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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

원 관련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교수 설계 방법 중 하나인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 중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Analysis) 

1) 문헌고찰: 기존 교육자료 검토를 통해 가이드라인 6편, 논문 4편, 출판물 2편, 동

영상 3편을 분석하였다. 해당 문헌들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

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에 관한 구성은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지원 계획, 영양지원 수행, 영양지원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양집중지원팀 역할 총 7개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일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2명을 

목적 표집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통

해 도출된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중환자 영양지원 시 어려운 

점,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내용,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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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Design)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전략 및 평가도구를 수립하였다.

3. 개발(Develop)

1) 구성안과 시나리오 초안을 개발 후 전문가 타당도 평가를 거쳤다. 각 전문가 내용 

타당도의 모든 항목이 0.80 이상으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추가 전문가 의견

을 바탕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2) 시나리오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동영상은 교육 내용 애니메

이션 제작, 내레이션 녹음, 촬영,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내레이션 녹음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영양집중지원팀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인터뷰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 초안 전문가 내용 타당도의 모든 항목이 0.80 이

상으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3)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박효정(2001)이 개발한 비디오 프로그램 평가도구

를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육 요구 조사에 참여한 중환자실 간호

사 12명이 평가하였고 항목별 점수는 4.0-4.8이었다. 추가 의견을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최신 문헌고찰,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에 기반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 기반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을 통해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과 인식, 수행의 향상을 가

져올 것을 기대한다. 추후 연구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를 제언한다.

핵심 되는 말: 중환자 영양지원, 중환자실 간호사, 영양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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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적절한 영양공급은 중환자 치료와 성과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Korwin & Honiden, 

2019). 중환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과 연관된 이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

한 감염성 합병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장기입원 또는 조

기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McClave et al., 2016). 중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이화작용과 면역 사이토카인 작용 그리고 호르몬 작용과 같은 특성 때문에 영양불균

형에 취약하다(Koekkoek & van Zanten, 2017). 영양불균형의 합병증으로는 상처 회복 

지연, 감염성 합병증 증가, 근육 약화로 인한 호흡기 의존 기간 증가가 있다

(Appelboam & Sair, 2006). 영양과다 시에는 대사 작용에 의한 고혈당과 지방간 침

윤, 산소 소비 증가, 이산화탄소 생성 증가가 발생한다(Appelboam & Sair, 2006). 이

러한 영양불균형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등 중환자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Seron-Arbeloa et al., 2013; Yun et al., 2012). 따라서 영양불균형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영양중재를 제공해

야 한다(Lee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는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 46개국 9,777명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공

급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환자가 중환자실 재원 동안 영양요구량에 준한 영

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ndavid et al., 2017). 적정 영양공급

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었다(Bendavid et al., 2017). 국내의 경우, 6개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의 영양지원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요구량 대비 에너지 공급률은 55.8%, 단백질 공

급률은 46.1%였다(Lee et al., 2012). 처방된 에너지 요구량의 33~60%만 공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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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으며(Kozeniecki et al., 2018), Kopp Lugli et al.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동안 영양 불량 이환율은 60% 이상이

었다.

  중환자실에서 영양불량이 빈번한 원인은 다양하다. 검사 및 수술로 인하여 빈번하

게 금식 기간을 갖는 것, 적절한 영양지원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Moon et al., 2009). 또한 영양지원 대부분을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

가 많으며, 경관영양이나 정맥영양에 대한 부적응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영양공급

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Moon et al., 2009). 인력 부족, 영양지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또한 중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에서의 영양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Papier et al., 2017). 따라서 영양지원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처방된 영양요

구량의 공급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장벽을 파악하고, 영양공급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지원의 최적화를 위해 의사, 간호사 그리고 영양사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다학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Papier et al., 2017).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식과 

기술, 실용적인 프로토콜 운영이 중요하다. Kozeniecki et al. (2018)도 영양지원에 

대한 다학제팀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영양목표 도달과 부적절한 경장영양 공급 감소

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중환자 치료팀의 지속적인 교

육과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영양 프로토콜의 효과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이다(Ros et al, 2009). 중환자의 영양상태가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에서는 최신 영양치료의 경향을 숙지하며 환

자에게 맞는 적절한 영양지원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et 

al., 2019). 

  특히 간호사는 중환자의 일차 간호제공자로서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정한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치료계획에 기여하고,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며,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에 따라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

(Marshall et al., 2012). 또한 영양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최적의 영양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Papier et al., 2017), 영양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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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 공급의 시작과 관리, 환자의 잠재

적 또는 실제적 합병증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shall et al., 2012). 따라서 

중환자의 적절한 영양지원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량 향상에 투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Bloomer et al., 201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비하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지식, 

인식, 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도 초기 단계다. 간호사들을 위한 영양학적 문제에 대한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영양관련 수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Pradignac et 

al., 2010), 간호사의 경장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역

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Kim & Chang, 2019)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파악 및 문헌고찰을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의 영양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양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

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지식, 인식, 수행 향상을 도울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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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 관련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 전문  

     가 자문을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적  

     합성 평가를 시행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최종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중환자 영양지원

  (1) 이론적 정의

  중환자 영양지원이란 중환자에게 장관 혹은 정맥으로 에너지, 단백질, 전해질, 비

타민, 무기질 및 수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에게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영양상태 사정, 계획,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의미한다.



- 5 -

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영양지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을 파악하며,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동영상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중환자 치료에 있어 영양지원은 중환자실 입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다(Hong, 2015). 중환자에게 영양지원을 공급하는 첫 번째 

목적은 경구 섭취로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사적으로 요구되는 영

양소를 공급하는 데에 있다(Seres, 2015). 두 번째 목적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사반응

을 약하게 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하여 질병의 진행 과정을 변화시켜 좋은 임상적 결

과를 얻으려는데 있다(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3; Yi & Oui, 

2010). 전통적인 중환자 영양지원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

한 보조 치료로만 간주하였으며, 제지방 체중 보존, 면역 기능 유지, 대사적 합병증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Yi & Oui, 2010). 그러나 최근 들어 중환자 영양지원은 단순히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지원의 개념에서 한 걸음 나아가 환자마다 개별화된 

영양치료를 적용하고, 질병의 경과와 대사 상태에 맞춰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치료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Hong, 2015). 

  적절한 영양지원은 상처 회복, 질병의 이화작용 감소, 위장관 구조 및 기능의 향상

을 도모한다(Appelboam & Sair, 2006). 또한 합병증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3). 반대로 환자의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중환자실 재원일 수, 사망률, 호흡기 적

용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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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Enteral Nutrition, ASPEN) 

가이드라인,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Parenteral Enteral 

Nutrition, ESPEN) 가이드라인, 캐나다 가이드라인, 미국 중환자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기적으로 개

정되어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근거를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병원에서의 치료의 질

과 효율성 향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영양지원은 질병과 관련된 영양

실조를 감지하거나 영양학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등 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Meehan et al., 2019).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환자 영양지원의 핵심은 영양검사, 영양상태 사정, 영

양지원 및 모니터링이다(Harrington, 2004). 특히 2016년 개정된 SCCM/ASPEN 가이드

라인에서는 환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중재에 대한 계획을 다르게 하고 있다. 2018

년 개정된 ESPEN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에게 48시간 이내에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중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Lee et al., 

2019). 중환자의 영양불량은 질병으로 인한 과대사로, 공급 부족에 따른 영양불량일 

때 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근육량 손실과 여러 합병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2). 따라서 중환자실 입실 시 질병의 중증도와 함께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e et al., 2012). 특히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일

수록 조기에 영양불량 상태를 파악하고 영양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Ahn et al., 

2012). 

  중환자 영양지원은 경장영장 및 정맥영양의 적절한 치료법이 중요하며, 프로토콜 

및 영양집중지원팀의 전문적인 영양치료가 필요하다(Hong, 2015). 영양지원은 혈역학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실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2013). 경장영양의 경우 세

균의 과다 성장을 막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과 같은 기회감염의 확률을 감소시키며, 

점막층의 면역 기능을 유지한다(Kim et al., 2014). 따라서 경장영양을 통해 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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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장내 방어기능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과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Kim et al., 2014). 특히 조기 경장영양은 패혈증과 관련된 합병증

을 감소시키고, 사망률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McClave et al., 2014). 이에 여러 가

이드라인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

다(McClave et al., 2016; Singer et al., 2018). 

  정맥영양의 경우 ASPE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환자실 입실 전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의 경우 입실 첫 주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McClave et al, 2016). 그러나 

경장영양이 불가능하며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불량 위험이 큰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시한다(McClave et al, 2016). 반면 ESPEN 가이드라인에서는 3

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양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모든 환자에게서 24~48

시간 이내에 정맥영양을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Singer et al., 2018). 

  이처럼 질병이나 환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지원 방법들이 다르므로, 가

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Choi & Lee, 2017).

2. 중환자 영양지원에서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는 중환자 전담의, 전담 영양사와 다른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중환자

의 영양학적 수행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Ros et al., 2009). 중환자 영

양지원은 의사의 환자 병력 확인과 영양사의 영양지원 종류 및 경로, 영양 과거력 확

인, 영양상태 평가, 영양요구량 산정, 경장영양액 종류 결정, 약사의 투약 이력 파

악, 정맥영양 종류 결정, 간호사의 도관 관리와 감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Park & Park, 2015). 특히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

므로 원활한 영양지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Papier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몇몇 장벽들은 중환자 영양지원을 위한 치료의 지연을 

초래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영양지원 수행과 관련된 영향 요인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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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부족, 근거 기반 권고 사항의 상충, 다학제팀 협업 부족, 지

속적인 교육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Marshall et al., 2012). 또한 중환자의 경장영

양 공급의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장영양 교육의 빈도와 중환자실 영양사의 

존재, 병원 등급, 경장영양 관련 프로토콜의 존재 등으로 나타났다(Huang, 2019). 

Meehan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영양불량의 주요 장벽으로 시간 부족, 낮은 우선

순위, 지식, 훈련 및 교육 부족, 태도와 관행, 조직문화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극

복전략으로 영양불량이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양불량 

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임상 간호 현장에서 영양지원에 대한 이러한 장벽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강조되

고 있으며, 간호 학생 교육과정에서도 영양지원에 대한 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Marshall et al., 2012). Jeong et al. (2014)는 영양지원에 대한 의료진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기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선행연구

에서는 경장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중환자실 환자의 영양지원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

의 지식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하였다(Kim & Chang, 2019). 또

한 경장영양 관리에 대한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장영양 관리와 관련된 정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간호사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AI-Qalah 

&  Alrubaiee, 2020).

  이처럼 최적의 중환자 영양지원을 위해서는 환자 간호에 일차적 위치에 있는 간호

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과 수행역량 증가가 필

요하다.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란 정지영상들이 연속된 움직임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시간 변화에 따라 영

상이 변하는 것으로(kim & Lee, 1996), 동영상 교육이란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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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획적, 조작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 환경 또한 텍스트 자료보다는 동영상 

자료를 통한 학습이 선호되고 있다(Hong et al., 2013). 또한 YouTube 등을 통한 동

영상 교육자료의 활용도 활발해지면서 동영상 교육자료의 수요 및 공급이 전 분야에

서 매우 증가하고 있다(Hong et al., 2013). 동영상 교육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

고,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해 여러 번 볼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 자료를 일시 중지하고 반복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속도에 따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irihana et al., 2017; 

Wolf, 2018). 

  동영상 교육을 간호 학생, 간호사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 학생에게 

동영상 사전학습을 통한 기본 간호학 실습 교육 후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성의 향상

을 확인한 연구(Kim, 2010)와 체위변경에 대한 재교육 시 서면 정보를 받은 그룹보다 

비디오를 본 학생들의 실기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Salina et al, 2012)가 있다. 

또한 Choi (2017)는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핵심 기본 간호술기 교육이 간호전문직으

로 나아가는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 향상에 유용한 교육이라고 보고했

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시뮬레이션 사전학습 동영상 교육 매체를 개발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지식, 수행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Lim 

& Lee, 2017). 또한 동영상 강의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HIV, AIDS 교육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 후 지식,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 강의가 

간호 학생의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제언하였다(Seo 

et al., 2020).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yun et al. (2015)

의 연구에서는 동영상 기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군에서 지식, 태도, 자기효능

감 및 술기 능력 점수가 강사 중심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흡인 간호 교육 시 동영상을 활용한 자가 학습 교육 방법을 

적용한 Yun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지식, 자기효능감 향상에 있어 일대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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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교육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

는 동영상 교육 방법을 신규간호사 교육에 더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Yun et 

al,  2016). Björ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통증 평가에 대한 동영상 교육 후 중

환자실 간호사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동영상 교육 방법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

사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동영상 교육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서는 10분, 15분 동영

상이 좀 더 효과적이었으며, 만족도에서는 15분, 20분 동영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

타났다(Hong et al., 2013). Dong & Goh (2015)는 의학교육에서 동영상 시간은 10~15

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며, 더 긴 동영상은 짧은 구역을 정해 탐색을 쉽게 해

야 한다고 하였다. Choi & Ju (2018)는 임상 실습 전 12분가량의 동영상을 활용한 손 

위생 교육 후 지식, 수행 점수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동영상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

환자실 간호사의 교대 근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동영상은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도 볼 수 있으며, 접근이 쉬워 대면 교육이 어려

운 현 상황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환자 영양지원에 있어서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

며, 간호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식, 수

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ADDIE 모형을 이

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이때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교육 방법으로 생각하며,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량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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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교육 요구 조사

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

구이다.

2. 연구절차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 자료 및 활동

의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인 교수 설계 방법 중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을 바탕으

로 진행하였다. ADDIE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 설계, 개발단계를 적용하여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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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s

연구단계 연구절차

분석

(Analysis)

문헌고찰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

환경분석

설계

(Design)

교육목표 설정

교육내용의 구성과 세부항목 구체화 

교육전략 수립

평가도구 설계

개발

(Development)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개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합성 평가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최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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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단계 

  분석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결

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는 요구 분석, 직무 분석 및 작업 분석과 같은 특정 연구 기

술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계에서 문헌고찰,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

육 요구 분석, 환경분석을 시행하였다.

  (1) 문헌고찰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세부항목의 구체화를 위하여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가 선정하고 추가로 자료검색을 시행하여 교육자료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하였다. 문헌고찰은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행하였

으며,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엔진은 

PubMed, Google Scholar, ScienceDirect,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활용하였으며, 자료검색 시 사용한 주요 용어는 '중환자 영양지원', '중환

자 영양교육', '간호사 영양교육', '영양교육 요구', 'Nutrition', 'Critical Care', 

'Intensive Care Units', 'Nutritional Support', 'Critical Nurses Education', 

'Enteral Nutrition', 'Parenteral Nutrition', 'Knowledge'로 AND와 OR로 검색하였

다.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자료를 선택하고,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포함하

였다. 의학회, 간호학회 등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출판물

을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세부항목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포함하였다.

  (2) 중환자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조사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기관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과제승인번호:4-2020-0063) 모집하였다. 간호국의 자

료수집 신청 승인 후 절차에 따라, 각 중환자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받아 연구의 목

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 신경외과중환자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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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중환자실, 심혈관외과중환자실, 암병원중환자실 6개의 성인 중환자실에서 각각 

경력 5년 차 이상 간호사 1명과 5년 차 미만 간호사 1명이 포함되도록 목적 표집 하

였다. 구체적인 선정,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

    -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 한 간호사

 

  ② 대상자 제외기준

    - 인터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간호사

    - 중환자실 근무 6개월 이내의 신규간호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하였다. 면담 및 자료수집은 

Kruger & Casey (2014)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침을 따랐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와 관련되어 공통의 특성을 지는 구성원들이 그룹 내 상호작용으로 자료를 수집

하는 방법으로 그룹 규모는 한 그룹 당 5-8명으로 권고된다(Kruger & Casey, 2014). 

따라서 자유로운 토의가 가능하고 교육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참가자 12

명을 비슷한 경력으로 나눠 경력 5년 차 이상 1그룹, 5년 차 미만 1그룹 총 2개의 그

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Table 1>과 같이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석사학위 소지자 파트

장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침을 숙지 후 진행하였

고, 각 인터뷰 소요 시간은 60분 이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터뷰 시작 전 설문지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원활한 토

의를 위하여 토의 전 연구의 목적과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연구 

제목,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날짜 및 인터넷 주소, 참가자 유형, 참가자 수 등을 공지

하였다. 토의 시작 전 토의 내용이 녹화, 녹음,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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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답변에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도 됨을 설명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에는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전사하여 참

여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추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Table 1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Item

“Have you ever received training on the topic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What was the content of the training?”

“Do you think education on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is necessary?” 

  •“If yes, would you explain why?” 

  •“If no, would you explain why?”

“Have you had any difficulties providing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What was the specific difficulty?”

“Do you think there is a problem in implement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Do you think  there are any disagreements among the medical staff on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What kind of education would you like to provide on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What content do you think should be included?”

“Would you like more information on a specific area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What kind of method do you want for education?”

“If you could give the researcher an extra minute of advice, what would you  

 say?”

  



- 16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Kruger & Casey (2014)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터뷰 직후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고 반복하여 

읽고 분석하였다. 모호한 응답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에 기반을 둔 응답에 더 많은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 참가자가 특별히 강한 감정을 기울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하

여 주의 깊게 분석하고, 특정 단어나 의미 있는 문장을 발견하였다. 각 그룹에서 분

석된 결과를 비교, 대조하여 가장 중요한 결과로 여겨지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3) 환경분석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학습자, 물리적 교육환경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수, 교육 가능한 일정, 교육 시 도움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환경, 활용 가능한 매체, 

교육 장소 등을 분석하였다. 

2) 설계단계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계획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 기반을 확장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세부항목을 구체

화하고 교수전략, 평가도구를 설계하였다.

  

3) 개발단계

  (1)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개발

  분석단계와 설계단계를 거쳐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을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공급 계획, 영양공급 수행, 영양공급

과 관련된 합병증, 영양공급 평가, 영양집중지원팀 역할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

성안과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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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 타당도 검증

  ① 구성안 전문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검증 시에는 6명에서 10명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Fehring(1987)의 보고를 바탕으로, 외과의 1인, 영양사 2인, 약사 2인, 영양집중지원

팀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간호사 1인, 중환자실 근무 경

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구성안에 대한 전문

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Lynn(1986)이 제시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바탕으로 각 문항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를 Likert 4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으며, 추가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1점(매우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으로 평가

한 뒤, 산출된 CVI가 .8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구성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후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각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시나리오 초안을 개발하였다.

  ② 시나리오 전문가 타당도

  시나리오 초안은 구성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구성안 내용 타당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항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

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Likert 4점 척도로 답하게 하고, 1점(매우 적절하지 않다), 2

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으로 평가한 뒤, 산출된 CVI

가 .8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타당도 검증 후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한 후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3)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 개발

  시나리오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제작하였

다.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Microsoft PowerPoint 365 version을 

사용하여 만들고, 편집하였다. 자료의 전문성을 향상과 다학제 팀 역할 홍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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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집중지원팀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인터뷰하여 추가하고 내레이션은 중환자실 경

력 10년 이상, 영양집중지원팀 전담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자가 직접 녹음하여 

제작하였다. 

  제작은 교육내용 애니메이션 제작, 내레이션 녹음, 촬영, 편집으로 이루어졌고 과

정은 <Table 2>와 같다. 교육 시간은 선행연구들을(Choi & Ju, 2018; Dong & Goh, 

2015; Hong et al., 2013) 바탕으로 15분 내외로 구성하였다. 

Table 2

Production process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Process Contents

Preparation Ÿ Complete the production plan.

Ÿ Explain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program 

to the medical staff who will conduct the interview and 

adjust the schedule.

Ÿ Produce animation by using Microsoft PowerPoint 365 

version for education program contents.

Recording Record voice narrations.

Filming Film in conference rooms on the scenario.

Editing  Ÿ Edit animation and video to develop a education program 

video. 

Ÿ Evaluate the acceptability of the draft education 

program video by intensive care nurses.

Completion Ÿ Completing the final education program video.

  

  ② 교육 프로그램 초안 전문가 타당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초안은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시나리오 내용 타당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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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Likert 4점 척도로 답하게 하고, 1

점(매우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으

로 평가한 뒤, 산출된 CVI가 .8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타당도 검증 후 추가 의

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4) 적합성 평가

  완성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Park (2001)이 개발한 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원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중환자 영양지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육 

요구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초안 개발 후 일주일 동

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하였다. 설문 종료 후에는 개별 면담을 통하

여 추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평가 문항은 내용의 난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

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면의 질 9개 항목이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2점(적절하지 못하

다), 3점(보통이다), 4점(적절하다), 5점(매우 적절하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최종 완성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해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

육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2인, 의학 박사 1인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대상자 전원에게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대상자가 원할 때는 연구 참

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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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에 관련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연구에 참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

는 모두 비밀을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 책임자와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

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교육 요구 조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약 60분 이었으며,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적합성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동영상 시청을 포함하여 약 20분 정도로 예상되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

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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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1) 문헌고찰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15개를 선정하였다. 문헌은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6편, 국내외 논

문 4편, 국내 출판물 2편, 중환자 영양지원을 주제로 교육한 국내외 동영상 3편이다.

  선정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환자 영양지

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영양상

태 사정, 영양공급 계획, 영양공급 수행, 영양공급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공급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양집중지원팀 역할로 7개 구성과 2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

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은 <Table 3>과 같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요구량 

산정, 경장영양 및 정맥영양의 적응증과 특수상황에서의 영양지원, 영양공급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공급과 관련된 합병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가이드 

라인에서는 조기 경장영양과 영양상태 사정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국내외 논문은 실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논문 2편과 경장영양에 대한 논문 1편, 정맥영양에 

대한 논문 1편을 선정하였다. 국내외 논문에서는 특수상황에서의 영양지원에 관한 내

용이 3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이 2편에서 언급되었다. 

  국내 출판물과 국내외 동영상은 중환자 영양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으로 선정하였다. 동영상은 학회 강의 또는 신뢰할 만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모두 2020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분량은 각각 17분 18초, 17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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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분 19초였다. 3편의 동영상은 ASPEN, ESPEN,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국내 출판물과 국내외 동영상에서는 경장영양 적응증 및 금기, 경장영양 주입

경로가 5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영양상태 사정, 경장영양 시작 시점, 경장영양 

주입 방법, 정맥영양 적응증 및 금기, 정맥영양 성분 및 선택,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가 4편에서 언급되었다. 

  15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포함되었던 내용은 경장영양의 적응증과 금

기, 경장영양 시작 시점으로 각각 13편, 12편에서 포함되었다. 그다음은 영양상태 사

정과 영양요구량 확인, 경장영양 주입경로,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경장영양과 관련

된 합병증 및 간호에 관한 내용으로 10편에서 포함되었다.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 

정맥영양 적응증 및 금기, 특수상황에서의 영양지원이 9편, 경장영양 초기 용량 및 

증량 단계, 경장영양 주입 방법, 정맥영양 시작 시점이 8편, 중환자 영양지원의 목적

이 7편, 중환자 영양지원의 정의, 정맥영양 평가와 감시가 6편, 비타민과 미량원소가 

5편,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영양집중지원팀과 관련된 내용이 4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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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through 

literature review

Composition Literature Review

Guideline
Research

article
Book Vide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Importance of nutrition support for the critically ill

  Defin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 ○ ○ △ ◎ ◎

  Purpose of nutrition support ○ ○ △ △ ◇ ◎ ◎

  Importance of nutritional support ○ ○ ◎ ◎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 ○ ○ ○ ○ △ ◇ ◎ ◎ ◎

Nutrition support plan

  Nutritional goal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 ○ ○ ○ ○ △ △ ◇ ◇ ◎

  Selection of nutrition support  

  method
○ ○ △ ◇ ◎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 ○ ○ ○ ○ ○ △ △ ◇ ◇ ◎ ◎ ◎

Initiation of enteral 

nutrition
○ ○ ○ ○ ○ ○ △ △ ◇ ◎ ◎ ◎

Route of administration ○ ○ ○ ○ △ ◇ ◇ ◎ ◎ ◎

Selection of appropriate 

enteral formulation
○ ○ ○ ○ ○ △ ◇ ◎

Rate and build up of 

administration 
○ ○ ○ ○ ○ ◇ ◇ ◎ ◎

Method of administration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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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through 

literature review (continued)

Composition Literature Review

Guideline
Research

article
Book Vide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 ○ ○ ○ △ ◇ ◇ ◎ ◎

Initi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 ○ ○ ○ △ ◇ ◎ ◎

Selection of 

appropriate parenteral 

formulation

○ ○ ○ △ △ ◎ ◎

Vitamin and trace 

mineral
○ ○ ○ ○ ◇ ◎

  Nutrition support in special      

  health conditions
○ ○ ○ ○ ○ △ △ △ ◎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 ○ ○ ○ ○ ○ ◇ ◎ ◎ ◎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parenteral nutrition
○ ○ ○ ○ △ ◎

Management of complications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 ○ ○ ○ ○ ○ △ ◇ ◇ ◎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 ○ ○ ○ △ ◇ ◇ ◎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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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cClave et al., 2016)

B. (Singer et al., 2019)

C.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2020)

D.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3)

E. (Blaser et al., 2017) 

F.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G. (Seron-Arbeloa et al., 2013)

H. (Hong, 2015)

I. (Lee et al., 2019)

J. (Lappas et al., 2018)

K. (Kim et al., 2014)

L.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20)

M. (Oh, 2020)

N. (Taylor, 2020) 

O. (Ho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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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2명을 대상으

로, 60분간 비대면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자유로운 토의를 촉진하고 

임상 경력별 교육 요구 파악을 위해 참여자 12명을 경력 5년 차 이상 6명 1그룹, 경

력 5년 차 미만 6명 1그룹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중 5년 차 미만 간호사 1인은 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5년 차 미만 포커

스 그룹 인터뷰 후 해당 내용을 전사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추가로 교육 요구를 조사

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년 차 이

상 그룹 만 34.6세, 5년 차 미만 그룹 만 27.1세이었다. 평균 총 임상 경력은 5년 차 

이상 그룹 약 11년 4개월이었고, 5년 차 미만 그룹 약 3년 4개월이었다. 그룹 간 약 

8년의 차이를 보였다. 평균 중환자실 경력은 5년 차 이상 그룹 약 10년 8개월, 5년 

차 미만 그룹 약 3년 4개월이었다. 그룹 간 약 7년 4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프리셉터 

경험은 5년 차 이상 그룹은 6명 모두 경험하였고, 5년 차 미만 그룹은 경험한 간호사

가 4명(66.6%),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가 2명(33.4%) 이었다. 책임간호사 경험은 5년 

차 이상 그룹은 경험한 간호사가 5명(83.3%),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가 1명(16.7%) 이

었고, 5년 차 미만 그룹은 모두 경험하지 않았다. 경력 단계는 5년 차 이상 그룹은 

모두 숙련가였고, 5년 차 미만 그룹은 적임자 4명(66.4%), 숙련가 1명(16.7%), 상급 

초급자 1명(16.7%) 이었다.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은 두 그룹에서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가 8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원내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3명(25%),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1명(8.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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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characteristics 

⍏ KSPEN : Korea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ge 
(years)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years/months)

Length of ICU
experience

(years/months)

Experience 
as a 

preceptor

Experience 
as a 

charge nurse
Career ladder

Experience with 
nutritional 
education 

Group 1. Clinical experience ≥ 5 years

1-1 35 11 years 3 months 10 years 7 months Yes Yes Proficient In-hospital 
education 

1-2 31 7 years 9 months 7 years 9 months Yes No Proficient No

1-3 29 6 years 6 months 6 years 6 months Yes Yes Proficient No

1-4 32 7 years 8 months 7 years 8 months Yes Yes Proficient No

1-5 40 19 years 16 years Yes Yes Proficient In-hospital 
education 

1-6 41 16 years 16 years Yes Yes Proficient KSPEN⍏
Group 2. Clinical experience < 5 years

2-1 25 3 years 1 month 3 years 1 month Yes No Competent In-hospital 
education 

2-2 25 2 years 8 months 2 years 8 months No No Competent No

2-3 28 3 years 3 years Yes No Advanced Beginner No

2-4 27 3 years 8 months 3 years 8 months Yes No Competent No

2-5 28 4 years 3 months 4 years 3 months Yes No Proficient No

2-6 30 3 years 6 months 3 years 6 months No No Compet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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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하여 듣고 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를 비교, 대조하여 주요 개념에 따라 조직하여 가장 중요한 결과로 여겨지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중환자 영양

지원 시 어려운 점,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내용,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 나타

났다. 각 주제에 따라 3~~5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Table 5>. 

Table 5

Educational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dentified from focus group interview

  

Categories Subcategories

Difficulties in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 Difficult symptoms

2. Low awareness of medical staff 

3. Lack of knowledge of nurses 

4. Communication problem

5. Lack of accurate guidelines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provision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 Importance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 ill 

patients 

2.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3. Nutrition support plan

4.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5.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6. Management of complications 

Educational methods for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 Perceived challenges

2. Preferred edu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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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중환자 영양지원 시 어려운 점

  간호사들이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환자에게 영양지원 부

적응이 나타날 때,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인식과 간호사의 

지식 부족, 의료진 간의 소통 부족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특

히 설사로 인한 욕창 발생 등의 상황에서 경장영양 지속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고 

대다수 간호사가 답하였다. 

“ 영양지원 시 소화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경장영양을 지속하는 것과 설사가 발생하

는 경우 등과 같이 부적응이 발생할 때 경장영양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

니다.” (Group 1-2, 1-3, 2-2)

“설사로 인하여 간호 요구가 증가하는 것과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이 

어렵습니다.”(Group 1-6)

“대변 양상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Group 2-4)

“설사가 경관 유동식과 관련된 것인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과 관련된 것인지에 파

악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의료진의 지식이 부족한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Group 

2-6)

주제 2.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내용

  간호사들이 인지한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중환자 영양지

원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지원 계획,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 경장영양 초기 

용량 및 증량 단계, 경장영양 주입 방법, 정맥영양 시작 시점, 정맥영양 성분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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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영양지원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양집중지원

팀의 역할로 나타났다. 특히 경장영양 및 정맥영양 성분 및 선택,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요구가 주된 의견이었다. 설사와 위잔여량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답하였다. 

“경관유동식 제제별 특성과 차이, 상황에 따른 제제 변경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일 때 적합한 제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Group 2-1, 

2-2, 2-4)

“정맥영양 별 조성의 차이와 환자 상태에 따른 정맥영양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Group 2-1, 1-3, 1-2)

“경장영양 공급 시 주의사항과 합병증에 대한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Group 1-1, 1-2, 2-3)

“설사를 하는 환자들의 경우 경장영양 제제 때문인지, 항생제 때문인지 궁금하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Group 

1-5, 2-3)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Group 1-2, 

1-4, 2-1)

주제 3. 선호하는 교육 방법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방법에 대하여는 간호사 대부분이 비대면 실시간 교육 후 질

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 교육 후 휴대전화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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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육내용을 공유하거나 사이버 연수원에 교육내용을 게시하는 것도 조언하였다.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부서에 책자 형태로 비치하는 것과 의사에게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대면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실시간으로 

교육 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Group 1-2, 1-3, 2-1, 

2-3, 2-6)

  대부분 간호사는 중환자 영양지원이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중환자 영양지원

에 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고 답하였다.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경력 5년 차 이

상 간호사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영역에 대하여 교육 요구가 높았으며, 경

력 5년 차 미만 간호사들은 실제 수행과 의료진과의 지식 공유 및 소통에 관련된 영

역에 대하여 교육 요구가 높았다.

3) 환경분석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중환자실은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로 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 신경외과중환자실, 심장

내과중환자실, 심혈관외과중환자실, 암병원중환자실이다. 각 중환자실의 경우 간호사 

수는 중환자실별로 상이하나 35~80명 내외이다. 대부분 3 교대 근무로, 실시간 교육 

시 교육 일정은 이브닝 근무 (14시~22시) 전 13시, 데이 근무 (06시~14시) 후 14시가 

적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교육 전담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교육 시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각 구역에 회의실이 있어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비치할 수 있다. COVID-19로 대면,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비

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또는 부서 컴퓨터에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비치

하여 교육 전담간호사의 지도하에 학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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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개발

  

  (1) 구성안 개발

  문헌고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안을 <Table 6>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주제들은 중환자실 

영양지원의 과정에 따라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공급 계획, 

영양공급 수행, 영양공급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공급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

양집중지원팀의 역할,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2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

체화하였다. 영양집중지원팀의 역할에 대하여는 문헌고찰에서는 언급이 적었지만,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 조사에서 두 그룹 모두 중요하게 언급하여 구성안에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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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Evidence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results

Importance of 

nutrition support 

for the critically 

ill

Defin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

Purpose of nutrition support ○
Importance of nutritional support ○ ○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 ○

Nutrition support 

plan

Nutritional goal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

Selection of nutrition support 

method
○ ○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
Initiation of enteral nutrition ○
Route of administration ○
Selection of appropriate enteral

formulation
○ ○

Rate and build up of administration ○ ○
Method of administration ○ ○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
Initi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 ○
Selection of appropriate parenteral 

formulation
○ ○

Vitamin and trace mineral ○

Table 6 

Compos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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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s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continued)

(2) 구성안 전문가 타당도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에 대하여 영양집중지원팀 소속

의 외과 의사 1인, 영양사 2인, 약사 2인과, 영양집중지원팀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간호사 1인,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

증받았다<부록 6>. 모든 영역의 CVI가 .80 이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은 없었다. 

척도 내용 타당도 지수(Average of content validity index for scale; S-CVI/Ave)는 

.97이었다.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으로는 정맥영양 공급 시 주입경로에 대한 문항과 영양지원 

시 안전한 약물 공급에 대한 문항 추가와 특수상황에서의 영양공급은 타 문항의 내용

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 가능하다는 것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개 항목 추

Composition 

Evidence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results

  Nutrition support in special health conditions ○ ○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 ○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parenteral nutrition
○ ○

Management of 

complications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 ○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 ○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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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개 항목 삭제 후 총 24개 세부문항으로 구성안을 완성 후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

오 초안을 개발하였다<부록 7>.

  (3) 시나리오 초안 개발

  시나리오 초안은 문헌고찰시 분석한 논문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부족한 정보는 추

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교육 요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었다. 실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원내 게시판, 약품 정보조회, 

영양집중지원팀 협진 등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4) 시나리오 초안 전문가 타당도

  시나리오 초안에 대하여 구성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Table 7>. 모든 영역의 CVI가 .80 이상으로 제외되

어야 하는 항목은 없었다. S-CVI/Ave는 .98이었다. 

  추가 의견으로는 영양상태 사정 중 영양검색 결과지로는 정확한 영양상태는 확인 

불가능하니 제외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 삭제하였다. 영양요구량 확인에서는 단백질 

요구량을 1.3g/d/kg 이상으로 수정, 신기능 여부와 투석 여부에 따른 단백질 요구량 

중 투석 여부에 관한 내용 삭제에 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다. 경장영양 적응증 및 

금기에서 경장영양 제한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기준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

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였다. 정맥영양의 적응증 및 금기에 포함된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상황의 경우 조제 TPN의 공급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기에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에서 질소평형의 목표 수치에 대한 정확

한 근거가 부족하며 중환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였다. 경장영

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에서 설사 관리 프로토콜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어 반영하였다. 또한 어색한 용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정리, 중요성에 따라 내용

의 강, 약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반영하였다. 영양공급과 영양지원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영양지원으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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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ent validity index scores of scenario draft (N=7)

No Scenario CVI

1 Defin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1.00

2 Purpose of nutrition support 1.00

3 Importance of nutritional support 1.00

4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86

5 Nutritional goal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00

6 Selection of nutrition support method 1.00

7 Enteral Nutrition: benefit of enteral nutrition 1.00

8 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1.00

9 Enteral Nutrition: initiation of enteral nutrition 1.00

10 Enteral Nutrition: route of administration 1.00

11 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enteral formulation 1.00

12 Enteral Nutrition: rate and build up of administration 1.00

13 Enteral Nutrition: method of administration 1.00

14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1.00

15 Parenteral Nutrition: initi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1.00

16 Par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parenteral 

formulation

1.00

17 Parenteral Nutrition: route of administration 1.00

18 Parenteral Nutrition: vitamin and trace mineral 1.00

19 Attention drug related to nutritional support 1.00

20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86

21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parenteral nutrition .86

22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3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4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1.00



- 37 -

2)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 개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완성 후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

을 개발하였다<부록 8>. 교육 프로그램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구자가 Microsoft 

PowerPoint 365 version을 사용하여 만들고, 편집하였다. 자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고 다학제 팀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영양집중지원팀으로 근무하는 중환자 전문의와 

약사를 인터뷰하여 추가했다. 내레이션은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 영양집중지원팀 

전담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자가 직접 녹음하여 제작하였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초반 도입부에 음악을 삽입하고 중요한 내용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자막을 

넣어 강조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 초안 전문가 타당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하여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던 동

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Table 8>. 모든 영역의 CVI

가 .80 이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은 없었다. S-CVI/Ave는 .99였다.

  추가 의견으로는 경장영양 적응증 및 금기에서 적응증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하였다. 경장영양 초기 용량 및 증량 단계에서 실제 증량하는 용량

을 자세히 기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다. 정맥영양의 주의 약물에

서 현재 원내에 없는 약물은 삭제하였다.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에서 프리알부민의 경

우 중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지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다. 경장영양 관련

된 합병증 및 간호에서 완화제에 분류에 관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삼투성 완화제와 부피 형성 완화제, 자극성 완화제로 수정하였다. 또한 설사를 규정

하는 양에 대하여 250~500g 으로 수정하였다. 내레이션 시 공식적인 용어의 일관적 

사용에 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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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ent validity index scores of education program draft (N=7)

Scene Education program CVI

1 Introduction 1.00

2 Defin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1.00

3 Purpose of nutrition support 1.00

4 Importance of nutritional support 1.00

5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1.00

6 Nutritional goal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00

7 Selection of nutrition support method 1.00

8 Enteral Nutrition: benefit of enteral nutrition 1.00

9 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86

10 Enteral Nutrition: initiation of enteral nutrition 1.00

11 Enteral Nutrition: route of administration 1.00

12 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enteral 

formulation

1.00

13 Enteral Nutrition: enteral formulation composition 1.00

14 Enteral Nutrition: rate and build up of administration 1.00

15 Enteral Nutrition: method of administration 1.00

16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Initiation time

1.00

17 Par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parenteral  

formulation

1.00

18 Parenteral Nutrition: route of administration 1.00

19 Parenteral Nutrition: vitamin and trace mineral 1.00

20 Attention drug related to nutritional support: enteral 

nutrition

1.00

21 Attention drug related to nutritional support: parenteral  

formul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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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ent validity index scores of education program draft (continued) (N=7)  

3) 적합성 평가

  완성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동영상은 일주일

간의 시간을 주고 각자 시청하도록 한 후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적합성 평가 후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추가사항을 조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점수는 <Table 

9>와 같다.

 

Scene Education program CVI

22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1.00

23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gastric 

residual volume

1.00

24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parenteral nutrition 1.00

25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6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piration 1.00

27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diarrhea .86

28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9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1.00

30 Referenc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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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cceptability evalua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N=12)

Categories Content Mean

Content difficulty The video content was easy to understand. 4.25

Appropriateness of 

language

I think the language used in the video is 

appropriate.
4.75

Interest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video is 

interesting.
4.58

Motivation Interest in nutritional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has increased.
4.50

Effectiveness I think it can be done well depending on the 

education content.
4.00

Appropriateness of 

time

The running time (15 minutes) is appropriate.

4.30

Appropriateness of 

screen composition

I think the screens used are appropriate.

4.30

Screen quality The screen quality is good. 4.75

Sound quality The sound quality is good. 4.50

 

  

  9개의 모든 항목이 평균 4.00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점수가 높

은 항목은 언어의 적절성, 흥미, 화면의 질이었으며 점수가 낮은 항목은 내용의 난이

도, 효과성이었다. 추가적으로 영양지원 방법 선택, 경장영양 방법, 설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 몇몇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제품 사진, 실제 간호하는 모습 등 이미지나 영상을 

첨가하면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레이션의 음향 크기

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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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최종 완성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과 적합성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하여 최종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총 동영상 시

간은 15분 26초이며,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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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Scene 1. 도입 12 s

내레이션

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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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 중환자 영양지원 정의 15 s

내레이션

중환자 영양지원이란 중환자에게 장관 혹은 정맥으로 열량,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 무기질 및 수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에게 왜 영양지원이 중요할까요?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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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3.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42 s

내레이션

중환자에서 영양불량은 골격근 소실, 면역 반응 악화를 가져오며, 

이는 환자의 인공 환기 기간을 연장하고, 감염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지

원을 할 경우 상처 치유를 돕고, 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며, 합병증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중환자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중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임상영양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화면

자막

Ÿ 중환자에서 영양불량은 골격근 소실, 면역 반응 악화를 가져오

며, 이는 환자의 인공 환기 기간을 연장시키고, 감염률과 사망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Ÿ 중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지원을 할 경우 상처 치유를 돕고, 위장

관 기능을 개선하며, 합병증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줄여 궁극

적으로는 중환자에게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Ÿ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중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임상영양치료

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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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4. 중환자 영양지원 목적 20 s

내레이션

중환자 영양지원의 목적은 제지방 체중 보전, 면역기능 보전, 대사

적 합병증 최소화에 있으며, 중환자에게 있어 영양지원은 단순한 열

량 지원뿐 아니라 환자의 대사 상태를 고려한 영양치료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환자의 대사 상태를 고려한 영양치료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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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5. 영양상태 사정 38 s

내레이션

최근 중환자 영양지침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에게 48시

간 이내에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 중재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를 평가

하는 다양한 요인에는 병력, 영양섭취량,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근육량과 강도, 생화학적 검사, 위장관 기능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고려한 중환자의 영양상태는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간호사는 협진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에 반

영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병력, 영양섭취량,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근육량과 강도 측정, 생

화학적 검사, 위장관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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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6. 영양요구량 확인 48 s

내레이션

영양요구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요구량은 간접열량측정

기를 통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접근성이 낮아 쉽게는 체중에 기

초한 열량 계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와 안정기에 따

라 다르지만 보통 25~30kcal/kg/d의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권고합니

다. 단백질 요구량의 경우 수술이나 신기능 여부 등 환자 상태에 따

라 다르나 중환자는 심한 이화작용으로 최소 1.3 g/kg/d 이상의 고

단백 공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확한 영양요구량은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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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7. 영양지원 방법 선택 7 s

내레이션
영양요구량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을 고려하여 영양지원 방법을 선택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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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8. 경장영양 이점 45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장의 기능을 보존하고 감염을 줄일 뿐 아니라 비용 효과

적인 측면에서도 우선으로 권장되는 영양지원 방법입니다. 위장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장내 방어기능을 유지하고 면역기능과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세균 침투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하여 정상 상주 균을 유지 시켜주는데, 이는 세균의 과다 성

장을 막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과 같은 기회감염의 확률을 감소시킵

니다. 특히 조기 경장영양은 감염성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자막
특히 조기 경장영양은 감염성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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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9. 경장영양 적응증 및 금기 46 s

내레이션

따라서 위장관이 기능을 하지만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중환자의 경우 경장영양을 통한 영양지원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경우에는 경장영양을 통한 영양지원을 지연시키는 것

이 좋습니다. 특히 혈관수축제 요구량이 높은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

태는 장 관류를 감소시키는데 이때의 경장영양은 위장관 허혈을 초

래할 수 있으며 괴사, 세균 과증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

는 다음에서 경장영양을 보류하라고 권고합니다. 

화면

자막

Ÿ 혈관수축제 요구량이 높은 불안전한 혈역학적 상태는 장 관류를 

감소시킴

Ÿ 이때 경장영양은 위장관 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괴사, 세균 과

증식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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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0. 경장영양 시작 시점 20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고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증과 금기사항을 고려한 세브란스의 경장

영양 시작 프로토콜입니다. 소화기관 기능과 혈역학적 안정을 확인 

후 경장영양을 시작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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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1. 경장영양 주입경로 38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의 경로를 선택할 때는 기간, 삽입 방법, 흡인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4주 이상의 유치가 예상되는 경우를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튜브 중 PVC 재질은 점막 자극,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에 의한 

변형으로 장천공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튜브를 거치하기 위

해서는 silicone 또는 polyurethane 재질의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화면

자막

Ÿ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은 점막 자극,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에 의한 변형으로 장천공이 발생 될 수 있음

Ÿ 장시간 튜브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silicone 또는 polyurethane 

재질의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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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2-1.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 31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조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준 영양액, 질병에 따른 영양액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제제 중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는 표준 영양액

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중환자나 장관 허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

습니다. 

화면

자막
중환자나 장관 허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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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2-2.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경장영양 성분 19 s

내레이션

중환자실에서 주로 공급하는 경장영양의 영양소 함량입니다. 제제별

로 단백질, 식이섬유, 나트륨, 칼륨의 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

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EMR 검색창에서 식사 처방 지침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

자막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EMR 검색창 [식사 처방 지침] 검색 후 -> 

부록 5. 상업용 경장영양액의 종류와 함량 참고



- 55 -

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3. 경장영양 초기 용량 및 증량 단계 32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초기 10∼30 mL/hr로 시작하고, 이상이 없을 시 8∼12시

간마다 10∼25 mL/hr 씩 증량하여 일주일 안에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경장영양 제제가 다양하고, 중환자의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

에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하고 권고사항에 따른 적절한 제제가 

공급 중인지, 적절한 속도로 증량 중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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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4. 경장영양 주입 방법 20 s

내레이션

주입 방법은 볼루스, 간헐적, 지속적 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중환자

에서는 흡인 위험 감소, 혈당 상승 등 대사적 합병증 최소화, 위잔

여물, 위장관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주입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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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5. 정맥영양 적응증 및 금기, 시작 시점 47 s

내레이션

다음은 세브란스 Nutrition support flowchart 입니다. 정맥영양은 

위장관을 통한 영양지원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정맥영양 

역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량의 승압제 유지, 급성기에는 10% DW로의 공급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에게서 정맥영양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영양상태

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중환자실 입실 후 첫 7일까지는 정맥영양을 

보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금식 시 TPN 시작을 고려합니다. 영양불

량의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Ÿ 다음은 세브란스 Nutrition support flowchart 입니다. 정맥영양 

역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

량의 승압제 유지, 급성기에는 10% DW로의 공급을 권고합니다.

Ÿ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중환자실 입실 후 첫 7일까지는 

정맥영양을 보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금식 시 TPN 시작을 고려

합니다. 영양불량의 환자에게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

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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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6. 정맥영양 성분 및 선택 31 s

내레이션

중환자실에서 주로 투여하는 TPN의 영양소 함량입니다. TPN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원내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정맥영양을 선택할 시에도 환자의 상태 및 치료계획, 위장관 영

양지원 유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

서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의 약사 권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화면

자막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게시판->세브란스->약무국->자료실->원내 

AA TPN and TNA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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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7. 정맥영양 주입경로 32 s

내레이션

정맥영양은 중심정맥, 말초정맥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말초정맥

으로는 영양소의 농도가 제한되어 영양요구량 만큼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어렵고, 전해질 부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말초 정맥 

공급은 삼투압에 제한이 있으며 2주 이상의 공급은 권고되지 않습니

다. Dextrose와 amino acid의 삼투압입니다.

화면

자막
말초정맥 영양액은 삼투압에 제한이 있으며(< 900mOsm/L) 2주 

이상의 공급은 권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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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8. 정맥영양: 비타민과 미량원소 25 s 

내레이션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화상, 외상, 벤틸레이터가 요구되는 중환자의 

outcome을 향상 시킵니다. 그러나 시판 정맥영양에는 안정성 때문에 

비타민과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기가 아니

라면 정맥영양으로만 영양지원을 할 때는 별도로 처방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Ÿ 화상, 외상, 벤틸레이터가 요구되는 중환자의 outcome을 향상

Ÿ 금기가 아니라면 정맥영양으로만 영양지원을 할 때는 별도로 

비타민, 미량원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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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9-1. 주의 약물: 경장영양 12 s 

내레이션

경장영양 공급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약물 투여 시 상호작용

과 추천 방법을 확인하고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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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19-2. 주 의약물: 정맥영양 42 s

내레이션

정맥영양 공급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맥영양에

는 약물을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약물을 혼합할 때는 

안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TPN은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물리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혼합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

다. 다음의 약제는 TPN과 같은 경로로 투여 시 산도 변화로 침전 형

성이 가능하므로 함께 투여하지 말아야합니다.

화면

자막
부득이하게 약물을 혼합할 때는 안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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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0-1.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50 s

내레이션

경장영양 시행 시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영양지원의 중단

을 피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합니다. 환자 상태, 배변 상태, 생화

학적, 방사선적 검사, 복통, 복부 불편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질소평형은 체내로 흡수되는 질소량과 배출되는 질소량 간의 균형을 

확인하여 현재 공급되는 단백질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중환자에서는 대사성 스트레스 반응이 호전되어야만 양의 

질소평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양의 질소평형보다는 질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화면

자막 양의 질소평형보다는 질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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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0-2.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위잔여량 35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을 공급받는 환자들에게서 위잔여량을 측정하는 문제입니

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위잔여량을 루틴으로 

측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잔여량을 측정할 때도 

다른 증상이 없다면 500cc 이하면 경장영양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라

고 권고합니다. 원내 위잔여량 프로토콜입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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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1. 정맥영양 평가와 감시   25 s

내레이션

정맥영양 공급 시에도 체중, 섭취량과 배설량, 생화학적 검사를 포

함한 다음의 검사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수치의 변화에 맞춰 영양지

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말초 혈당은 180mg/dL가 넘지 않도록 모니터

링하고, 혈중 중성 지방 수치는 400mg/dL가 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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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2-1.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16 s 

내레이션

경장영양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이 대사적, 

기계적, 위장관 부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흡

인, 설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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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2-2.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흡인 41 s 

내레이션

중환자실 환자들은 흡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

니다. 관 위치 이탈로 인하여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후 

X-ray 검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해둡니다. 튜브 끝의 홀이 

X-선 위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금 기증이 없는 한 

상체 거상을 30~45도 이상 유지하고, 필요하면 위장관 운동 조절제

를 사용하거나 연속주입 혹은 소장 식이로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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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2-3.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설사 53 s

내레이션

다음은 설사입니다. 설사를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50~500g 이상의 loose 한 대변을 본 경우 또는 하루 

2~3회 이상의 loose 한 대변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다양

한 원인으로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사를 할 때는 제제의 변경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주입속도, 분변 매복, 항생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완화제 사용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에 해당이 없다면 발효성 당류가 함유되지 않은 

제제로 변경하거나, 로페라마이드 같은 지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

다. 

화면

자막 없음



- 69 -

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3. 정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26 s 

내레이션

정맥영양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경장영양과 같이  

대사적, 기계적, 위장관 부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심정맥

으로 정맥영양을 공급할 시 대퇴정맥은 혈류감염 위험성이 다른 부

위에 비해 높으므로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맥관

의 이동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대퇴정맥은 혈류감염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맥관의 이동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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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4. 영양집중지원팀 역할 36 s

내레이션

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경장영양, 정맥영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를 계

획, 수행, 재평가합니다. 1차 평가 후 48시간 이내에 2차 평가, 중

환자실 재원 시에는 일주일 간격의 f/u을 통하여 연속성 있는 치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집중지원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

면 영양팀, 약무국, 전담간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영양팀(869**) 약무국(868**) 전담간호사(864**/clover**@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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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5. 레퍼런스 10 s

내레이션 다음은 교육 동영상 제작 시 참고한 자료입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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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video: final version  

(continued)

Scene 26. 종료 12 s

내레이션 이상으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본 교육 동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대학원 김가희의 석사학

위논문 일부로 제작되었으며, 세브란스 성인 영양집중지원팀과 중환

자실(MICU, SICU, NCU, CCU, HICU, CAICU)의 협조 아래 제작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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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

원과 관련된 교육 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적절한 영양은 중환자의 결과 향상에 중요하며(Korwin & Honiden, 2019), 중환자 

영양지원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Bloomer et 

al., 2017). 그러나 국내외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과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기존 영양지원에 관한 연구는 의사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Castro et al., 2012; Spear et al., 2013)와 신

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정맥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지

식 수준을 평가한 연구(Ameri et al., 2016),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

지원에 관한 교육 후 효과를 평가한 kim & Chang (2019)의 연구가 있다. 또한 영양집

중지원팀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DeDeChicco et al., 2010)와 

간호사를 위한 영양집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Part & 

Part, 2013)가 있다.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중환

자 간호사의 인식, 지식, 수행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단계임을 생각할 때(Kim & 

chang, 2019), 최신 문헌과 가이드라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견을 종합한 중환자 영

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시기적절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교수설계모형인 ADDIE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분석, 설계, 개발 

단계를 거쳐 완성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문헌고찰과 중환

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 프로그

램에 포함될 구성안을 도출하였다.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제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논문,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책과 동영상을 모두 포

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장 최

근 개정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영상 또한 1년 이내에 강의한 동영상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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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중환자 영양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 따라 중환자 영양지원

의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지원 계획, 영양지원 수행, 영양지원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양집중지원팀 역할 7개의 영역으로 구성

하였다. 문헌고찰에 포함된 가이드라인, 동영상과 비슷한 구성이나, 교육 요구 조사

를 통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다르게 구성하였다는 점이 

기존 교육 동영상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

을 통해 탐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대상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게 적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 동

영상 개발 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하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였다(Kim 

& Kim, 2017; Shin & Jo, 2020). 본 연구에서는 일 상급종합병원 6개 성인 중환자실

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포함되도록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성인 중환

자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참가자를 경력 5년 차 이상과 5년 차 미

만으로 나눠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자유로운 토의가 가능하고 교육 요구에 대

한 경력별 파악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양지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근거를 충분히 이해한 의

료진의 비율이 저조하다는 Lane et al. (201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63명의 의

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Lane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지원 가이드라인

에 제시된 근거를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된 의료인은 전체 참가자의 59%에 불과

했다. 따라서 중환자실 특성을 반영한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확대와 

보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에 대하여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합병증 예방 항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

고 있다고 응답한 AI Kalaldeh et al. (201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253명의 간

호사를 대상으로 영양지원에 관한 지식과 책임을 조사한 Al Kalaldeh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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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의하면 합병증 예방에 대한 항목이 3.36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

다. 특히 많은 간호사가 설사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간호

사들이 생각하는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한 장벽은 설사로 인한 중단이라고 보고한  

Chang & kim (2019)의 연구와 유사하다. 따라서 추후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다

뤄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하여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ASPEN, ESPEN, 캐나다 가

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본 교육 동영상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기

존 교육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론적 내용 위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Hong, 

2020; Oh, 2020; Taylor, 2020).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실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교육 동영상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현재 

영양집중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영양사, 약사의 전문가 타당도를 거치면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장영양 제제, 정맥영양 제제, 약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

함하였다. 또한 본원의 영양지원과 관련 프로토콜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실제 영양

지원 간호를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근거 기반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은 중요한 부분은 자막을 추가하여 강조하였고, 내레이션 시 교육내용에 대

하여 잘 알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내레이션을 하여 이해력과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

다. 또한 실제 영양집중지원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 전담의와 약사의 인터뷰를 

추가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였다.

  동영상을 교육 방법에 활용하는 것은 간호교육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

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Bennett & Glover, 2008), 간호 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Salina, et al. 2012). 또한 동영상 학습은 시간, 

거리 등에 있어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데 드는 장벽을 완화하며, 이해를 높이기 위하

여 여러 번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고, 중요한 개념을 메모하며 시청할 수 있다

(Wirihana et al., 2017). 최근 스마트기기 발달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

져왔으며, 동영상 교육은 학습자의 뿐만 아니라 교수자 측면에서도 학습 수월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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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 온, 오프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19). 따라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대에 동영상 기반 교육 프로그램

은 적절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부족이라는 

단점도 있어, 이러한 장, 단점을 고려하여 간호교육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Wirihana et al., 2017). 따라서 

본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시

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영상 시간은 15분 26초로 제작하였다. 이는 Hong et al. (2013)의 연구에서 학습

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0분 또는 15분으로 구성된 동영

상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간호 학생의 손 위생 동영상 실습 전 12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지식수준을 향상을 가져온 Choi & Ju (2018)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시간이다. 그러나 

적합성 평가에서 15분의 시간이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본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항목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합성 평가 중 높게 평가된 항목은 언어의 적절성, 흥미, 화면의 질이며, 낮게 평

가된 항목은 내용의 난이도, 효과성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처음 시

도된 본 연구임에도 흥미 항목이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

다. 또한 전문가 타당도를 거치며 용어를 수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언어의 

적절성에서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내용의 난이도와 효과성은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고, 

한 번의 교육으로는 실제 수행 시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점은 반복적인 교육과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쇄물 

형태의 교육 자료 배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 조사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

사를 위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나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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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목적 표

집하여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육 요구를 탐색했다. 그러므로 분석 자

료를 모든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최신 문

헌을 검색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를 조사한 후 영양집중지원팀

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타당도를 검증받는 과정을 통해 중환

자실 간호사에게 적합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과 최신 

동향을 숙지하여 치료에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Choi & Lee, 2017). 이를 고려

했을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에 적용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정확하고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환자 영양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중

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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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

원과 관련된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과 최신 논문을 분석하여 중환자 영양지

원에 관한 최신 지견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

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임상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또한 세 번의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영양집

중지원팀으로 활동하는 의료진의 인터뷰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완성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뿐 아니라 경장영

양, 정맥영양 및 적정성 평가와 감시, 합병증 관리에 이르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교

육 프로그램으로써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동영상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합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에 활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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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1) 간호 실무

  본 연구 결과로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환자 영양지원은 중환자 치료에 있어 매일 반복

적으로 수행되는 영역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환자 영양지원에 대하여 명확

히 알고 근거 기반의 간호를 수행하는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

한 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중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간호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식, 인식, 수행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환

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

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교육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영양지

원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과 관련 내용을 인쇄물 형태의 자료로 제작하여 

함께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때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 전, 

후에 간단한 퀴즈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 학생들에게 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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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관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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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 설명문

대 상 자 설 명 문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조사

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귀하

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

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

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

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

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적절한 영양은 중환자의 결과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며 중환자 치료의 핵심 요소입

니다. 올바른 영양지원을 위하여는 처방된 영양 요구량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장벽을 

식별하고, 영양공급 중단을 극복하여 최적의 영양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연구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최지연

연구 담당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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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중환자 치료팀의 지속적인 교육과 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간호

사들을 위해 디자인된 영양학적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영양관련 수행을 크게 개

선할 수 있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 담당자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본 연구는 총12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중환

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조사와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온라

인으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조사와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

램 적합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IRB 승인일로부터 12개월까지 연구에 참여하

시게 되며, 전체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12개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

과 같습니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

     -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 한 간호사

  ② 대상자 제외 기준

     - 인터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간호사

     - 발령 6개월 이내의 신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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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①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조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며 각 집단은 6명의 

간호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Kruger & Casey (2014)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침에 

따라 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시간을 약 60

분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될 수 있으나 비밀을 보장하며,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 외에 접근할 수 없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곳에 정보를 보관할 것입니다.

  ② 적합성 평가

  개발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박효정(2001)이 개발한 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평가도구

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포함한 소요되는 시

간은 약 20분입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은 없으나 연구 

참여로 인한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 도중 어려움을 느끼거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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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조사 참여 

완료 시 2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적합성 평가 조사 참여 완

료 시 1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

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

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

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 귀하의 연령, 소속, 임상 경력, 근무지 경력, 프리셉터 경  

      험 여부, 책임간호사 경험 여부, 경력 단계, 중환자 영양지

      원과 관련된 교육 여부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정보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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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되며, 수집된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기록은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며 연

구 책임자와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

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

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1년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

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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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

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김가희

    연구자 주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6410

       24시간 연락처: 010-9237-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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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정된 문헌

구분 문헌

가이드라인

A McClave, S. A., Taylor, B. E., Martindale, R. G., Warren, M. M., 

Johnson, D. R., Braunschweig, C., McCarthy, M. S., Davanos, E., Rice, 

T. W., Cresci, G. A., Gervasio, J. M., Sacks, G. S., Roberts, P. R.,  & 

Compher, C. (2016).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and Assessment of 

Nutrition Support Therapy in the Adult Critically Ill Patient: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and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JPEN.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40(2), 159-211. 

B Singer, P., Blaser, A. R., Berger, M. M., Alhazzani, W., Calder, P. C., 

Casaer, M. P., Hiesmayr, M., Mayer, K., Montejo, J. C., Pichard, C., 

Preiser, J., van Zanten, A. R., Oczkowsk, S., Szczeklik, W.,  , & 

Bischoff, S. C. (2019). ESPEN guideline on clinical nutri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Clinical nutrition, 38(1), 48-79.

C Korean Society of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2020). Guidelines 

for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2nd ed.). koonja publishing Inc.

D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3). Guidelines for 

nutrition support in the adult critically ill patient. Jin publishing 

Inc.

E Blaser., A. R., et al. (2017). Early enteral nutrition in critically 

ill patients: ESIC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tensive Care Med. 

43, 380–398.

F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Updates of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Enteral Nutrition. Retrieved from   

https://khna.or.kr/home/data/khna_guide_ebp03_2019.pdf

저널

G Seron-Arbeloa, C., Zamora-Elson, M., Labarta-Monzon, L., & 

Mallor-Bonet, T.  (2013). Enteral nutrition in critical care.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research, 5(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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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헌

H Hong, S. K. (2015). Nutrition Therapy in Critically Ill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16(1), 11-17.

I Lee, A. R., Kim, E. M., Park, C. M., & Rha, M. Y. (2019). Current 

Guidelines on Clinical Nutrition in Intensive Care Units Based on ESPEN 

201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11(2), 31-37.

J Lappas, B. M., Patel, D., Kumpf, V., Adams, D. W., Sedner, D. L. 

(2018).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s, Access, and Complications. 

Gastroenterology Clinics of North America, 47(1), 39-59.

출판물

K Kim, K. S., Kim, B. G., Lee, Y. H., Choi, Y. H., & Kang, J. Y. (2014). 

Critical care nursing in ICU. Soomoonsa.

L A.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20). Critical Care 

Medicine (4 ed.). koonja publishing Inc.

동영상

M Oh, S. Y. (2020, August 4). Nutrition in Critically Patients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5WaH6y1vUs

N Taylor, B. (2020, April 8).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COVID-19 disease: Top 10 Key Recommendations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NmMW3ybXdY

O Hong, S. K. (2020, July 17). Critical care nutrition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YUn0lnzKqc&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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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일반적 특성 설문지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

시하거나 필요한 곳에는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1. 나이 만(            )세

2. 소속

① MICU (          )  ② SICU (           )  ③ NCU (           )  

④ CCU (           )  ⑤ HICU (           )  ⑥ CAICU (           )

3. 총 임상 경력(          ) 개월   

4. 총 중환자실 근무 경력(          ) 개월  

5. 프리셉터 경험 여부

 ① 유(           )   ② 무 (           ) 

6. 책임간호사 경험 여부

 ① 유(           )   ② 무 (           ) 

7. 경력 단계 

 ① 초급자(          ) ② 상급 초급자(          ) ③ 적임자(          ) 

 ④ 숙련가(          ) ⑤ 전문가(          ) 

8.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교육 여부(중복 체크 가능)

 ①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PEP교육(          ) 

 ②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CNP교육(          )

 ③ 병원간호사회 영양지원 환자간호(          ) 

 ④ 기타 학술대회(          ) 

 ⑤ 원내 교육(          ) 

 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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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타당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으로 학위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

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중환

자실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어,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환자 영양지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

종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타당도는 1차(구성과 세부항목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차(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3차(교육 프로

그램 초안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총 3차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해 드

리는 파일은 구성과 세부항목의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옆에 CVI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추가 의견이 있으실 때는 비

고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교육 자료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정

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김가희 올림

연락처: 010-92**-****

(CLOVER**@yuhs.ac)

지도 교수 : 최지연



- 104 -

부록 6.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전문가 타당도 결

과

No Composition CVI

1 Definition of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1.00

2 Purpose of nutrition support 1.00

3 Importance of nutritional support 1.00

4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1.00

5 Nutritional goals for critically ill patients 1.00

6 Selection of nutrition support method 1.00

7 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86

8 Enteral Nutrition: initiation of enteral nutrition .86

9 Enteral Nutrition: route of administration 1.00

10 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enteral formulation .86

11 Enteral Nutrition: rate and build up of administration 1.00

12 Enteral Nutrition: method of administration 1.00

13 Parenteral Nutrition: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1.00

14 Parenteral Nutrition: initi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1.00

15 Parenteral Nutri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parenteral 

formulation

1.00

16 Parenteral Nutrition: vitamin and trace mineral .86

17 Nutrition support in special health conditions .86

18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teral nutrition 1.00

19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parenteral nutrition 1.00

20 Complications of enteral nutri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1 Complications of parenteral nutrition：assessment and management 1.00

22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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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초안

구성 세부항목 내용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중환자 

영양지원 정의

Ÿ 중환자 영양지원이란 중환자에게 장관 혹은 정맥으로 에너지,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 무

기질 및 수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환자 

영양지원 목적

Ÿ 중환자 영양지원의 목적은 제지방 체중 보전, 면역기능 보전, 대사적 합병증 최소화에 있으

며, 중환자에게 있어 영양지원은 단순한 열량 지원뿐 아니라 환자의 대사 상태를 고려한 영

양치료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Ÿ 환자의 영양상태는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며, 특히 중환자에게 있어서 환기 보조 기

간을 연장하며, 감염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Ÿ 급성기의 대사적인 반응 결과로 심각한 근육 소모와 내장기관 기능의 손상, 면역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Ÿ 중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임상 영양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영양상태 사정 영양상태 사정

Ÿ 최근 중환자 영양지침에서는 영양 상태 평가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이전 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Ÿ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들이 48시간 이내에 영양상태가 평가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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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부항목 내용

양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Ÿ 이를 반영한 본원의 영양상태 평가는 영양검색결과지와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공급 

계획

영양요구량 

확인

Ÿ 중환자에게서 영양 요구량을 확인하는 방법 중 에너지 요구량은 간접열량계, 계산식, 체중

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요구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환자의 경우 25~30kcal/kg/d

의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Ÿ 단백질 요구량은 중환자의 경우 1.3~1.5g/kg/d가 요구되며 수술환자는 그보다 높은 1.5g/kg

의 단백질이 요구되며, 신기능 여부와 투석 여부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다.

Ÿ 따라서 정확한 요구량은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지원 방법 

선택
Ÿ 영양요구량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을 고려하여 영양지원 방법을 선택합니다. 

영양공급 

수행

경장

영양

경장영양의 

이점

Ÿ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중환자에게 있어서 조기 경장영양을 조기 정맥영양 또는 지연된 경장

영양에 비해 더 권고합니다. 

Ÿ 그 이유는 경장영양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관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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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부항목 내용

적인 장내 산도와 정상 상주 균을 유지시켜주고 이는 세균의 과다 성장을 막고 클로스트리

듐 디피실과 같은 기회감염의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세균 침투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

을 하여 점막층의 면역기능을 유지하게 시켜줍니다. 따라서 위장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장내 방어기능을 유지하고 면역기능과 회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Ÿ 특히 조기 경장영양은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이는 septic complication, mortality를 낮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응증 및 

금기

Ÿ 그러나 이 같은 이점이 있어도 다음과 경우에는 경장영양을 통한 영양지원을 하는 것은 어

렵습니다. 위장관에 문제가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shock 인 경우입니다.

1. 수액과 vasopressors에도 혈역학적 및 조직 관류의 목표가 충족되지 않은 shock 환자

2. 저산소혈증, 산증(hypoxaemia and acidosis)

3. GI bleeding, 명백한 대장 허혈(bowel ischaemia)

4. 장폐색(mechanical ileus)

5. 복부구획증후군(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6. 위잔여량 > 500 ml/6 hr 또는 high out-put fis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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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세부항목 내용

Ÿ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경우에서는 경장영양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장폐색과 관련 있는 질병: 심각한 후 복막 혈종 및 복막염이 있는 다발성 질병

2. 장폐색

3. Active 한 위장관출혈

4.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 혈관수축제 요구량이 높은 불안전한 혈역학적 상태는 장관류를 감소시키는데 이때 장관영양

은 위장관 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괴사, 세균 과증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시점
Ÿ 경장영양의 시작 시기는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세브란스의 경장영양 시작 프로토콜입니다.

주입 경로 

(Stomach, 

Duodenum, 

Jejunum)

Ÿ 경장영양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튜브의 끝이 놓이는 위치가 위, 십이지장, 공장인가에 

따라 경로가 분류되며, 비침습적인 방법,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종류가 나뉩

니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Ÿ 경장영양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경장영양 기간, 흡인 위험, 삽입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

니다. 다음은 경장영양의 경로에 따른 장단점입니다. 가이드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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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의 유치가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gastrostomy나 jejunostomy를 권

하고 있습니다. 

Ÿ Polyvinylchloride(PVC) 재질은 점막 자극,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에 의한 변형으로 

장천공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튜브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silicone 또는 

polyurethane 재질의 튜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

Ÿ 경장영양은 조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Ÿ 여러 제제 중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 표준 영양액을 사용하도록 권고합

니다. 또한 중환자나 장관 허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Ÿ 그러나 중환자의 상태가 다양하므로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하시어 경장영양을 선택하

시기 바랍니다.

초기 용량 

및 증량 
Ÿ 경장영양은 시작 후 첫 일 주일 동안 목표에 도달하도록 증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입 방법 Ÿ 주입 방법은 볼루스, 인터미턴트, 싸이클린, 컨티뉴어스 피딩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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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특히 소장으로의 피팅 공급을 하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콘티뉴어스피딩의 방법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정맥 

영양

적응증 및 

금기

Ÿ 정맥영양은 위장관을 통한 영양지원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있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

맥영양 역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량의 승압제 

유지, acute stage, 심각한 electro unbalance에서는 10% DW로의 공급을 권고합니다. 다음

은 세브란스 TPN protocol입니다. 

시작 시점 

Ÿ 그렇다면 중환자에게서 정맥영양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영양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서는 

ICU 입실 후 첫 7일은 정맥영양을 보류합니다. 그러나 경장영양이 불가능하며 영양 위험이 

크거나, 심한 영양실조의 환자에게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

다.

주입 경로 

Ÿ 정맥영양은 중심정맥, 말초정맥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말초정맥으로는 영양소의 농도가 

제한되어 환자의 영양요구량만큼 충분한 에너지 및 영양소를 공급하기 어렵고, 전해질 부족

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말초정맥으로 2주 이상 600mOsm/L 이상의 용액 공급 시, 말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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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염 발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2주 이하로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정맥영양 

성분 및 

선택

Ÿ 정맥영양은 수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전해질, 지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Ÿ 정맥영양의 종류는 덱스트로즈 와 아미노엑시드로 구성된 조제 TPN과 전해질이 포함된 

2-in-1제제, 리피드까지 포함된 3-in-1제제가 있습니다.

Ÿ 정맥영양을 선택할 시에는 환자의 상태 및 영양 요구량, 위장관 영양공급 유무, Electro, 

BUN/Cr, TG level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의 약사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과   

미량원소

Ÿ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화상, 외상, 벤틸레이터가 요구되는 중환자의 outcome을 향상 시키며, 

전체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정맥영양에는 (안정성 때문에) 미량원소 나 비타

민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기가 아니라면 모든 시판 TPN의 처방 시에 별도로 

처방되어야 합니다. 

주의 약물

Ÿ 경장영양액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약물 투여 시 상호작용과 추천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Ÿ 정맥영양 공급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다음의 약제는 TPN과 같은 경로로 투여 시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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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침전 형성이 가능하므로 함께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Ÿ 또한 원칙적으로 정맥영양에는 약물을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약물을 혼합할 

때는 안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공급 

적정성 평가와 

감시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Ÿ 중환자의 경장영양 시행 시 모니터링은 영양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영양공

급의 중단을 피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합니다. 환자 상태, 배변 상태, 방사선적 검사 그리

고 복통, 복부 distension과 같은 환자의 불편감 등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Ÿ 또한 경장영양을 받는 중환자에게서 daily CBC, BG, Electro, BUN/Cr 등의 검사와 Weekly 

BW, 프리알부민, N-balance 등을 측정하는 것은 영양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프리알부민은 영양부족일시 감소하고 반감기가 짧아(2~3일) 초기 단백질과 에너지 불량 확인

에 유용합니다. 질소평형은 체내로 흡수되는 질소량과 배출되는 질소량 간의 균형을 확인하여 

현재 공급되는 단백질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치는 +2~4입니다)

Ÿ 위잔여량: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장영양을 공급받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위잔여량을 루틴

으로 측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잔여량을 측정하는 경우 다른 증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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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500cc 이하면 경장영양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내 위잔여량 프

로토콜입니다.

정맥영양 

평가와 감시

Ÿ 정맥영양 공급 시에는 체중 및 I&O, Electrolyte 및 BUN/Cr, TG, Bilirubin 을 포함한 검사

들을 면밀히 monitoring하고 수치의 변화에 맞춰 영양지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영양공급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Ÿ 경장영양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기계적, 대사적, 위장관 부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Ÿ Aspiration: 중환자실 환자들은 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의식 수준이 저하

된 등 흡인의 위험이 큰 환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기증이 없는 

한 상체 거상을 30~45도 이상 유지하고, 필요시 위장관 운동 조절제 사용하거나 연속주입 

혹은 소장 식이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 위치 이탈로 인하여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후 X-ray 검사를 통해 확인한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해두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Ÿ 설사: 설사를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500g 이상의 loose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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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을 본 경우 또는 하루 2~3회 이상의 loose 한 대변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합

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사를 할 때는 제제의 변경을 우선하여 고

려할 것이 아니라, 설사의 원인을 찾아 우선으로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설사가 나

타났을 시 임상적 management를 보여주는 원내 가이드라인입니다. 설사를 하는 환자에게서

는 발효성 당류가 함량 되지 않은 제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원내 제제로는 그린비아 장솔루

션이 있습니다.

정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Ÿ 정맥영양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Ÿ 중심정맥으로 정맥영양을 공급할 시 대퇴정맥은 혈류감염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으

므로 주의 깊게 관찰 바랍니다. 

영양집중지원

팀의 역할

영양집중지원

팀의 역할

Ÿ 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장영양, 정맥영양을 

공급 중인 고위험 영양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를 계획, 수행, 재평가합니다. 1차 평

가 후 48시간 이내에 2차 평가, 중환자실 재원 동안 1주일 간격의 f/u 을 통하여 연속성 있

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양팀, 

약무국, 전담간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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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설명
이상으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세브란스 성인 영양집중지원팀과 중환자실의 협조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 116 -

부록 8.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

Scene 1. 도입 14 s

내레이션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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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중환자 영양지원 정의 15 s

내레이션

중환자 영양지원이란 중환자에게 장관 혹은 정맥으로 열량,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 무기질 및 수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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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3. 중환자 영양지원의 목적 20 s

내레이션

중환자 영양지원의 목적은 제지방 체중 보전, 면역기능 보전, 대사

적 합병증 최소화에 있으며, 중환자에게 있어 영양지원은 단순한 열

량 지원뿐 아니라 환자의 대사 상태를 고려한 영양치료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제지방: 체중에서 지방량을 제외한 수분, 근육의 단백질, 당질, 뼈 

등을 측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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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 중환자 영양지원의 중요성 32 s

내레이션

중환자는 급성기의 대사적인 반응 결과로 심각한 근육 소모와 내장

기관 기능의 손상, 면역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환자의 

영양상태는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며, 영양불량은 환기 보조 

기간을 연장하며, 감염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중환자

는 반드시 적절한 임상 영양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화면

자막

중환자는 급성기의 대사적인 반응 결과로 심각한 근육 소모와 내장

기관 기능의 손상, 면역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환자의 

영양상태는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며, 영양불량은 환기 보조 

기간을 연장하며, 감염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중환자

는 반드시 적절한 임상 영양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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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 영양상태 사정 38 s

내레이션

최근 중환자 영양지침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에게 48시

간 이내에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 중재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요인

에는 병력, 영양섭취량,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근육량과 강도 측

정, 생화학적 검사, 위장관 기능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고려한 중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는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담당 간호사는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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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6. 영양요구량 확인 54 s

내레이션

영양 요구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요구량은 간접열량측정

기를 통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접근성이 낮으며 가장 쉽게는 

(건조) 체중에 기초한 열량 계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성

기와 안정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30kcal/kg/d의 에너지를 공급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요구량의 경우 수술이나 신기능 

여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나 중환자의 심한 이화작용으로 최소 

1.3 g/kg/d 이상의 고단백 공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확한 요구량

은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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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7. 영양지원 방법 선택 7 s

내레이션
영양요구량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을 고려하여 영양지원 방법을 선택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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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8. 경장영양의 이점 45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장의 기능을 보존하고 감염을 줄일 뿐 아니라 비용 효과

적인 측면에서 우선으로 권장되는 영양지원 방법입니다. 위장관 기

능을 유지하는 것은 장내 방어기능을 유지하고 면역기능과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세균 침투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

을 하여 정상 상주균을 유지 시켜주는데 이는 세균의 과다 성장을 

막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과 같은 기회감염의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조기 경장영양은 감염성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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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9. 경장영양 적응증 및 금기 29 s

내레이션

그러나 이 같은 이점이 있어도 다음과 경우에는 경장영양을 통한 영

양지원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관수축제 요구량이 높

은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태는 장 관류를 감소시키는데 이때의 경장

영양은 위장관 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괴사, 세균 과증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SPEN에서는 다음에서 경장영양을 보류하라고 권고합니다. 

화면

자막

혈관수축제 요구량이 높은 불안전한 혈역학적 상태는 장 관류를 감

소시키는데, 이때 경장영양은 위장관 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괴

사, 세균 과증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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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0. 경장영양 시작 시점 20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중환자실 입실 후 24~48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고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브란스의 경장영양 시작 프로토콜입니다. 소

화기관 기능과 혈역학적 안정을 확인 후 경장영양을 시작합니다.

화면

자막 세브란스 Enteral Nutrition Tri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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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1. 경장영양 주입경로 38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의 경로를 선택할 때는 feeding 기간, 삽입 방법, 흡인 위

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주 이상의 유치가 예상되는 경우를 장기간으로 보고 있

습니다. Polyvinyl chloride(PVC)는 점막 자극,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에 의한 변형으로 장천공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튜브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silicone 또는 polyurethane 재질의 튜브

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화면

자막

Polyvinyl chloride(PVC)는 점막 자극,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

에 의한 변형으로 장천공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튜브를 거

치하기 위해서는 silicone 또는 polyurethane(폴리우레탄) 재질의 

tube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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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2-1.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 26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조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준 영양액, 질병에 따른 영양액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제제 중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는 표준 영양액

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중환자나 장관 허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화면

자막

여러 제제 중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경장영양을 시작할 때 표준 영양

액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중환자나 장관 허혈의 위험이 있

는 환자는 섬유소가 없는 영양액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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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2-2. 경장영양 성분 및 선택-경장영양 성분 19 s

내레이션

중환자실에서 많이 공급하는 경장영양의 영양소 함량입니다. 제제별

로 단백질, 식이섬유, 나트륨, 칼륨의 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

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EMR 검색창에서 식사 처방 지침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

자막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EMR 검색창에서 식이 처방 지침 검색 후->

부록 5. 상업용 경장영양액의 종류와 함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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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3. 경장영양 초기 용량 및 증량 단계 32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은 초기 10∼30 mL/hr로 시작하고, 8∼12시간마다 10∼25 

mL/hr 씩 증량하여 일주일 안에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증량합니다. 

경관유동식의 제제가 다양하고, 중환자의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을 확인하고 권고사항에 따른 적절한 제제가 공

급 중인지, 적절한 속도로 증량 중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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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4. 경장영양 주입 방법 25 s

내레이션

주입 방법은 볼루스, 간헐적, 지속적 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중환자

에서는 흡인 위험 감소, 혈당 상승 등 대사적 합병증 최소화, 위잔

여물, 위장관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주입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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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5. 정맥영양 적응증 및 금기, 시작 시점 55 s

내레이션

정맥영양은 위장관을 통한 영양지원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공급합니

다. 정맥영양 역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고려

할 수 있으며 고용량의 승압제 유지, 급성기, 에서는 10% DW로의 공

급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브란스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flowchart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에게서 정맥영양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중환자실 입실 후 첫 7일까

지는 정맥영양을 보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금식 시 TPN 시작을 고

려합니다. 영양불량의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정맥영양 역시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량의 승압제 유지, 급성기, 에서는 10% DW로의 공급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에게서 정맥영양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

요?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중환자실 입실 후 첫 7일까지는 

정맥영양을 보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금식 시 TPN 시작을 고려합

니다. 영양불량의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정맥영양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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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6. 정맥영양 성분 및 선택 48 s

내레이션

정맥영양의 종류는 글루코즈 베이스와 리피드 베이스로 나눠볼 수 

있으며 조제 TPN과 시판 TP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정

맥용과 말초정맥 용이 있습니다. 원내 제제 중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TPN의 영양소 함량입니다.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과 다른 

종류의 영양소 함량은 원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맥영

양을 선택할 시에는 환자의 상태 및 치료계획, 위장관 영양지원 유

무, 생화학적 수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집중지원팀 협진의 약사 recommnd를 참고하시어 결정하

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자막
구체적인 영양소 함량은 게시판->세브란스->약무국->자료실->원내 

AA TPN and TNA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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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7. 정맥영양 주입경로 27 s

내레이션

정맥영양은 중심정맥, 말초정맥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말초정맥

으로는 영양소의 농도가 제한되어 환자의 영양요구량 만큼 충분한 

에너지 및 영양소를 공급하기 어렵고, 전해질 부족의 위험이 있습니

다. 또한 말초정맥 영양액은 삼투압에 제한이 있으며(< 900mOsm/L) 

2주 이상의 공급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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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8. 정맥영양-비타민과 미량원소 30 s

내레이션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화상, 외상, 벤틸레이터가 요구되는 중환자의 

outcome을 향상 시킵니다. 그러나 시판 정맥영양에는 안정성 때문에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기가 아니

라면 정맥영양으로만 영양지원을 할 때는 별도로 공급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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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9-1. 주의 약물-경장영양 10 s

내레이션
경장영양 공급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약물 투여 시 상호작용

과 추정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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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9-2. 주의 약물-정맥영양 54 s

내레이션

정맥영양 공급 시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맥영양에

는 약물을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약물을 혼합할 때는 

안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TPN은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물리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혼합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의 약제는 TPN과 같은 경로로 투여 시 산도 변화로 침전 형성이 

가능하므로 함께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in-1 TPN은 Dextrose와 

Lipid가 먼저 만나면 조성변경으로 침전물이 형성 가능하므로 

Dextrose 와 Amino acids를 먼저 MIX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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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0-1.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 43 s

내레이션

경장영양 시행 시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영양지원의 중단

을 피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합니다. 환자 상태, 배변 상태, 생화

학적 검사, 방사선적 검사 그리고 복통, 복부 불편감 등이 이에 해

당이 됩니다. 질소평형은 체내로 흡수되는 질소량과 배출되는 질소

량 간의 균형을 확인하여 현재 공급되는 단백질 공급량이 충분한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중환자에서는 대사성 스트레스 반응이 호전되어야만 양의 질소평형

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양의 질소평형보다는 질소 손실을 최소화하

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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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0-2. 경장영양 평가와 감시-위잔여량 40 s

내레이션

경장영양을 공급하는 환자들에게서 위잔여량을 측정하는 문제입니

다. 가이드라인 에서는 경장영양을 공급받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위잔여량을 루틴으로 측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잔여량을 측정할 때도 다른 증상이 없을 시 500cc 이하면 경장영양

을 중단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내 위잔여량 프로토콜

입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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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1. 정맥영양 평가와 감시 16 s

내레이션

정맥영양 공급 시에도 체중, 섭취량, 배설량, 생화학적 검사를 포함

한 다음의 검사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수치의 변화에 맞춰 영양지원

을 조정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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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2-1.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16 s

내레이션
경장영양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이 대사적, 

기계적, 위장관 부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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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2-2.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흡인 50 s

내레이션

중환자실 환자들은 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등 흡인의 위험이 큰 환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 위치 이탈로 인하여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후 X-ray 검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해두는 것은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튜브 끝의 hole이 X-선 위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금기증이 없는 한 상체 거상을 30~45도 

이상 유지하고, 필요시 위장관 운동 조절제 사용하거나 연속주입 혹

은 소장 식이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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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2-3.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설사 50 s

내레이션

설사를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50~500g 이상의 loose 한 대변을 본 경우 또는 하루 2~3회 이상의 

loose 한 대변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사를 할 때는 제제의 변경을 우선하여 고

려할 것이 아니라, 설사의 원인을 찾아 우선으로 필요한 처치를 하

여야 합니다. 주입속도, 분변 매복, 항생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완화제 이 모든 것에 해당이 없다면 발효성 당류가 함유되지 않은 

제제로 변경하거나, 로페라마이드 같은 지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설사가 나타났을 시 임상적 management를 보여주는 알고리듬입

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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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3. 정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 및 간호 20 s

내레이션

정맥영양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중심정맥으로 정맥영양

을 공급할 시 대퇴정맥은 혈류감염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으

므로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맥관의 이동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중심정맥으로 정맥영양을 공급할 시 대퇴정맥은 혈류감염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으므로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맥관의 이동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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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4. 영양집중지원팀의 역할 35 s

내레이션

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경장영양, 정맥영양을 공급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를 

계획, 수행, 재평가합니다. 1차 평가 후 48시간 이내에 2차 평가, 

중환자실 재원 동안 1주일 간격의 f/u을 통하여 연속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

시면 영양팀(869**), 약무국(868**), 전담간호사(864**)에게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영양팀(869**), 약무국(868**), 전담간호사(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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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5. 레퍼런스 10 s

내레이션 교육 동영상 내용에 포함된 참고 문헌입니다.

화면

자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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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6. 종료 22 s

내레이션

이상으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

육 동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김가희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로 

제작되었으며, 세브란스 성인 영양집중지원팀과 중환자실의 협조 아

래 제작되었습니다. 

화면

자막

본 교육 동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 김가희의 석사

학위논문 일부로 제작되었으며, 세브란스 성인 영양집중지원팀과 중

환자실(MICU, SICU, NCU, CCU, HICU, CAICU)의 협조 아래 제작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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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설문지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청 후 다음의 

내용을 평가해 주세요.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빈

칸에 적어 주십시오. 

<추가 의견>

문

항
세부 내용

1 =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2 = 적절하지 못하다

3 = 보통이다

4 = 적절하다

5 = 매우 적절하다.

1 2 3 4 5

1 동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2 동영상에 사용된 언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동영상의 교육내용은 흥미롭다.

4 중환자 영양지원 간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5 교육내용에 따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6 상영시간 (15분) 이 적당하다.

7 사용된 화면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 화면의 질이 좋다.

9 음향의 질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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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도구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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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Video-Based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for Intensive Care Unit Nurses

Kim, Ka Hee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methodological study developed a video-based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for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In this study, the steps  of 

analysis, design, and development within the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model were follow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each stage of research. 

1. The composition items for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included the 

contents commonly address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The items consisted of 

the importance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nutrition support plan,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nd the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2.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nurses working in the adult 

ICU of a tertiary academic medical center. The main categories that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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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interview data were difficulties in nutritional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provision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nd preferred educational methods.

3. Content validity of the composition and the draft scenario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Content Validity Index (CVI) scores for all items were .80 or 

higher. The final scenario was compiled after addressing and incorporating 

additional suggestions from the expert group.

4. Based on the scenario, the draft of the education program was completed. 

Education contents, animation production and filming, narration recording, and 

editing were performed by the author. Interviews with the medical staff working 

as a nutrition support team significantly enhanced the expertise. Content 

validity of the draft of the education program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and CVI scores for all items were .80 or higher.

5. Twelve intensive care unit nurses evaluated the acceptabi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video using the video program evaluation tool developed by 

Hyo-Jeong Park (2001). The score for each item ranged from 4.0 to 4.8. 

Additional suggestions were incorporated to finalize the education program.

  This education program is one of the few critical car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Korea ICU nurses. Disseminating this video-based education 

program is likely to promote ICU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y in 

implementing nutritional assess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patients. Future studies should evaluate the practical impact of this 

educational program.

Key words: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Intensive Care Unit Nurses, 

Nutrition Support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