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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utritional Support Team (NST) Important
for Cancer Managements?

남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장     병     익

I. 서   론

암환자에서 양 불량은 일반 으로 40-8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  암 진행 과정에서 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환자의 양 불량상태는 궁극 으로 치료 효과나 삶의 질을 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이러한 양불량의 정도나 범 는 종양의 종류, 심각도, 항암치료에 따라 다르다. 이 게 환자의 

병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양처방과 공 경로를 결정하는 양지원 과정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

닌 다양한 분야의 분  기술이 혼합되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

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양 지원 (Nutritional Support Team, NST)을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항암치료 인 환자의 양상태에 해 알아보고, 이러한 환자에 

있어 NST의 역할과 의의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항암 치료 중의 합병증

항암 치료로 어떤 약제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병증이 달라지겠지만, 골수억제로 인한 구

세포 감소,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이 흔한 합병증 이며 그 밖에도 약제에 따라 탈모,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심, 구토, 식욕부진은 환자로 하여  양 섭취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 항암 치료 중의 영양 상태

암환자는 체  감소  섭취량 부족을 동반하는 양 불량의 빈도가 높으며, 이러한 양 불량은 암의 부

  병의 진행 정도와 련이 높아, 소화기 부 의 암인 경우와 진행된 암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략 

체 암 환자의 2/3는 양 부족을 보이며,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하는 환자를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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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담도, 췌장암, 식도암, 암과 같은 상복부 소화기암 환자의 경우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 인 환자에 비

해 훨씬 높은 체  감소율을 나타내(7% vs. 2.9%) 특히 소화기암의 경우 양불량 험의 가능성이 다른 암 

부 에 비해 높으므로 좀더 극 인 양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소화기암의 경우 암의 

치로 인하여 장 에서 양흡수 섭취가 불가능하여지는 물리  요인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종양 자체에 

의한 것이다. 종양의 과도 성장에 의한 열량과 미세 양소의 소모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종양에서 분비되

는 사이토카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암 악액질이 종양 자체가 양부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세 번

째는 암 치료와 연 된 것으로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의한 합병 증상이 원인이다. 
특히 항암 약물치료는 악성 종양과 숙주 세포에 독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특히 회 율이 높은 세포에 

향을 크게 미치므로 골수, 모낭, 구강, 식도, 막, 소화 , 생식기 등에 손상이 크다. 막 손상은 양소의 

소화화 흡수에 양을 미치게 된다. 를 들어 cisplatin, doxorubicin, fluorouracil 등의 항암제는 오심, 구토, 식
욕부진, 복부통증, 설사, 발열, 염, 막염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해질 불균형, 탈수, 체 감소 등이 가

속화된다. 특히 오심과 열량 섭취량은 항암치료 후 체 , 체 지방률, BMI, 체내 수분량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이러한 항암 치료 인 환자의 양상태에 해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국내 한 

보고에 의하면 평균 열량 섭취량이 정상 권장량의 39.6%, 안정 시 권장량의 57%이며 단백 섭취도 권장량의 

40% 정도 고, 양 상태 분석 결과 색소와 림 구의 비 정상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림 구의 부족은 내

장단백의 상태  면역능력을 반 하는 것으로 양 불량인 상자들의 감염 험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3. 영양 상태의 평가

불량한 양상태는 암환자의 질병의 경과와 치료 과정에서 감염의 험, 부작용,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으

므로 양 결핍이 있는 환자에 한 객 인 양상태를 평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사 에 양공 을 충분

히 시행함으로써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항암치료 환자에서 양상태의 평가는 요하겠다.

1) 병력 조사

많은 임상  변수들이 양 섭취량과 소화흡수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 방법이나, 상병 성질이나 상

병기간에 한 정보를 상세히 악하여 양과 련된 문제 을 찾도록 한다. 를 들어 항암치료에 쓰이는 

Methotrexate는 folate와 Ca의 결핍을 유발하고, Cisplatin은 MG의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항암 약물치료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식도염, 막염, 복부 통증, 변비, 장내 궤양 등의 소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2) 영양력 조사

환자의 평소 식습 과 섭취 패턴을 평가하고 1일 섭취량과 섭취량이 어든 요인을 찾아낸다. 치료에 따

른 부작용이 유무, 형태, food allergy, 식욕의 변화, 맛의 변화가 최근에 생겼는지, 민간요법, 보충식이나 양

보충제의 섭취 등을 악하여야 한다.

3) 체위상태 조사

환자의 체 변화는 양과 련된 요단서이다. 평소 체 백분율, 표 체 백분율, 기간별 체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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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자 영양상태 판정지(PG-SGA)

1. 체중지료(Table 1)
  현재 체중
    키
  1달 전 체중
  6개월 전 체중
  최근 2주간 체중 변화
  ｝감소(1점)
  ｝변화없음(0)
  ｝증가(0)

2. 식사 섭취 지난 한 달의 섭취상태
  ｝변화없음(0)
  ｝평소보다 증가
  ｝평상시보다 적게 먹는다(1)
  ｝일반식(1)
  ｝죽식(2)
  ｝미음(3)
  ｝영양 보충음료만(3)
  ｝섭취량 거의 없음(4)
  ｝경관유동식 or 정맥영양지원을 한다(4)

3. 현재 나타나는 증상(약 2주간)
  ｝식사첩취에 문제 없음(0)
  ｝식욕 없음(3)
  ｝오심(1)
  ｝구토(3)
  ｝변비(1)
  ｝설사(3)
  ｝입안 염증(2)
  ｝입안 건조(1)
  ｝이미감(1)
  ｝음식냄새가 싫다(1)
  ｝삼키기 힘듦(2)
  ｝조기 만복감(1)
  ｝통증이 있다(3) 위치
  ｝기타(우울, 심리적 불안 등)(1)

4. 활동과 기능상태: 지난 한달 간
  ｝모든 정상 활동 가능(0)
  ｝힘들지만 일상생활 가능(1)
  ｝일상활동 힘들고 반나절은 누워있음(2)
  ｝대부분 누워지내며, 일상활동 거의 불가능(3)

A score = 1-4번의 점수

5. 환자의 질환 및 상태(table 2 참조)
  ｝진단명
  ｝나이
  ｝성별

6. 대사적 요구 상태(Table 3 참조)
  ｝no stress
  ｝low stress
  ｝moderate stress
  ｝high stress

7. 신체관찰(체지방, 체단백)(Table 4)

B score=5번의 점수 C score=6번의 점수
D score=7번의 점수

전반적 평가
  ｝영양상태 양호함
  ｝중정도 영양불량
  ｝심한 영양불량

총 점수: A + B + C + D=

담담영양사

권장사항
0~1점: 현재는 영양관리나 중재가 필요없으나, 치료 기간 중에는 정기적인 재평가 요함
2~3점: 환자와 가족의 영양상담이 필요함
4~8점: 의료진과 협력 하에 영양사의 영양관리 및 중재가 필요함
 ≥9점: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인 영양관리 및 중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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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쓰이며, 단기간의 체 변화는 반드시 주시해야 한다. 입원 환자의 45% 이상이 10% 이상의 한 

체 감소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 으로 1개월에 4% 6개월 내에 10% 이상의 체 감소가 있으면 

양 불량의 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 로 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부종 수분 류, 복수 등의 원

인일 수 있으므로 체 은 수분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체지방과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것도 장기간 

양 상태를 리하거나 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체지방은 삼두근 피부두겸 두께가 가장 흔하게 

이용되며, 체단백은 팔 근육둘 가 주로 이용된다.

4) 생화학적 자료

단백질 양상태를 나타내는 내장 단백질은 albumin, transferrin, thyroxin-binding prealbumin, retinol-binding 
protein 등이다. 색소도 액 질병이 없는 한 장기 으로 내장 단백질의 장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내장 단

백질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은 반감기, 임상  기 , 질환에서의 유용성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총 임

구수는 면역 능력을 나타내나 암환자는 약물치료 후에 부작용으로 쉽게 백 구 감소증이 나타나므로 유용성

이 을 수 있다. 액검사 결과가 항상 정확한 양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탈수, 체 감소, 음의 질

소 평형 등으로 양불량인 환자의 내장 단백질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암환자는 내장 단백질의 

감소보다는 말 근조직 손실로 인해 음의 질소 평형을 나타낸다.

5) 영양상태 판정

상기 여러 지표의 평가 기 을 토 로 종합 인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다양한 정기 을 근거로 

양불량 정도를 단하는 것과 국제 질병 분류계에서 분류한 양불량 정기 을 이용하기도 한다. 상태 

정은 양요구량 산정이나 양공  계획, 재  모니터링에 요한 근거가 된다. 최근에는 환자자기 기

록 주  평가법(PG-SGA: patient-generated sybjective global assessment, Table 1, 2)을 통해 객 인 지표에 

의한 양평가와는 달리 양  과거력을 토 로 주  양지표를 이용하여 양평가를 하는 것이 선호되

는데 이것은 체 상태, 섭취량, 섭취와 련된 소화  증상, 활동성  기능 등의 주 인 지표를 토 로 평

가한 후 수화하여 환자의 양 인 문제  악과 양 불량의 심한 정도에 따라 양 리  재와 우

선순 를 결정한다.

4. 영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NST)의 역할

암으로 인한 체 사망의 20% 정도는 종양치료의 실패보다 양악화 는 양실조로 사망한다는 보고

를 고려할 때 암환자에게 있어 한 식사를 통한 양상태 유지는 화학  암 방 못지않게 요하며, 
한 양상태의 유지는 치료로 인한 부작용  수술 후 재원기간을 이고 방사선  항암치료의 반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 외국에서는 치료 과정 인 암환자를 상으로 양 상태 평가를 하고, 이에 한 

양 재를 하는 등 양 리가 시도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항암요법 치료 시 에 이미 섭취량 하를 동반하는 양불량 상태에 있기 쉬우므로 

한 리를 통한 양지원이 아주 요할 것이다. 양지원은 환자에게 양결핍이 있거나, 정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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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ble and work sheet for PG-SGA scoring

Table 1. Scoring Weight(wt) Loss

Wt loss in 1 month
10% or greater

5-9.9%
3-4.9%
2-2.9%
0-1.9%

Points
4
3
2
1
0

Wt loss in 6 month
20% or greater

10-19.9%
6-9.9%
2-5.9%
0-1.9%

Points for Table 1 = sub acute + acute

Table 2. Scoring criteria for Dx &/or Condition

Category
  Cancer
  AIDS
  Pulmonary or cardiac cachexia
  Presence of decubitus. Open wound or fistula
  Presence of trauma
  Age greater than 65 years

Points
1
1
1
1
1
1

Points for Table 2 = category에 따른 점수의 합

Table 3. Scoring Metabolic Stress

Stress
Fever
Duration
Steroids

None(0)
No fever
-
No steroids

Low(1)
>99 and <101
<72 hrs
Low dose
(<10 mg prednisone
Equivalents/day)

Moderate(2)
≥101 and <102
72 hrs
Moderate dose
(≥10 and <30 mg
prednisone
Equivalents/day)

High(3)
≥102
>72 hrs
High dose
(≥30 mg
prednisone
Equivalents/day)

Points for Table 3 = criteria의 점수

Table 4. Physical Examination

Fat stores:
Oribital fat pads
Triceps skin fold
Fat overlying lower ribs
Global fat deficit rating

Muscles Status
Temples (Temporal is muscle)
Clavicles
Shoulders
interosseous muscles
scapula (latissimus dorsi trapezius, 
 delitoids)
thigh (quadriceps)
calf (gastrocnemius)
Global muscle status rating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Fluids Status
Ankle edema
Sacral edima
Asoites
Global fluid status rating

Point Score for the physical exam is
 determined by the overall subjective
Rating of total body deficit: again
Mucscle deficit takes precedence over
Fat loss or fluid excess

No deficit
Mild deficit
Moderate deficit
Severe deficit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score=0 point
score=1 point
score=2 point
score=3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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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섭취가 곤란한 경우 한 양 평가와 양 공 을 수해하는 과정으로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로 이것은 한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문 인 기술이 을 이루어 지속 으로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학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을 심으로 양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한 NST를 구성하여 운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양지원 과정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악하는 양 평가에서부터 시작되며, 양평가가 완료되면 투여경로를 결정하고 한 제품

을 선택 는 조제하여 투여하게 되며, 완료시 은 양지원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상태변화

를 찰하고, 정상 인 양 섭취가 가능한 시 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의 병력확인, 양지원의 

종류  경로 결정과 함께 양사의 환자에 한 양 과거력, 양지원 필요성 검과 양상태 평가, 필
요량 산정, 약사의 약력 악, 정맥 양액 조성, 요구량 산정  조제, 간호사의 카테터  식  리, 환
자 모니터링 등이 긴 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양지원은 NST 내부  요인 뿐만 아니라, 외
부 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NST의 운 은 각 병원의 상황에 따라 그 운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III. 결   론

최근 진단 기술의 발달로 암의 진단이 차 빨라지고 치료에 한 의료 기술이나 항암치료법의 개발로 

치료 효과가 향상되어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성 질병형태로 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양 불량  양공 을 한 지속 인 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양은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 문제로 되고 

있으나, 실제 양은 항암치료 인 환자의 치료 효과와 후에 요한 향을  수 있으므로 체계 으로 환

자의 양상태를 악하고, 문제 심으로 극 이고 지속 인 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암의 

부 나 선택 치료 방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화된 근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기능 수

행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성이 필요하며, 근거 심의 양지원을 해서는 각 분야의 문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 우리나라의 양지원 도 문인력을 확보하여 담인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

며, 학술단체의 보다 극 인 학술 활동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의료진에게 NST의 업무를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보험 여 등 정부의 지원도 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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