에도 100ml이상이면 의사에게 연락)

∙ 위 절제 수술 ∙ 지속적인 주입을 실시하고 가능하면 보행을 시도
∙ 이전의 주입 속도로 줄인 후 서서히 다시 증가시킴

∙ 약물(opiate,anticholinergics) ∙ 위장 상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물 고려(metoclopram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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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원인 예방책

흡인성
폐렴

∙ 관이 이탈하거나 식도 부위로 이동 ∙ 관 급식 시작 전과 지속적 주입 시기는 4∼8시간마다 관의 위치 확인
∙ 이탈된 관을 제거하고 다시 삽입

∙ 식도가 구경이 큰 관에 의해 막힘 ∙ 작은 구경(<10F)의 관을 사용하여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저하를 방지
∙ 위식도의 역류,구역 반사 감소,위
내용물 역류

∙ 가능한 한 십이지장이나 공장으로 주입
∙ 4∼8시간 마다 위 잔여물 점검

설사

∙ 빠른 주입
∙ 지속적으로 주입
∙ 시간당 20ml이상이 주입되지 않도록 함
∙ 이전의 주입 속도로 환원한 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

∙ 지방흡수 불량 ∙ 저지방 용액 사용
∙ 신속한 위 배출 ∙ 위 배출 지연을 위해 섬유소 함유용액 사용
∙ 용액의 온도가 너무 참 ∙ 실온 혹은 따뜻하게 데워서 공급
∙ 항생제 사용으로 박테리아 과다생성 ∙ C.difficile에 대한 대변 검사
∙ Mg함유 제산제 ∙ 약사와 상의
∙ sorbitol함유약물(elixirs) ∙ 약물 중 sorbitol함량을 확인
∙ 인 보충제 ∙ 약사와 상의
∙ 저 알부민 혈증 ∙ 가능한 한 등장성 용액을 사용하고 천천히(20∼25ml/hr)시작하여 점

진적으로 8∼24시간 간격으로 10∼25ml/hr씩 증가

∙ 위장장애,단장증후군,췌장염 ∙ 필요시 췌장효소 보충
∙ polymericformula에 적응하지 못하면 elementalformula사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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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원인 예방책

위 잔여물
증가

∙ 위 배출 지연

∙ 투여 전에 위 잔여물 점검
∙ 지속적인 투여 시는 4시간 마다 점검
∙ 잔여물 점검 불가능 시에는 복위 측정(기준치보다 8∼10cm 증가하면
급식 중단)
∙ 약물 사용(metoclopramide)고려
∙ 지속적인 주입으로 바꿈
∙ 가능하면 보행을 시도

∙ 급식 동안 및 그 후 30분간 머리 부
분을 올리지 않은 시 ∙ 급식 동안과 식 후 30분간 머리 부분을 30도 이상 올리기

구토 및
메스꺼움

∙ 위 정체 ∙ 머리 부분을 30도 이상 올리고 약물 사용 고려(metoclopramide)
∙ 영양액을 처음에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 너무 빠른 주입 속도 ∙ 십이지장 혹은 공장으로 주입
∙ 지속적 주입으로 소량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 관급용액의 냄새 ∙ 용액에 향료(flavoring)사용을 고려.그러나 삼투압을 증가시킬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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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장 영양의 관찰(monitoring)

경장 영양을 할 때는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대사반응에 따라 영양요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검사 종류(경관 급식 시작 전) 시작 및 안정 상태 까지 안정 상태 장기적 관리 시
체중
수분 섭취/배설량(I/O)
위장관 기능

매일

매일 매일

혈당(serum glucose)

• 2∼3회/주(당뇨
가 아닌 경우)
• 매일(당뇨인 경
우)

• 6개월에 1번(당뇨가 아닌
경우)
• 매일(당뇨인 경우)

혈청 전해질 (serum electrolytes)
혈청 비단백질 질소(bloodureanitrogen)
혈청 크레아틴 (serum creatinine)

2∼3회/주
6개월 마다

혈청 인(serum phosphorus) 2∼3회/주
1∼2주마다

간 기능 검사(liverfunctiontests) 1∼2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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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퇴실 관리

가.경구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때 튜브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나.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튜브 영양을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 교육한다.
라.흡입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높이거나 상체를 높이는 자세를 유지한다.
마.다른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 한 점적 속도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바.가정 경장 영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원 교육 시 조제식이 준비,투여,감시 등을 포함한다.

검사 종류(경관 급식 시작 전) 시작 및 안정 상태 까지 안정 상태 장기적 관리 시
혈청 칼슘(calcium)
혈청 마그네슘(magnesium)
혈청 트랜스페린(transferrin)

매주
1∼2주마다

6개월 마다24시간 요중 질소(24hr urinary urea
nitrogen)
혈청 알부민(albumin)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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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가정 경장 영양을 위한 대상자 교육

 • 조제식이 준비:손 세척 기술,준비물 청결 방법,올바른 조제식이의 저장방법과 기간,준비와 혼합방법 등을 구두나
유인물로 가족과 대상자에게 지시한다.
• 경장 영양 투여 시:튜브삽입에 대한 올바른 절차,잔유량과 튜브의 마개와 밀폐방법,급식 스케줄(시간,양,속도),
튜브를 통한 약물 투여방법,급식 주머니를 채우고 매다는 방법 등을 포함시킨다.
• 튜브관리:올바른 세척방법과 튜브의 연결 및 차단방법을 포함한다.
• 준비물 관리:튜브와 주입 펌프 청결에 대한 방법 및 펌프의 사용방법을 포함한다.알람과 건전지의 유지를 포함한
다.
•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련,팽창,설사,변비,오심,튜브의 위치 변화,튜브의 절단,튜브의 폐색 그리고 기계적 고장
에 대한 관리방법도 포함한다.
• 종종 복부팽만과 복통,급격한 체중 증가나 감소,위 장관 출혈이나 구토는 즉각적인 전문적 관심이 필요하므로 언
제 의사를 부르며 어디에 안내를 부탁하는가를 포함한다.
• 구강 간호:구강 위생 간호,구강 섭취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삽입 부위 간호:피부 상태 관찰,피부 간호방법이 포함된다.
• 추후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섭취량과 배설량,체온과 맥박,위 잔유물 확인과 소변 내 당과 아세톤 그리고 체중의
점검과 다음의 증상 및 징후를 포함한다(호흡수 증가,열,소변량 감소,의식 변화,장 기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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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간간간호호호 평평평가가가

1.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점검한다.
2.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평가한다.
3.환자가 짧은 호흡(shortnessofbreath),낮은 산소포화도(low oxygensaturation),기도에서 영양액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4.흡인,위장계 효과와 영양공급의 치료적 효과,경장 영양의 합병증에 대해 평가한다.
-복통,복부팽만,위 잔유량 측정,혈당 측정,설사,변비,구토
5.당뇨 대상자는 매일 혈당을 검사한다.
6.경장영양을 시작할 때와 그 후 매주 마다 혈당,혈액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전해질,단백질,칼슘,인,마그네슘과 전혈구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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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경장 영양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시행하는 영양 방법 중의 하나이며 장기간 경
장 영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구강 섭취가 어려운 동시에 기
계적 환기를 적용하고 있어 흡인성 폐렴의 심각한 합병증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영양결핍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충분한 지식
과 임상경험이 필요하다.특히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계획하는 일련의
간호과정을 통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중요한 업무적 책임이
며 역할이다.
경장 영양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적으며 최근에 연구된 문헌 역시 거의 없

었다.이는 경장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사료되며 본 연
구에서 간호사들이 인지한 지식수준이나 지식 요구에 대한 분석은 경장 영양의
연구에 있어서 첫 도약의 발판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는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를 체계적이

고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간호 가이드라인이라고 사료된다.하지만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중환자실 임상 현장에 적용한 실무적합성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경장 영양의 특성,경장 영양 환자의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간호 평가는 총 22권(개)문헌의 정보를 종합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간호학
적,영양학적 방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신규 간호사들에게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개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간호대학 교수,대학병원 중환자

실 수간호사와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임상 간호사들이 협력하여 세부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그만큼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하지만 본 연구는 경장 영양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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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다 세밀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등이 개발되지 않은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간호 가이드라인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접하는 경장 영

양 환자의 영양 상태와 합병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최상의 간
호 중재를 제공하고,평가하여 영양결핍과 주요한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의 재발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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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장 영양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제

1단계로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조사하고,제
2단계로 제 1단계의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2인과 병원의 간호국 부원장 1인,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10인 등 모두
14명의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후 완성하였다.
200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의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경장 영양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조사하였고,지식 요구가 80%이상인 항목을 간호
가이드라인의 내용 개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총 42개 항목이 모두 80%이상이었으며 리피딩(Refeeding)증후군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비공장 급식(nasojejunaltube),비십이지장 급식(nasoduodenal)이
96.7%,위루술(gastrostomy),공장루 급식(jejunostomy),퇴실 관리가 93.3%,경장
영양의 합병증,색소법,기본 간호,영양 관리 등이 90%,영양 상태 사정,경장
영양의 합병증 평가 등이 86.7%,영양 공급 방법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폐흡인의 위험요인이 83.3%,경장 영양의 정의가 80%로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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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각 영역별 내용 타당도는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에서는 '흡인성 폐렴을

조기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간호 사정 영역에서는
'안면손상이 있는지 직접 사정한다'등이 0.95로,간호 중재 영역에서는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로 1.0의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으며,간호 평가
영역에서는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점검한다'등이 0.98의 지수로 나타났다.
삭제된 항목을 살펴보면 내용 타당도가 0.80이하 항목으로 간호 중재 영역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미리 치료한다'가 0.75,'위장 내용의 흡인은 pH법으로
확인한다'가 0.68,'질산은 사용을 신중히 한다'와 'Lyfoam을 사용한다'가 0.62를
보여 삭제되었다.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4개 영역으로 경장 영양의 특성 영역,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 영역과 간호 중재 영역,간호 평가 영역이다.각
영역별 내용은 경장 영양의 정의,영양 공급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
환자의 적응증,경장 영양의 금기사항,경장 영양 공급 방법 형태에 따른
적응증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경장 영양의 합병증,신체 사정(assessment)과
영양상태 사정,경장 영양의 합병증 사정,폐 흡인의 위험요인,비위관 튜브
간호와 위루술 간호,경피 내시경 위루술 간호,누공 간호,구강 간호,커프 관리,
튜브 위치확인 방법,환자 자세,박테리아 감염 예방법,경장 영양의 합병증 관리,
경장 영양의 관찰사항,퇴실 관리,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영양 상태 평가와
합병증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간호사의 경장 영양 환자 간호 지식수준과 지식 요구를 조사하고,조사한 결과와
문헌고찰로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개발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4개 영역의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개발한 간호 가이드라인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신규 간호사들에게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또한 임상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경장 영양 환자의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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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합병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최상의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평가하여 영양 결핍과 주요한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의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본 연구의 모델을 발판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질환의 대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나.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직접 중환자실에서 사용하여 실무

적합성에 대한 평가 연구나 임상 적용 타당도에 대한 보충적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다.각 항목별 간호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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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장 영양 환자의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경장 영양 공급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지식수준과 지식 요
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장 영양 공급의 정의,형태,방법,합병
증,간호,영양 상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장 영양 환자에게 올바르
고 정확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결코 본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되
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간호사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중 환 자 간호 전공
이 유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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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3년제 간호학과 졸업
② 4년제 간호학과 졸업 또는 재학 중
③ 석사과정 졸업 또는 재학 중
④ 박사과정 이상

4.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 )년 ( )개월
귀하의 총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 )년 ( )개월

5.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6.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7.귀하의 현재 직위는?
① 일반 간호사
② 책임(주임)간호사

8.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는?
① 대학병원
② 종합병원

9.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내과계 중환자실 ② 외과계 중환자실 ③ 심혈관계 중환자실
④ 통합 중환자실 ⑤ 기타( )

10.경장영양 교육 수료 여부
① 유 (교육 과정명: )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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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경장영양환자를 간호할 때 필요한 지식 내용에 따른 선생님들의 지식
과 지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각 항목에 귀하의 생각을 해당란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지식수준 지식 요구

잘
안다

보통
안다

모른다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경장영양의 특성 영역
1 경장영양의 정의

2

영양공급방법 장점/단점
-TPN
-PPN
-Enteraltubefeeding

3 경장영양환자의 적응증
4 경장영양의 금기사항

5

경장영양공급방법 형태에 따른
적응증
-Nasogastric
-Nasoduodenal
-PEG
-Gastrostomy
-Jejunostomy
-Nasojejunaltube

6

경장영양공급방법 형태에 따른
장점/단점
-Nasogastric
-Nasoduodenal
-PEG
-Gastrostomy
-Jejunostomy
-Nasojejunal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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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지식수준 지식 요구

잘
안다

보통
안다

모른다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7

경장영양의 합병증
-튜브삽입과 관련된 문제
-튜브삽입 후의 문제
-위장관 문제
-기계적인 문제
-대사성의 문제
-Refeedingsyndrome

경장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 영역

8

신체 사정
영양 상태 사정
경장영양의 합병증 사정
-폐 흡인의 위험요인

경장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 영역

9

-색소법
-당농도 측정지법
-pH 측정법
-기본간호
-영양관리
-합병증 관리
-퇴실관리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평가 영역

10 -영양상태평가
-경장영양의 합병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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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중환자 전공 5학기 이유경입니다.

중환자실에서의 경장 영양 환자를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논문으로
경장 영양의 특성,간호사정,간호중재,간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타
당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각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항목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중환자 전공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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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성별 남__________ 여_________

2.연령 만________세

3.최종학력 전문대 졸업_________
대학 졸업___________
대학원 졸업_________

4.현재 직위명 일반간호사_______________
수간호사_________________
전공의___________________
전문의___________________
의과대학 교수____________
간호학 교수______________

5.총 임상경력 ________년 ________개월

6.중환자실 근무 경력 _______년 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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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경장영양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의 의
견을 V표 하여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comment

경장영양이란
경장영양공급의 적응증
경장영양공급의 금기증
경장영양의 경로
경장영양의 급식방법
경장영양의 합병증
흡인성 폐렴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방법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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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간호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comment

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고 경장영양이 적합
한 환자인지 의학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삼킴 작용 손상
-머리나 목,비강이나 중격의 수술
-의식수준 감소
-안면 손상
-코피가 난 적이 있는지,응고장애가 있는
지,항응고제 사용 여부
② 특수대사 조제식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간,심장,신장 기능에 문제를 파악한다.
③ 치료목적과 함께 조제식이의 가격,사용가
능성,맛,그리고 가정경장영양의 가능성을 확
인한다.
④ 맛은 볼 수 없으나 구미와 수용에 도움이
되는 모양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지 사정한
다.
⑤ 최근의 체중변화와 수화상태(hydration)을
사정한다.
-키와 몸무게를 안다
-체질량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몸무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만약 3개월 동안 체질량 지수가 19%이하
이거나 몸무게가 10%감소하였다면 빠른 중
재가 필요하다)

⑥ 영양 상태와 관련된 혈청 알부민과 트란스
스페린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와 영양결핍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사정한다.
-피부
-구강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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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치아 상태
-의치나 보속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옷이 몸에 잘 맞는지?

⑦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를 사정한다.
-구강위생이 불량한가?
-구강건조증이 있는가?
-환자의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과거력이 있는가?
-구개반사와 기침반사가 정상적인가?
-연하곤란이 있는가?
-인공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⑧ 튜브 영양을 하기 전의 평소 식습관을 사
정하여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지,음식 알레
르기의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⑨ 장음을 청진하고 복부 팽만이 있는지 사정
한다.
⑩ 과거병력과 문제,영양 상태와 섭취에 대
한 평가,위 장관과 신장,간,심장 등의 주요
기관기능을 사정한다.
⑪ 만약 환자가 퇴원 후 가정경장급식을 할
경우라면 가정경장급식을 위해 선택된 사람,
경장영양에 대한 동기화 수준,사회적 지지체
계,재정 상태를 파악한다.
⑫ 경장섭취에서 점차 경구섭취로 바꾸는 경
우 경구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약물
-의학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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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간호중재에 관한 내용입니다.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comment
1.비위관(Nasogastric)튜브간호

① 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
끗이 씻는다.
② 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
기와 주입용기,관 세척할 증류수 등).
③ 비위관 튜브는 깨끗하게 유지한다.
4∼6시간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증류수로 세척
(flushing)해주어야 한다(영양액과 약물을 주입
하기 전과 후).
④ 식이를 진행하기 전에 구강 간호와 커프
관리를 한다.
-비인두의 흡인(oropharyngealsuctioning)과
구강간호를 규칙적으로 한다.
-기계 호흡기(mechanicalventilator)를 의존
한 환자들의 커프(cuff)는 20∼30cmH20를 유
지한다.
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장 내용의 흡인은 pH법으로 확인한다.
-주사기로 10∼20ml의 공기를 튜브를 통해
위로 주입할 때 청진기를 이용해 ‘쉬이’하는
소리를 듣는다.
-위 잔여물을 확인한다.주사기를 튜브에 꽂
아 공기를 밀어 넣어 튜브가 위에 있는지 확
인 후,서서히 주사기를 당겨 위 내용물을 빨
아들인다.위 잔여물의 양을 확인하고,다시
그대로 위로 주입한다.그 후에 20∼30cc로
관을 세척한다.위 잔여물이 150cc이상이거나
시간당 주입양의 2배보다 많은 경우,복부 불
편을 호소하는 경우엔 30∼60분 후 다시 확인
한다.만약 위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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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위의 3가지 확인방법에서 1가지라도 비정
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튜브의 위치를 의심해
보아야하며 필요에 따라 X-ray로 튜브의 위치
를 확인하여야 한다.
-튜브 확인의 방법은 처음으로 튜브를 삽입
하였을 때,영양액과 약물을 주입하기 전,세
척하기 전,환자가 기침이나 구토를 하였을
경우,튜브를 움직였을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⑥ 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역류의 방
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유동식 주입동안과
주입 후 30분정도는 머리의 위치를 30∼45도
정도 높인다.
⑦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관유동식과 양 주입 전과 후에는 20∼
30ml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튜브를 세척한다.
-섬유소(fiber)를 함유하고 있는 점도가 높은
경관유동식을 주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고
약은 가능한 액상으로 한다.
-계속적 급식(continuousfeeding)시에는 4
∼6시간 간격으로 튜브를 세척한다.
-튜브가 막혔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췌장효
소(pancreatic enzyme), 브로멜라인 쥬스
(bromelainjuice: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많
이 함유되어 있음),파파인 쥬스(papainjuice:
파파야반숙의 과실에서 얻어지는 효소)등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⑧ 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
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
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⑨ 주입 후 기구,주사기,주입용기 등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따뜻한 세제물로 닦
은 후 깨끗한 온수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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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2.위루술(gastrostomy)튜브 간호

① 튜브나 식이 기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
끗이 씻는다.
② 모든 준비물을 준비한다(경관 유동식,주사
기와 주입용기,관 세척할 증류수 등).
③ 튜브를 깨끗하고 막히지 않기 위해 주사기
에 최소 30cc의 증류수를 넣어 6∼8시간마다
세척해준다.
④ 튜브를 매일 확인한다.
-튜브가 깨끗한가?튜브의 끝부분을 매일
Hygiene으로 소독하고 있는가?
-막혀서 세척이 어려운가?
-튜브 입구가 제대로 있는가?
-피부 표면에 튜브 고정하는 판이 잘 있는
가?(복벽으로 0.5cm이 가장 이상적이다)
-튜브가 찢어졌는가?
-튜브나 튜브 주위로 영양액이 세는가?
⑤ 환자의 머리 위치는 구토와 기도역류의 방
지를 예방하기 위해 경관유동식 주입동안과
주입 후 30분정도는 머리의 위치를 30∼45도
정도 높인다.
⑥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튜브가 막혔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도움
을 얻은 후 따뜻한 물,파인애플 쥬스나 중탄
산염 용액(bicarbonatesolution)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넣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효소
도 필요하다.
⑦ 너무 찬 상태로 주입하게 되면 설사와 복
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20℃)혹
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공급한다.
⑧ 주입 후 기구,주사기,주입용기 등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따뜻한 세제물로 닦
은 후 깨끗한 온수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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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3.경피내시경위루술(PEG)간호

① 시술 후 24시간동안은 금식을 시키고 혈
압,맥박수를 자주 검사하고,발열이나 호흡이
상,복부의 이상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당뇨
병이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서는
1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를 4∼5일간 투
여한다.
② 영양관을 통한 영양법의 시작은 보통 시술
24시간 이후에 시행하며,처음에는 미지근한
온수 50ml정도를 30분 간격으로 4차례 주입하
여 보고,이상이 없으면 준비된 유동식을 시
작한다.유동식을 100ml씩 매 4시간마다 4∼6
번 준 후 서서히 50ml씩 증가시켜 1회 투여량
을 300∼500ml까지 증가시키며,환자의 칼로
리 필요량에 따라 2∼4시간 간격으로 주는 양
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식이 공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사를
놓는 것처럼 힘을 가해서 유동식을 밀어 넣지
말고,상체를 약간 세워서 위식도 역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입 후에도 30∼60분 정
도 환자의 머리를 높인다.

④ 영양관이 막히지 않도록 식이 공급 후에도
물 50ml정도를 주사기를 통해 넣어준다.

⑤ 시술 다음 날 부터 하루 2∼3회 상처를 소
독하고 3일이 경과한 후에 당겨져 있는 고정
판을 약간 느슨하게 조절하여 준다.창상부위
에 감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함께 매일
철저히 소독하도록 하여 농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4.누공(stoma)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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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새롭게 만들어진 누공(stoma)은 드레싱이 필
요하며 보통 누공이 회복될 때 까지(10-14일)
생리식염수로 무균적으로 소독한다.다음 3가
지의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① 감염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누공과 피부 주변의 발적
-누공에서의 분비물
-통증
② 과대 과립(overgranulation).
이것은 누공부분의 조직이 자라는 것이다.

고정판을 피부표면에서 자세히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튜브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
며 결국에는 누공부분의 조직이 자라나게 되
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과대하게 자라난 조직주위는 깨끗하게 유
지한다.
-튜브가 조이지 않도록 한다.
-질산은(silvernitrate)사용을 신중히 한다.
-Lyofoam을 사용한다.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미리 치료한다.
③ 누공의 누출(Leakingstomasite)
-얼마나 새는지?
-튜브만큼 누공 구멍이 큰지?

5.박테리아 감염 예방법
경장영양은 영양액의 오염으로 인해 설사,폐
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감
염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경
장 영양 식이를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
으며 증류수를 이용한다.개봉한 영양액은 날
짜와 시간을 표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감
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버리는 것이
좋다.

표 7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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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 3 4 5 comment
8.퇴원관리

① 경구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때 튜
브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②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간호사에게 알
린다.

③ 튜브영양을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 교육한다.

④ 흡입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높
이거나 상체를 높이는 자세를 유지한다.
⑤ 다른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 한 점적속도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⑥ 가정 경장영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원
교육 시 조제식이 준비,투여,감시 등을 포함
한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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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경장영양의 간호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
의 의견을 V표 하여 주십시오.

내용 1 2 3 4 5 comment
① 급식 할 때마다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②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점검한다.
③ 체중은 정상을 유지할 때까지는 매일 측
정하고 그 후에는 매주 측정한다.
④ 환자가 짧은 호흡(shortnessofbreath),
낮은 산소포화도(low oxygensaturation),기
도에서 영양액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⑤ 당뇨 대상자는 매일 소변을 검사한다.
⑥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와 그 후 매주 마
다 혈당,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전해
질,단백질,칼슘,인,마그네슘과 전혈구 검
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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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DDeeevvveeelllooopppiiinnngggaaannnuuurrrsssiiinnngggggguuuiiidddeeellliiinnneeefffooorrreeennnttteeerrraaalllnnnuuutttrrriiitttiiiooonnn
pppaaatttiiieeennntttsss

Lee,YuKyung
DepartmentofCriticalCare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re is a need for rapid nutritionalintake during serious cases of
hyperactive protein catabolism, and the danger of falling into nutrient
deficiencyisgreat.
Enteralnutrtionisanall-importantalimentationmethodappliedatintensive

careunitstosolveproblemsofnutrientdeficiency.However,4-95% ofenteral
nutrition patientsareexperiencingaspiration pneumoniaand thedeath ratio
from thisis17-62%.
This study was done using methodologicalresearch to develop actual

educationdatafornursesinordertoprovideanursingguidelineforenteral
nutritionpatients.
Theprocessofthisstudyproceededintwostagesandinvestigatednurses'

enteralnutritonpatientnursingknowledgelevelandknowledgerequestinthe
firststep,anddevelopedanursingguidelineforenteralnutritionpatientsby
mysecond-stagethroughresultsofthefirststepandliteratureinvestig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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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the enteral nutrition patient nursing knowledge level and
knowledgerequestof30 nurseswho worked in intensivecareunitsata
universityhospitalinSeoulfrom March1toMarch5,2007.Thedeveloping
guidelineusesdataanalysisandonlyinculudesmeasureswithatleastan80%
approvalrating.Those who took partin the rating included 2 university
professors,1nursing departmentstaffmember,and 1ICU head nurse,10
nurseswithoverfiveyearsexperienceinthisfield,foratotalof14experts
who selected measureswith atleasta0.80CVIindexrating.Through the
revisionsandsupervisionoftheseexperts,aguidelinesof42measuresin4
areaswascompleted.

Theoucomeoftheresearchisasfollows:

1.Nurses'enteralnutritionpatientsnursingknowledgelevelsranged from
1.3to2.6,outofaperfectscoreof3andhadanaverageof2.0,with42items
havinganapprovalratingof80%.
2.Theguidelineforenteralnutrition patientsinculed measuresbased on

documents.Themeasureswerediviedintoforgroups:28measuresinthefield
ofspecialreserch,4measuresin thefield nursing assesment,8in nursing
intervention,and2innursingevaluation.
3.Theguidelinewasverified byexpertsand measureswith aCVIindex

ratingofmorethan0.80werechosen.
4.Finally,theenteralnutritionpatientnursingguidelinesubstancesthatare

specificto42itemsof4areasasfollowingare:
Enteralnurtition specialquality area composed by definition ofenteral

nutrition,strength and weakness by alimentation method,enteralnutrition
patient'sindication,enteralnutrition patient'scontraindication,ind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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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strengthandweaknessbyenteralnutritionsupplymethodform,contents
about enteral nutrition's complication, composed physical exam and
nourishment assessment, enteral nutrition's complication assessment and
substanceforriskfactorofaspirationpneumoniainnursingassessmentarea,
nursingintervention areadivided and explained bynasogastrictubenursing
andgastrostomynursing,percutaneousendoscopicgastrostomynursing,fistila
nursing,oralcare,cuffmanagement,tubepositionconfirmationmethod,patient
position,bacteria infection preservative,complication managementofenteral
nutrition,monitoring item of enteral nutrition,and cheking government
officials'contentswereincluded.
Finally,nursing evaluation area was composed ofcontents ofnutritive

conditionsevaluationandcomplicationevaluationforenteralnutritionpatient.
Conclusively,the nursing guideline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a

methodofnursingeducationforenteralnutritionpatients.Theguidelinefully
takesintoaccounttheenteralnutritionpatient'snutritiveconditionsaswellas
complicationsthatmayexistatintensivecareunits.Ithinktheguidelineis
importantin orderto evaluatecomplicationsand providethebestnursing
intervention. It may help contribute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eappearancerateofaspiration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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