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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환자 수술 전·후 임상영양관리에 따른 영양 상태 비교

Comparison of nutritional status of perioperative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연구배경

  현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여 2016년에 42.9%(HP2020 목표치 48.6%)를 달성하면서 HP2020 목표

치 달성에는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3][4]. 그러나 예전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식생

활의 실천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취약한 환자들의 경우 20%~70%정도가 영양불량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한 

내과 학회지에 의하면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내과 환자의 48%가, 외과환자

의 50%가 영양불량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주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69%이상이 영양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양불량 환자의 경우 

재원일수 및 사망률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어 그만큼 영양불량에 

대한 관리가 입원환자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나 

외과환자의 영양 불량 요인 중에서도 암으로 인한 식욕저하 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금식기간 및 소화 기관 장애로 인하여 영양불량에 좀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외과 수술

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총 495명 중 기존에 수술을 받고 2차적인 문제점으로 

입원한 경우이거나, 생화학적 검사지에 검사항목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남

은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 IRB)의 

승인(승인번호: 2017-11-053)을 받았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열람에서 간호정보조사지를 

통해 성별, 나이, 체중변화, 생화학적 지표(Albumin, Total cholesterol, 

Hemoglobin) 3가지와 진단명 7가지(갑상선, 위, 대장, 유방, 췌장, 간, 신장), 

식사 섭취량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영양관리 후 albumin 값은 입원 시 3.4g/㎗, 퇴원 시 3.8g/㎗이며, 영양관리 전의 

입원 시 albumin 값 4.3g/㎗, 퇴원 시 4.2g/㎗ 퇴원할 당시 albumin 값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입원 시 136.7㎎/㎗, 퇴원 시 155.5㎎/㎗, 영양관

리 전의 입원 시 173.7㎎/㎗, 퇴원 시 166.3㎎/㎗ 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헤

모글로빈은 입원 시 11.4g/㎗, 퇴원 시 11.9g/㎗, 영양관리 전의 입원 시 12.7/㎗, 

퇴원 시 12.3g/㎗ 로 이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양관리에 따른 BMI 수치

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NST(Nutrition Support Team, NST)에 따른 albumin 값은 입원 시 4.1g/㎗,

퇴원 시 4.1g/㎗이며 NST 전의 입원 시 3.3g/㎗, 퇴원 시 3.7g/㎗ 로 NST에 따른 

albumin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콜레스테롤은 입원 시 168.3㎎/㎗, 퇴원 

시 166.5㎎/㎗, NST관리 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입원 시 132.5㎎/㎗, 퇴원 시 



152.7㎎/㎗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은 입원 시 

12.5g/㎗m,  퇴원 시 12.2g/㎗ 이며 NST관리 전의 입원 시 11.1/㎗, 퇴원 시 

11.8g/㎗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NST에 따른 BMI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영양상담 후 albumin 값은 입원 시 3.7g/㎗, 퇴원 시 4.1g/㎗, 영양상담 전의 입

원 시 3.9g/㎗, 퇴원 시 3.8g/㎗로 albumin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총 콜레스

테롤은 입원 시 149.8㎎/㎗, 퇴원 시 164.6㎎/㎗이며 영양상담 전의 입원 시 155.4

㎎/㎗, 퇴원 시 164.6㎎/㎗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헤모글로빈은 입원 시 11.8g/㎗, 퇴원 시 12.2g/㎗를 나타냈고 영양상

담 전의 입원 시 12.1/㎗, 퇴원 시 11.8g/㎗로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영양관리, NST와 마찬가지로 영양 상담에 따른 

BMI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의 암 교육 후 albumin 값은 입원 시 3.7㎎/㎗, 퇴원 시 4.0㎎/㎗이며  간

호사의 암 교육 전의 입원 시 3.9㎎/㎗, 퇴원 시 3.8㎎/㎗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고, 총 콜레스테롤은 입원 시 150.2㎎/㎗,  퇴원 시 163.5㎎/㎗이며  간호사 암 교

육 전의 입원 시 154.2㎎/㎗, 퇴원 시 150.9㎎/㎗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헤

모글로빈은 입원 시 11.8g/㎗, 퇴원 시 12.1g/㎗이며 영양상담 전의 입원 시 12.1/

㎗, 퇴원 시 11.9g/㎗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간호사의 암 교

육에 따른 BMI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여러 요인 즉 영양관리, 영양 상담, NST 

관리, 간호사 암 교육 관리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지표로 삼은 생화학적 검사 

중 albumin, cholesterol, Hgb 수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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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 및 영양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영양정책에 국민영양관리

법을 법률로 정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듯 국가만의 

정책이 아닌 지역단위, 집단, 가족 최소단위로는 개인에게도 목표 및 목

적의 단위로 건강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1년

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6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

간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1.0년)보다 큰 

폭으로 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

성 확대와 의약품 효율성 개선 등이 있으며[1],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 및 논의 등이 화제 거리 및 주제가 

되고 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의 저자 안 교수는 “현대의학에서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 영양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과학적 근거들을 통해 영양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2]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건강이란 단어는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예부터 건강이란 단어는 먹는 것에

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땟깔도 좋다더라’, ‘밥이 

보약이다’뿐만 아니라 고대 아유르베딕 속담에 의하면 ‘식사법이 잘못 

되었다면 약이 소용없고,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 라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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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은 2008년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42.9%(HP2020 목표치 48.6%)를 달성하

여 HP2020 목표치 달성에는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

율 또한 높은 편이다[3][4].

이렇듯 먹거리와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병에 대한 접근

이 임상적 치료에 앞서 환자들의 영양불량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이 바뀌

어 시사되고 있다. 특히나 암환자의 경우 영양불량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9명(2013년)으로 

OECD 평균(203.7명)에 비해 낮은 편이나[1] 2013년 기준 암(악성 신

생물)은 기타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순으로 우리

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5],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적, 영양적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연령표준화 사망률*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

조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

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앞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적절한 영양치료가 환자들의 신체 기능과 임상 증상의 호전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영양불량은 수술 

후 환자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암환자는 

대부분이 영양불량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환자로 영양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6] 그래서 최근 입원환자에게 임상영양서비스를 실시

한 결과 입원환자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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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및 재원일수를 줄임과 동시에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음이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었다.[7][8][9][10] 특히 영양치료는 수술을 앞둔 중정

도 이상의 영양 결핍 상태 환자들의 예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맥경장영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위장관 

암환자의 심한 영양불량의 발생빈도는 수술 전 약 1%에서 수술 후 

27.8%증가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영양불량 

고위험 환자에서는 수술 후 심한 영양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영양 

공급 및 영양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6].

국내 의료진 (의사, 간호사)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의료진의 97.8%가 ‘임상영양서비스가 환자의 식

습관 개선 및 영양상태 개선에 중요하다’고 하였고[11], 87.3%는 ‘임상

영양서비스는 치료적 의미로써 중요하다’고 하였으며[12] 98.3%는 입원 

‘환자관리에서 영양지원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서[13],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임상영양서비스가 

필요한 전체 병원 영양불량환자 중에 의사 의뢰로 임상영양사에 의해 관

리되는 비율은 약60% 정도인 실정이다[14].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에게 영양공급을 적절히 행함으로 인해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

으며, 환자에게 영양 상태 평가와 관리 등의 시기적절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치료에 기여 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5]. 즉 적

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뿐 아니라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함

으로서 적합한 영양관리를 계획하여 영양상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영양치료(Medical Nutrition Therapy, MNT)의 중요성

이 부각 되고 있다(Medical Nutrition Therapy Act of 1999). 입원환자

의 영양불량 유병률은 연구방법이나 영양불량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영양불량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의 합병증과 사망율의 빈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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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간도 더 길어짐에 따라 이는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 내과 학회지에 의하면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외과환자의 50%, 

내과환자의 48%가 영양불량이었고, 2주이상의 입원 시 69% 이상이 영

양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양불량 환자의 경우 재원일

수 및 사망률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보이며 이는 1990년 실시된 한 연

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7] 우리나라의 보고에서도 입원환자의 

약 30~50%가 영양불량임이 보고되었으며[15], 입원 환자의 영양불량 

여부는 환자의 향후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7][8] 임상적 결과로 환자의 영양 상태는 이환률, 회복률, 사망률, 

입원시기와 기간 등에 영향을 주므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개인의 영양 상태는 건강, 힘, 안위 및 

질병에 대한 저항과 회복능력에 영향을 주며, 수술 후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한 

환자는 정상적인 영양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영양적 인식으로 부적절한 영양섭취의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인의 영양 

상태는 건강, 힘, 안위 및 질병에 대한 저항과 회복능력에 영향을 주며, 

수술 후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양관리는 영양 상태를 개선시켜 수술 후의 합병증을 38%정

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

는 급성기의 외과 환자의 상태 호전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공급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의 25%

는 치료가 가능한 영양불량상태로 보고되고 있어 적절한 영양 치료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임상영양치료(Medical Nutri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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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T)는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관리 기

관에서는 보편화 된지 오래이다.  2014년 8월 집중 영양 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의 수가화 적용 이후 영양집중지

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NST는 각 병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로 이루어진 다

학제팀으로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상태 평

가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 해결,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종합병원에

서는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따라 입원 24시간 이내 초기 영양평가를 시

행하고 있다. Joint Commission for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에서도 입원 초기 영양 평가를 권고하며, 환자의 상태, 연

령, 건강요구도, 요청, 선호에 따른 맞춤형 초기 평가 실시와 추가적인 

전문적 평가 필요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6] 또한 암 수술 후 영

양적 위험이 있는 집단의 영양상태가 수술 경과 1년 후 영양 상태를 나

타내는 지표 중 부정적인 항목의 분포가 높다는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

듯 초기 영양평가를 토대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에 대한 판정 및 영양중재는 향후 환

자들의 치료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 이후 정상적인 생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영양불량 환자들에 대한 영양판정 및 영양중재

를 통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효과의 극대화이다. 영양중재 효과로 수술 후 합병증 감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입원 중 영양

결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둔화 시킨다. 

둘째, 의료비용의 감소이다. 입원기간과 총 재원 일수의 감소와 재입원

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된다. 그리고 치료에 드는 비용 역시 치료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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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환자의 영양관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의료기관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영양불량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

를 수행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영양불량 환자의 사망률 58%감소시키고, 

합병증 발생률 77%감소,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인 환자의 비율을 57%

감소시켜 치료비용 절감효과를 냈다.[10]

의학적인 치료도 적절한 영양상태가 바탕이 된 건강한 신체가 되지 않

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으며 그 효과 또한 미비할 수 있다. 암환

자의 영양상태가 불량할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수술 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

증 예방 및 삶의 질 상승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다[6].

최근 수술 환자에게 EAR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의 개념

이 적용되면서 수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RAS에서의 

영양관리 개념은 수술 후 환자의 위장관 기능 회복을 도와 가급적 빠르

게 경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화며 회복과정에서 적절하게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회복과정에서 적절하게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영양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11]. 

이에 각 병원, 보건소 및 산업체에서는 각기 영양부서에서 시행하는 영

양관리 방법들이 있을 것이며 당병원에서도 영양관리의 범위는 치료식 

설명, 영양불량관리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입원 기간 중 환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판정이 영양불량인 환자

를 선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질병으로의 이

환률 감소 및 사망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영양불량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BMI 개선을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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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 외과환자에 대한 영양관리 후 albumin, cholesterol, Hgb에 변화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외과환자에 대한 영양관리 후 BMI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과적 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영양관리 유무에 따른 

영양상태 및 신체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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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외

과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총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존에 수술을 받고 2차

적인 문제점으로 입원한 경우이거나, 생화학적 검사지에 검사항목이 누

락된 경우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 

IRB)의 승인(승인번호: 2017-11-053)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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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2017년 3월 1일 ~ 10월 31일까지 입원한 외과 수술환자 200명을 대

상으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열람을 간호정

보조사지, 생화학적 검사 결과지, 영양 관리등을 통해 환자의 임상자료

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통계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기존에 검증된 지표를 토대로 EMR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성별, 나이, 

음주, 흡연, 신체 계측치, 체중변화, 생화학적 지표 3가지(Albumin, 

Hemoglobin, Total cholesterol)와 진단명, 식사 섭취량 등을 조사하였

다.

3) 영양검색지표 선정 및 기준 값 설정

   (1) 체질량지수

본 연구에서는 표준체중 백분율 대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kg/m2))를 지표로 선택하였다. BMI는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과도 상관성이 커서 체중상태 평가 외에도 건강상의 위험여부에 많이 이

용되는데, 이는 체지방이나 체중이 사망률, 이환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

이다.[17].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BMI가 18.5kg/m2 미만의 저체중인 경우 영양불

량과 사망률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8][19][20], 대한비만

학회의 영양불량 기준도 18.5kg/m2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BMI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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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18.5kg/m2로 설정하였다.

   (2) 체중변화

급격한 체중감소는 근육조직의 손실 및 탈수 등으로 인한 이화상태의 항

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5%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거

나, 6개월 이내에 10%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으면 영양불량의 위험도

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17]. 따라서 최근 1개월 이내에 평소체중의 5%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던 것을 체중변화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혈청알부민

혈청알부민(Serum albumin)은 영양상태 평가 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

표이며, 입원 시 가장 흔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혈액검사지표 중의 하나이

다.

albumin은 주로 간에서 생성되며, 단백질과 칼로리의 결핍 정도를 나타

낸다. albumin이 3.5g/dl 미만인 경우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Corti 

등 1994, Akpele등 2004)와 알부민이 낮은 환자에서 재원기간과 질병 

이환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21]와 ICD-9-C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9th ed, Clinical Modification), 기존에 발표된 

타병원의 영양검색 albumin 기준을 참고하여[23] 3.5g/dl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4) 총콜레스테롤

높은 혈중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

가 시키지만 150mg/dl 이하의 낮은 콜레스테롤 수준이 환자의 급격한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따라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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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타병원의 영양검색 cholesterol 기준을 참고하여[24] 혈중 콜레

스테롤 150mg/dl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5) 혈액검사 

입원 전과 입원 당일 albumin, 혈청 총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을 측정

하였다. 

수술 후 TPN이 투여 중 일 때와 oral 섭취 시 동일한 방법으로 혈액검

사를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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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IBM SPSS Statistics21) program을 이용하였

다. 연구 내용별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치를 산출해서 

표시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입원기간은 15일의 단위 Rha My(2006)은 진료 부서

별 재원일수는 유의적인(p<0.005)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자료를 토

대)[25]를 기준으로 나눠 암 종류별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차

이 검증을 하였고, BMI는 체급별을 기준으로 하여 마찬가지 암 종류별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체중의 변화는 ‘감소했다’, ‘변화지 않았다’, ‘증가했다’를 빈도와 백분율

로 조사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영양관리 이후 영양평가와 생화학영향을 미치는지는 

paired t-test와 반복측정 anova를 이용하였다. 

영양관리 전과 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에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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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N=200)의 암 종류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암 종류별로 성별의 분포는 남자가 84명(42%), 여자는 116

명(58%)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이상은 24%, 60대 20%, 40대가 19%, 30대 2.5%, 20

대 2% 순 이였다.

대상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3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졸 

23.5%, 초졸 22%, 대졸이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이 

109명(54.5%)으로 전체의 약 1/2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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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ncer types N(%)

Varia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Sex
Male   

Female

4(33.3)

8(66.7)

27(62.8)

16(37.2)

27(55.1)

22(44.9)

1(1.8)

55(98.2)

6(100.0)

0(0.0)

11(52.4)

10(47.6)

8(61.5)

5(38.5)

84(42.0)

116(58.0)
59.882***

     

     

Age  

     

     

     

  

≤ 29

30-39     

  40-49

50-59      

  60-69       

≥ 70

0(0.0)

1(8.3)

2(16.7)

7(58.3)

2(16.7)

0(0.0)

0(0.0)

2(4.7)

4(9.3)

11(25.6)

10(23.3)

16(37.2)

0(0.0)

0(0.0)

4(802)

11(22.4)

14(28.6)

20(40.8)

1(1.8)

2(3.6)

20(35.7)

21(37.5)

8(14.3)

4(7.1)

0(0.0)

0(0.0)

3(50.0)

1(16.7)

1(16.7)

1(16.7)

1(4.8)

0(0.0)

3(14.3)

6(28.6)

4(19.0)

7(33.3)

2(15.4)

0(0.0)

2(15.4)

8(61.5)

1(7.7)

0(0.0)

4(2.0)

5(2.5)

38(19.0)

65(32.5)

40(20.0)

48(24.0)

71.815***

Edu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1(8.3)

4(33.3)

5(41.7)

2(16.7)

12(27.9)

14(32.6)

11(25.6)

6(14.0)

17(34.7)

12(24.5)

14(28.6)

6(12.2)

8(14.3)

6(10.7)

32(57.1)

10(17.9)

0(0.0)

0(0.0)

6(100.0)

0(0.0)

5(23.8)

9(42.9)

5(23.8)

2(9.5)

1(7.7)

2(15.4)

3(23.1)

7(53.8)

44(22.0)

47(23.5)

76(38.0)

33(16.5)

50.045***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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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일수

전체 재원 일수는 Table2에 제시한 것처럼 재원기간이 15일 이하가 

65.5%, 16일-30일 이하 26.5%, 한 달 이상이 8%로 15일 이내에 퇴원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췌장암이 28.5±14.5일을 차지하여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 재원 기간이 가장 

길며, 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 뒤로 신장암 24.3±10.04일, 

간암 19.0±11.55일, 대장암 17.3±8.14일, 위암 13.86±6.58일, 유방암 

13.3±4.78일, 갑상선암 5.91±1.16일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서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냈다(p<0.005).

Rha My(2006)의 연구[25]에서는 진료 부서별 재원일수는 유의적인

(p<0.005)차이가 있음을 보고 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료 부서

별이 아닌 암 종류별에 따라 재원기간을 나눠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평균15.75±8.72일로 서로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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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ngth of hospital by cancer types N(%)

Varial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Length of hospital

LOS(day)2) 5.91±1.161) 13.86±6.58 17.3±8.14 13.3±4.78 28.5±14.5 19.0±11.55 24.3±10.04 15.75±8.72 29.478***

≤15일

16-30

≥31일

12(100.0)

0(0.0)

0(0.0)

35(81.4)

7(16.3)

1(2.3)

27(55.1)

17(34.7)

5(10.2)

41(73.2)

15(26.8)

0(0.0)

2(33.3)

1(16.7)

3(50.0)

11(52.4)

6(28.6)

4(19.0)

3(23.1)

7(53.8)

7(23.1)

131(65.5)

53(26.5)

16(8.0)

47.864***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1)Mean±SD

2)LOS ; Length of stay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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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행태 분석

1) 체질량, 체중변화

암 종류에 따른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와 체중변화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3에 나타내었다. 암 종류별에 따른 BMI에서 

전체 암 중 4%는 저체중에 속하며 정상체중은 38%, 과체중은 24.5%, 

비만은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갑상선암의 BMI는 

저체중, 정상체중, 비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위암의 BMI는 정상체

중이 55%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대장암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가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방암의 BMI에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 

69.6%를 차지하고 있고 췌장암은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이 83.4%를 차

지하며, 신장암은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이 69.2%를 차지하고 있어 암 

종류별에 따른 BM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33 p<.05).

체중변화는 입원 시 6개월 전 부터의 체중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체중이 감

소했다‘가 23.0%, `체중 변화가 없다’가 77%였으며 그 중 췌장암은 66.7%

가 ’체중이 감소했다’로 나타났으나, 이 외 뚜렷한 체중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근 6개월간 ‘체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암 종류별 체중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7.65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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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MI and Weight change of cancer types N(%)

Varia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BMI

(㎏/㎡)

＜18.5

18.5-22.9

23.0-24.9

25≤

0(0.0)

4(33.3)

4(33.3)

4(33.3)

0(0.0)

24(55.8)

7(16.3)

12(27.9)

4(8.2)

14(28.6)

12(24.5)

19(38.8)

0(0.0)

17(30.4)

20(35.7)

19(33.9)

1(16.7)

4(66.7)

0(0.0)

1(16.7)

1(4.8)

6(28.6)

5(23.8)

9(42.9)

2(15.4)

7(53.8)

1(7.7)

3(23.1)

8(4.0)

76(38.0)

49(24.5)

67(33.5)

31.233*

Weight 

change

Decreased

No changed

Increased

1(8.3)

11(91.7)

-

16(37.2)

27(62.8)

-

11(22.4)

38(77.6)

-

7(12.5)

49(87.5)

-

4(66.7)

2(33.3)

-

3(14.3)

18(85.7)

-

4(30.8)

9(69.2)

-

46(23.0)

154(77.0)

-

17.658**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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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 관리 및 영양상담 

암 종류에 따른 영양관리 횟수 및 영양상담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Table4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영양관리라 함은 환자가 입원을 한 후 식

이처방이 치료식일 경우에 영양사가 치료식 설명이나 영양불량 관리를하

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를 일컫으며, 영양불량의 기준에서도 위험군에 속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식이에 대한 안내를 하

고, 이 후 재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환자를 재방문하게 된다.  

암 종류별에 따른 영양관리 횟수는 한번도 받지 않은 환자가 전체의 

39.5%를 차지했으며 한번이 34%, 2번 이상이 26.5%로 조사되었다. 한

번이라도 영양사의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가 전체의 60.5%로 조사 되었

지만, 갑상선암의 97.7%, 유방암의 78.6% 간암의 52.4%, 신장암의  

30.8%정도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영양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 영양관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113.145 

p<0.001).

영양상담은 상담의 유무 여부로 조사했으며, 이 상담은 주치의 처방에 

따라 영양 상담 의뢰를 거쳐 입원 중에 영양 상담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한 경우이다.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가 26%, 상담을 받은 환자가 

74%로 나타났으며, 갑상선암에서 ‘상담을 받았다’라고 한 환자의 비율이 

91.7%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암 91.7%, 신장암

84.6%, 대장암 79.6% 순으로 나타나 전체 74% 이상의 환자가 암 관련 

영양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유방암71.4%, 췌장암 50%, 

간암23.8%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영양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암 종류별에 따른 영양상담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39.220 p<0.001).

앞서 언급 하였듯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에 대한 판정 및 영양중재는 향

후 환자들의 치료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 이후 정상적인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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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더불어 영양 관리 및 영양 상담

의 기회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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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tion management, consult of cancer types N(%)

Varia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Nutrition management

None

Once

Twice

Third

11(97.7)

1(8.3)

0(0.0)

0(0.0)

3(7.0)

28(65.1)

6(14.0)

6(14.0)

5(10.2)

22(44.9)

13(26.5)

9(18.4)

44(78.6)

11(19.6)

1(1.8)

0(0.0)

1(16.7)

1(16.7)

3(50.0)

1(16.7)

11(52.4)

3(14.3)

5(23.8)

2(9.5)

4(30.8)

2(15.4)

6(46.2)

1(7.7)

79(39.5)

68(34.0)

34(17.0)

19(9.5)

113.145***

Nutrition consult

No

Yes

1(8.3)

11(91.7)

4(9.3)

39(90.7)

10(20.4)

39(79.6)

16(28.6)

40(71.4)

3(50.0)

3(50.0)

16(76.2)

5(23.8)

2(15.4)

11(84.6)

52(26.0)

148(74.0)
39.220***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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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환자 교육 및 NST 활동

암 환자 교육 및 NST(Nutrition Support Team)의 활동에 따른 차이를 

Table 5에 나타냈다.

이는 암환자 교육 여부의 유무로 조사했으며, 이 교육은 간호사가 환자

에게 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치료방법, 수술과정에 대하여 설명하

는 것을 의미한다. 암환자 교육 여부는 영양 상담과는 반대로 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가 71.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간호사가 하는 암 교육

을 받은 경우가 28.5%로 조사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간호

사의 암 교육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2/3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암 환자 중 90.7%가 암환자 교육을 

받지 못했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췌장암 16.7%, 간암의 

19%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로 조사되어 암 종류별에 따른 암환자 교

육 요뷰눈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46.397 p<0.001).

NST(Nutrition Support Team) 활동 관리 유무에 따른 조사에서도 

52.5%가 NST의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7.5%가 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갑상선암 환자의 100%가 NST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방암이 98.2%로 높았으며, 이로써 소화기계와 관련이 

없는 암은 대체적으로 NST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및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암 종류별에 따른 NST관리의 유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0.35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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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ncer education, NST activity  of cancer types N(%)

Varia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Cancer education

No

Yes

9(75.0)

3(25.0)

39(90.7)

4(9.3)

37(75.5)

12(24.5)

43(76.8)

13(23.2)

1(16.7)

5(83.3)

4(19.0)

17(81.0)

10(76.9)

3(23.1)

143(71.5)

57(28.5)
46.397***

NST activity

No

Yes

12(100.0)

0(0.0)

6(14.0)

37(86.0)

9(18.4)

40(81.6)

55(98.2)

1(1.8)

3(50.0)

3(50.0)

15(71.4)

6(28.6)

5(38.5)

8(61.5)

105(52.5) 

5(47.5)
110.358***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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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 음주

암 종류별에 따른 흡연과 음주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암 종류별에 따른  흡연의 비율은 27.5%, 비흡연 62.5%로 비흡연

의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흡연 중단을 한 경우

가 10%로 조사되었다. 비흡연의 비율은 유방암 환자에서 89.3%, 갑상

선암 환자 75%, 신장암 환자 61.5%로 조사 되었으며, 최근에 암 진단

을 받은 후 금연을 하고 있다한 비율은 신장암 23.1%, 대장암 16.3%, 

위암 14.0%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 암 종류별에 따른 흡연의 유무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1.092 p<.001). 

암 종류별에 따른 음주 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주가 26.5%, 금주 

72.0%의 비율로 나타났고,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금주를 한 경우는 

1.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암 종류별에 따른 음주의 유

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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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moking and Drinking of cancer types                                                                N(%)

Variables

Cancer

Total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Smoking

Yes

No

recently stop

3(25.0)

9(75.0)

0(0.0)

15(34.9)

22(51.2)

6(14.0)

16(32.7)

25(51.0)

8(16.3)

5(8.9)

50(89.3)

1(1.8)

5(83.3)

0(0.0)

1(16.7)

9(42.9)

11(52.4)

1(4.8)

2(15.4)

8(61.5)

3(23.1)

55(27.5)

125(62.5)

20(10.0)

Drinking

Yes

No

recently stop

2(16.7)

10(83.3)

0(0.0)

11(25.6)

31(72.1)

1(2.3)

19(38.8)

29(59.2)

1(2.0)

7(12.5)

49(87.5)

0(0.0)

2(33.3)

4(66.7)

0(0.0)

9(42.9)

11(52.4)

1(4.8)

3(23.1)

10(76.9)

0(0.0)

53(26.5)

144(72.0)

3(1.5)

Total 12(100.0) 43(100.0) 49(100.0) 56(100.0) 6(100.0) 21(100.0) 13(100.0) 200(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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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 종류별에 따른 혈액성상 

암 종류별에 따른 혈액성상을 입원 시와 퇴원시의 평균값으로 살펴보았

으며 table 7와 같다.

혈액성상 결과 혈청 알부민, 총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수치는 위, 대

장, 췌장, 간암 환자에게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암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1). 입원 

시 혈중 albumin의 평균은 3.8±0.7g/㎗, 퇴원 시에는 4.0±0.6g/㎗로, 퇴원 

시 albumin이 약간 상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퇴

원시 albumin 수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간암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히 위암의 퇴원 시 albumin 수치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암 종류별에 따른 환자의 입원 시의 albumin수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24.524, p<.001). 또한 퇴원시의 albumin수치는 암 종류 별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9.777, p<.001). 

암 종류별에 따른 환자의 혈중 cholesterol의 수치를 살펴보면 입원 시 

평균값 151.3±42.3㎎/㎗에서 퇴원 시 에는 159.9±41.2㎎/㎗로 정상 범위 

내에서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에

서의 입원 시 cholesterol수치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8.682, 

p<.001). 또한 퇴원시의 cholesterol수치는 위암, 대장암에서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고, 입원 시와 다르게 췌장이나 신장에서는 정상범위 내

에서 약간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5.282, p<.001). 

암 종류별에 따른 환자의 혈중 Hgb의 수치는 입원 시 전체 평균 

11.9±2.0g/㎗, 퇴원 시 에는 12.1±1.4g/㎗였다. 그 중 대장암, 췌장암, 간

암, 신장암에서 다른 암에 비해 혈중 Hgb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

으며, 암 종류별에 따른 환자들의 입원 시의 Hgb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159, p<.01). 퇴원시의 Hgb 수치는 대장암, 췌장암, 

간암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3.557, p<.01), 입원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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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퇴원 시에는 평균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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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lood statue of cancer types M±SD

Variables

Cancer

Total F-value

Thyroid Stomach Colon Breast Pancreatic Liver Kidney

Albumin(g/㎗)

Admission

Discharge

4.4±0.2

4.5±0.1

3.5±0.6

3.8±0.5

3.2±0.6

3.7±0.6

4.4±0.3

4.4±0.4

3.5±0.7

3.7±0.5

3.6±0.7

3.5±0.5

4.0±0.7

4.1±0.5

3.8±0.7

4.0±0.6

24.524***

19.777***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78.4±25.3

190.2±33.2

144.4±38.3

150.3±34.8

131.8±43.4

150.4±42.2

177.4±31.8

175.3±31.0

128.2±29.5

175.8±21.5

138.0±45.9

135.0±60.0

142.5±39.5

166.7±35.6

151.3±42.3

159.9±41.2

8.682***

5.282***

Hgb(g/㎗)

Admission

Discharge

13.1±1.4

13.1±1.1

11.9±2.0

12.1±1.4

11.2±2.1

11.7±1.5

12.6±1.3

12.4±1.1

11.7±2.1

11.8±1.9

11.4±3.0

11.3±1.5

11.4±1.7

12.3±1.9

11.9±2.0

12.1±1.4

3.159**

3.55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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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별에 따른 신체계측, 혈액성상 및 건강행태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체중변화, 혈액성상을 분석하

기 위해 입원 전과 후로 나눠 생화학 검사 수치를 조사하였고, 두 그룹 

사이의 통계적인 항목은 다음 table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데이터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성별 간 신장은 남자가 평균 167.97±6.65cm, 여자가 평균 

155.13±7.09cm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12.962, p<.001), 체중 

변화 여부는 여자가 1.82±0.39kg로 남자 1.70±0.46kg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나 변화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BMI를 입원 시와 퇴원 시에 각각 나눠 조사한 값을 비교해 보

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조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생화학적 검사 중 albumin 수치를 살펴보면, 남자는 입원 

시 평균 3.6±0.6g/㎗,  퇴원 시 평균 3.8±0.6g/㎗, 여자는 입원 시 평균 

3.9±0.7g/㎗, 퇴원 시 평균 4.1±0.6g/㎗으로 입원 시의 albumin 수치는 여

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3.509, p<.001), 퇴원 시의 

albumin 수치도 입원시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4.139, p<.001).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수치는 남자 입원 시 평균 135.9±35.9

㎎/㎗, 여자 입원 시에 평균 162.5±43.1㎎/㎗로  입원 시  여자가 유의하게 

높게 조사 되었고(=4.615, p<.001), 퇴원 시 남자는 145.6±36.4㎎/㎗, 

여자는 170.3±41.6㎎/㎗로 여자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은 것을 알

수 있었다(=4.358, p<.001).

성별에 따른 Hgb수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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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MI, blood statue and weight of sex types M±SD

Variables
Male

(n=84)

Female

(n=116)

t-value

Height(㎝) 167.97±6.65 155.13±7.09 12.962***

Weight change(kg) 1.70±0.46 1.82±0.39 -1.889

BMI(㎏/㎡)

Admission

Discharge

23.60±3.21

22.52±3.34

23.78±3.19

23.20±3.64

-0.395

-1.361

Albumin(g/㎗)

Admission

Discharge

3.6±0.6

3.8±0.6

3.9±0.7

4.1±0.6

-3.509**

-4.139***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35.9±35.9

145.6±36.4

162.5±43.1

170.3±41.6

-4.615***

-4.358***

Hgb(g/㎗)

Admission

Discharge

11.9±2.4

12.2±1.6

11.9±1.7

11.9±1.3

0.175

1.32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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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MI에 따른 혈액성상 및 건강행태

대상자들의 BMI에 따른 혈액성상 및 흡연, 음주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냈다. 비만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 4분류(<18.5, 

18.5~22.9, 23.0~24.9, 25≤)로 나누어 조사 하였으며, 이에 따른  

BMI는 저체중(<18.5) 8명, 정상체중(18.5~22.9) 76명, 과체중

(23.0~24.9) 49명, 비만(25≤) 67명으로 조사되었다.

BMI에 따른 albumin 수치는 입원 시 평균이 3.8±0.7g/㎗으로 나타났고,  

저체중에서만 정상범위(3,4이상)보다 낮은 3.0±0.7g/㎗로 나타났으며, 각 

군마다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4.305, p<.01). 퇴원 시 albumin 

수치의 평균은 4.0±0.6g/㎗으로 저체중 환자들의 퇴원 시 평균인 

3.5±0.7g/㎗와 정상체중 환자들의 평균 albumin 수치를 비교해 보면 내

3.9±0.6g/㎗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군마다의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02, p<.05).

대상자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입원 시 평균이 151.3±46.0㎎/㎗, 퇴

원 시 평균은 160.0±41.2㎎/㎗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헤모글로빈(Hgb)수치는 입원 시 11.9±2.0g/㎗이며, 저체중의 경우 평균

10.2±1.5g/㎗, 정상체중 11.7±1.8g/㎗로 정상 수치보다는 약간 낮게 조사되

었으며, 네 개의 그룹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2.944, p<.05). 하지만 입원과는 달리 퇴원 시 헤모글로빈

의 평균 수치는  1.8±1.4g/㎗로 그룹 간 유의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음주, 흡연의 유무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각 그룹 사이에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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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Blood statue and smoking, drink of BMI types M±SD

Variables

BMI(n=200)

Total F-value

Underweight(n=8) Normal(n=76) Overweight(n=49) Obesity(n=67)

Albumin

[g/㎗]

Admission

Discharge

3.0±0.7

3.5±0.7

3.7±0.7

3.9±0.6

4.0±0.7

4.1±0.6

3.8±0.7

4.0±0.5

3.8±0.7

4.0±0.6

4.305**

3.002*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14.1±46.0

162.4±59.9

151.5±44.2

158.1±42.4

154.2±38.4

158.8±44.5

153.3±41.1

162.6±35.4

151.3±42.3

160.0±41.2

2.234

0.164

Hgb

[g/㎗]

Admission

Discharge

10.2±1.5

11.2±1.9

11.7±1.8

11.9±1.4

12.0±1.8

12.1±1.4

12.3±2.3

12.3±1.4

11.9±2.0

12.1±1.4

2.944*

1.641

Smoking 1.8±0.7 1.8±0.5 1.8±0.6 1.9±0.7 1.8±0.6 0.513

Drinking 1.9±0.6 1.8±0.4 1.8±0.4 1.6±0.5 1.8±0.5 1.92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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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양관리에 따른 생화학적 검사

영양관리라 함은 입원 후 병원에서 하는 식사에 대한 설명(특히 치료식 

설명), 영양불량 관리로 검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사가 직접 방문

하여 만남으로서 식사에 대한 설명을 받는 영양적 관리를 의미한다.

대상자들의 영양관리에 따른 입원 시, 퇴원 시의 생화학적 검사 결과는 

table 10 과 같다. 

대상자들의 albumin수치는 입퇴원 시 서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2.457, p<.01). Figure 1에서처럼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보다 퇴원 시 albumin 수치 결과가 감소하였으며,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albumin 수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영양관리의 유무에 따른 albumin 수치의 차이

는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환자의 입원 시 albumin 수치 

4.3±0.4g/㎗, 퇴원 시 4.2±0.5g/㎗로 퇴원 시 albumin 수치가 약간 감소하

였고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평균 albumin 수치는 3.4±0.6g/㎗,

퇴원 시 3.8±0.6g/㎗ 로 퇴원시 albumin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albumin과 영양관리 유무 간에는 상호작용

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44.302 p<.001).

대상자들의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수치는 입원 시와 퇴원 시 수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5.191 p<.05) Figure 2에서 영양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군

에서 입원 시 173.7±30.8㎎/㎗, 퇴원 시 166.3±39.7㎎/㎗로 퇴원 시 수치

가 감소하였고 영양관리를 받은 군도 마찬가지로 입원 시 136.7±42.4㎎/

㎗, 퇴원 시 155.5±41.8㎎/㎗로 영양관리 전과 비교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영양관리 유무에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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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24.368 p<.001).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366). 그러나 Figure3에서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졌으나, 영양관리를 받은 군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퇴원 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양관리 

유무에 따른 헤모글로빈 수치는 입원 시 12.7±1.6/㎗, 퇴원 시 

12.3±1.4g/㎗로 퇴원 시 약간 감소하였고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4±2.1g/㎗, 퇴원 시 11.9±1.5g/㎗로 퇴원시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22.405 p<.001). 이는 헤모글

로빈과 영양관리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BMI 수치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040 p<.001), 영양관리의 유무에 따른 BMI 수치 입원 시 

24.2±2.9kg/m2, 퇴원 시 23.6±3.7kg/m2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23.4±3.3kg/m2, 퇴원 시 22.5±3.3kg/m2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301 p<.05), 영양관리와 BMI관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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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aboratory data of nutrition management M±SD

              I.V2)

D.V1)

Nutrition 

Management(n=200)
Repeated Measure

ANOVA
No(n=79) Yes(n=121)

Albumin

[g/㎗]

Admission

Discharge

4.3±0.4

4.2±0.5

3.4±0.6

3.8±0.6

Alb

Alb*NM1)

12.457**

44.302***

Total 

Cholesterol 

[㎎/㎗]

Admission

Discharge

173.7±30.8

166.3±39.7

136.7±42.4

155.5±41.8

Chole

Chole*NM

5.191*

24.368***

Hgb

[g/㎗]

Admission

Discharge

12.7±1.6

12.3±1.4

11.4±2.1

11.9±1.5

Hgb

Hgb*NM

0.366

22.405***

BMI

[㎏/㎡]

Admission

Discharge

24.2±2.9

23.6±3.7

23.4±3.3

22.5±3.3

BMI

BMI*NM

30.040***

0.821

*p<0.05,  **p<0.01,  ***p<0.001

1)D.V : dependent variables 

2)I.V :  independent variables 

3)NM : nutri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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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action between albumin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cholestrol

and nutrition management                                        and nutri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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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eraction between hemoglobin and nutr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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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ST에 따른 생화학 검사

  NST활동은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입원  환자 중 

영양불량에 screen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우리의 대

상자들은 주로 수술 후 TPN을 실시하는 환자들로서 갑상선과 유방암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의 금식이 적용되는 경우 NST관리를 받은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NST(nutrition support team)에 따른 입원 시, 퇴원 시의 생화학적 검

사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 105명과 관리

를 받은 환자 95명).

대상자간의 입퇴원 시의 albumin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27.399 p<.01). NST관리에 따른 알부민의 차이는 NST관리를 받은 

경우  입원 시 3.3±0.6g/㎗, 퇴원 시 3.7±0.5g/㎗로 퇴원시 albumin 수치

가 증가하였고 NST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원 시 알부민은 4.1±0.5g/㎗, 

퇴원 시 4.1±0.6g/㎗ 로 albumin 수치가 거의 변화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보다 퇴원 시 

albumin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NST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와 퇴

원 시 albumin 수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albumin가 

NST관리 유무 간에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35.188 p<.001)(Figure4).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의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수치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12.612 p<.001). NST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롤의 

차이는 NST 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132.5±40.9㎎/㎗, 퇴원 시 

152.7±38.2㎎/㎗로 퇴원 시 총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NST 관리

를 받지 않은 군에서는 입원 시 168.3±35.9㎎/㎗, 퇴원 시 166.5±42.9㎎/

㎗로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감소하였고 NST관리 전후 비교 시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5에서처럼 콜레스테롤과 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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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유무의 따른 상호작용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134 p<.001).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서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3.622). NST 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

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NST 관리를 받은 군에

서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ST관리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차이는 입원 시 11.1±2.1/㎗, 퇴원 시 11.8±1.4g/㎗로 

퇴원시 약간 증가했으나 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2.5±1.7g/㎗, 퇴원 시 12.2±1.4g/㎗로 살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헤모글로빈과 NST관리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26.142 p<.001)(Figure 6). 

대상자간의 입퇴원 시 BMI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869 p<.001). NST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23.1±3.4kg/m2, 퇴

원 시 22.2±3.4kg/m2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NST 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24.2±2.9kg/m2, 퇴원 시 23.5±3.5kg/m2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NST관리에 따른 BMI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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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aboratory data of NST M±SD

I.V

D.V

NST

Management(n=200)
Repeated Measure

ANOVA
No(n=105) Yes(n=95)

Albumin[㎎/㎗]

Admission

Discharge

4.1±0.5

4.1±0.6

3.3±0.6

3.7±0.5

Alb

Alb*NST1)

27.399**

35.188***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68.3±35.9

166.5±42.9

132.5±40.9

152.7±38.2

Chole

Chole*NST

12.612***

18.134***

Hgb[g/㎗]

Admission

Discharge

12.5±1.7

12.2±1.4

11.1±2.1

11.8±1.4

Hgb

Hgb*NST

3.622

26.142***

BMI[㎏/㎡]

Admission

  Discharge

24.2±2.9

23.5±3.5

23.1±3.4

22.2±3.4

BMI

BMI*NST

34.869***

2.777

*p<0.05,  **p<0.01,  ***p<0.001

1)NST : Nutrition Suppo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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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 Interaction between albumin and                              Figure 5. Interaction between cholesterol 

         Nutrition Support Team(NST)                                           Nutrition Support Team(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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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raction between hemoglobin and Nutrition Suppo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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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양 상담에 따른 생화학검사

영양 상담에 따른 입퇴원 시의 생화학적 검사 결과는 table 12 과 같

다. 영양상담은 주치의 처방하에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사가 1:1

교육을 진행하며, 대상자는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환자 52명, 영양 상

담을 받은 환자 1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치의가 처방을 했

으나 환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albumin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180 p<.05). 영양 상담에 따른 albumin의 차이는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3.9±0.8g/㎗, 퇴원 시 3.8±0.7g/㎗로 퇴원 시 약간 

감소하였고,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albumin 수치는 3.7±0.7g/㎗,

퇴원 시 4.1±0.5g/㎗로 퇴원 시 약간 증가하여 영양상담 유무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albumin 

수치가 감소하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영양 상담을 받은 그룹에서는 퇴원 시 

albumin 수치는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057 

p<.001). 이는 albumin과 영양상담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

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영양상담에 따른 입퇴원 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수치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0.988). 영양 상담에 따른 총콜레스테롤의 차이

는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155.4±39.1㎎/㎗, 퇴원 시 

164.6±38.8㎎/㎗, 영양 상담을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149.8±43.4㎎/㎗,퇴

원 시 164.6±38.8㎎/㎗로 퇴원 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영

양 상담 유무에 따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

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16.077 p<.001)(Figure8).

영양상담 실시 유무에 따른 입퇴원시 헤모글로빈 수치간에는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내지 않았다(=0.042). 헤모글로빈은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군

에서 입원 시 12.1±2.3/㎗, 퇴원 시 11.8±1.9g/로 퇴원 시 약간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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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양 상담을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8±1.9g/㎗, 퇴원 시

12.2±1.3g/㎗로 퇴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11.149 p<.01).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52명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영양 상담을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검사결과보다 퇴원 시 헤모

글로빈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개체 

내에서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헤모글로빈과 영양상담간의 상

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9).

영양상담 실시 유무에 따른 입퇴원 시 BMI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410 p<.001). 영양 상담 유무에 따른 BMI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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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aboratory data of Nutrition counseling M±SD

I.V

D.V

Nutrition 

counseling(n=200)
Repeated Measure

ANOVA
No(n=52) Yes(n=148)

Albumin[㎎/㎗]

Admission

Discharge

3.9±0.8

3.8±0.7

3.7±0.7

4.1±0.5

Alb

Alb*NC1)

4.180*

20.057***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55.4±39.1

164.6±38.8

149.8±43.4

164.6±38.8

Chole

Chole*NC

0.988

16.077***

Hgb[g/㎗]

Admission

Discharge

12.1±2.3

11.8±1.9

11.8±1.9

12.2±1.3

Hgb

Hgb*NC

0.042

11.149**

BMI[㎏/㎡]

Admission

Discharge

23.7±3.1

23.0±3.0

23.7±3.2

22.9±3.7

BMI

BMI*NC

22.410***

0.535

*p<0.05,  **p<0.01,  ***p<0.001

1)NC : nutri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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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raction between albumin and                      Figure 8. Interaction between cholesterol and

          Nutrition counseling                                           Nutri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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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teraction between hemoglobin and Nutri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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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호 암 교육에 따른 생화학검사

간호 암 교육에 따른 입퇴원 시의 생화학적 검사 결과는 table 13 과 같

다. 간호암 교육은 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술을 어떻게 진행했으

며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의 수술 부위관리는 어떻게 하

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교육에서

는 식사 및 영양관리에 대한 언급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간호 암 교육에 따른 입퇴원 시 albumin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6.935 p<.01). 간호 암 교육 유무에 따른 albumin의 차이는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알부민은 3.9±0.7g/㎗, 퇴원 시 

3.8±0.6g/㎗로 퇴원 시 수치가 살짝 감소했으며, 간호 암 교육을 받은 환자

군에서 입원 시 albumin은 3.7±0.7g/㎗, 퇴원 시 4.0±0.6g/㎗ 로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 

albumin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간호 관리를 받은 그룹에서는 

퇴원 시 albumin수치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albumin과 간호 암 교육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14.288 p<.001)(Figure 10).

간호 암 교육에 따른 입퇴원 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수치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2.984).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롤

의 차이는 간호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입원 시 

154.2±40.2㎎/㎗, 퇴원 시 150.9±44.4㎎/㎗로 퇴원 시 감소했고,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150.2±43.1㎎/㎗, 퇴원 시

163.5±39.5㎎/㎗로 총 콜레스테은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에 따라 상호작

용에 의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6.077 

p<.001)(Figure11).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0.006).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차이는 간호관리를 



49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12.1±2.2g/㎗, 퇴원 시 11.9±2.0g/㎗로 퇴원 시 

약간 감소하였고, 간호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8±1.9g/㎗, 퇴

원 시 12.1±1.3g/㎗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933 

p<.01). 이 또한 헤모글로빈과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Figure 12).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BMI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87 p<.001). 또한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BMI간의 상호작용

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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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aboratory data of nurse cancer education M±SD

I.V

D.V

Nurse 

Management(n=200)
Repeated Measure

ANOVA
No(n=143) Yes(n=57)

Albumin[㎎/㎗]

Admission

Discharge

3.9±0.7

3.8±0.6

3.7±0.7

4.0±0.6

Alb

Alb*NM1)

6.935**

14.288***

Total Cholesterol[㎎/㎗]

Admission

Discharge

154.2±40.2

150.9±44.4

150.2±43.1

163.5±39.5

Chole

Chole*NM

2.984

8.037**

Hgb[g/㎗]

Admission

Discharge

12.1±2.2

11.9±2.0

11.8±1.9

12.1±1.3

Hgb

Hgb*NM

0.006

9.933**

BMI[㎏/㎡]

Admission

Discharge

24.2±2.9

23.6±3.7

23.7±3.2

22.9±3.7

BMI

BMI*NM

24.287***

0.501

*p<0.05,  **p<0.01,  ***p<0.001

1)NM : nur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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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nteraction between albumin and                  Figure 11. Interaction between cholesterol and

           Nurse management Nur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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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nteraction between hemoglobin and Nur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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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원 시와 퇴원시의 

기준으로 환자군을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생화학적 지표 및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 8개월간의 입원 후 수술한 환자 200명이였다. Raja R 등(2004)[26]

은 많은 연령과 암환자, 외과계 환자일수록 유의적으로 영양불량에 영향

을 준다는 선행 논문을 참고 하여 암환자 중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하면 전과 후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암 종류에 따라 입원 기간 및 생화학지표등 차이점을 비

교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암 종별로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4명

(42%), 여자는 116명(58%)로 여자가 더 많았다. 암 종류에 따른 성별

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59.882 p<.001). 암 종류별 연령 

분포는 20대 2%, 30대 2.5%, 40대가 19%, 50대 32.5%, 60대 20%, 

70대 이상은 24%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71.815 p<.001).

학력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23.5%, 고등학교 38%, 학사이상이 

16.5%였으며 암 종류별 학력 간에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50.045 p<.001). 재원기간은 15일 이하 65.5%, 16일-30일 

이하 26.5%, 한 달 이상이 8%로 15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절반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 재원기간의 유의한 차이(

=47.864 p<.001)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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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종류별 저체중(<18,5)에는 전체 4%를 차지하였으며, 정상체중

(18.5-22.9)이 38%, 과체중(23.0-24.9)이 24.5%, 비만(25≤)은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 BMI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31.233 p<.05).

체중변화는 입원 시 6개월 전 부터의 체중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감소했다'

가 23.0%, '변화가 없다'가 77%였으며 '최근 6개월간 체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암 종류별 체중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17.658 p<0.01).

암 종류별 영양관리 횟수는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가 전체의 39.5%

를 차지했으며 ‘한번’이 34%, ‘2번 이상’이 26.5%로 조사되었다. 영양 

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한번 이상이라도 받은 환자가 60.5%로 나타

났으며 암 종류별 영양관리 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13.145 p<0.001).

영양상담은 유무로 조사했으며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가 26%, 상담을 

받은 환자가 74%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 영양 상담 유무에 따른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39.220 p<0.001).

간호 암 교육 관리는 영양 상담과 반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71.5%며, 간호사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경우가 28.5%로 조사되었으며 

이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46.397 p<0.001).

NST(Nutrition Support Team) 관리 유무에 따른 조사에서 52.5%가 받

지 않았으며, 47.5%가 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암 종류별 

NST관리의 유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110.358 p<0.001).

암 종류별 흡연 유무는 흡연 중이다가 27.5%, 금연중 62.5%, 최근에 금연 

시작했다가 10%로 흡연보다는 금연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암 종류별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41.092 p<0.001).

음주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7.139).

암 종류에 따른 혈액성상에서 입원 시 혈중 albumin 수치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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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g/㎗, 퇴원 시에는 4.0±0.6g/㎗이였다. 각 암 종류 별 입원 시의 

albumin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고(=24.524, p<.01), 퇴원

시의 albumin 수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19.777, p<.001). 암 종류

에 따른 혈중 cholesterol의 입원 시 평균은 151.3±42.3㎎/㎗, 퇴원 시 

에는 159.9±41.2㎎/㎗이였다. 각 암 종류별 입원 시의 cholesterol은 유의하

게 나타났고(=8.682, p<.001), 또한 퇴원시의 cholesterol의암 종류 

별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5.282, p<.001). 혈중 Hgb의 입원 시 

평균 11.9±2.0g/㎗, 퇴원 시 평균 12.1±1.4g/㎗이였다. 각 암 종류별 입원 

시의 Hgb은 유의하게 나타났다(=3.159, p<.01). 또한 퇴원시의 Hgb은 

암 종류 별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3.557, p<.01).

4) 영양관리라 함은 입원 후 병원에서 하는 식사에 대한 설명(특히 치

료식 설명), 영양불량 관리 등을 영양 관리로 정의하였다.

영양관리에 있어 대상자의 입퇴원 시 albumin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12.457, p<.01).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보다 

퇴원 시 검사 결과가 감소하였으나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영양관리에 따른 albumin 

수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02 p<.001). 자세히 살펴보면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4.3±0.4g/㎗, 퇴원 시 4.2±0.5g/㎗며,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albumin 수치는 3.4±0.6g/㎗, 퇴원 시 3.8±0.6g/㎗로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영양관리에 따른 입퇴원 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5.191 p<.05). 영양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

롤 수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군

에서 입원 시 173.7±30.8㎎/㎗, 퇴원 시 166.3±39.7㎎/㎗, 영양관리를 받

은 군에서는 입원 시 136.7±42.4㎎/㎗이며, 퇴원 시 155.5±41.8㎎/㎗로 영

양 관리 전과 비교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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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8 p<.001).

영양관리에 있어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내지 않았다(=0.366). 헤모글로빈과 영양관리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2.405 p<.001)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혈액검사가 

낮아졌으나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영양관리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차이는 입원 시 12.7±1.6/㎗, 퇴원 시 

12.3±1.4g/㎗,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4±2.1g/㎗, 퇴원 시

11.9±1.5g/㎗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영양관리에 있어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BMI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30.040 p<.001). 그러나 영양관리에 따른 BMI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0.821).

NST활동은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입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불량에 screen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수술 후 TPN을 받은 환자들로서 갑상선과 

유방암을 제외하고 3일이상의 금식인 경우 NST관리를 받은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 105명과 관리를 받은 환자 

95명)

NST활동에서 대상자의 입퇴원 시 albumin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27.399 p<.01). 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증가하였으나 NST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와 퇴원 시 변

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NST관리에 따른 albumin 수치간의 상

호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NST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3.3±0.6g/㎗ 퇴원 시 3.7±0.5g/㎗, 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 군에서 입원 

시 albumin 수치는 4.1±0.5g/㎗, 퇴원 시 4.1±0.6g/㎗로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35.188 p<.001).

NST활동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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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를 나타났다(=12.612 p<.001). NST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

롤 수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NST관리를 받은 군에서 

입원 시 132.5±40.9㎎/㎗, 퇴원 시 152.7±38.2㎎/㎗며 NST관리를 받지 않

은 군에서는 입원 시 168.3±35.9㎎/㎗, 퇴원 시 166.5±42.9㎎/㎗로 NST

관리 전후 비교 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8.134 p<.001).

NST활동에서 대상자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3.622). 개체 내에서 헤모글로빈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헤모글로빈과 NST 관리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있다. NST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혈액검사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NST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는 낮아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ST관리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차이는 입

원 시 11.1±2.1/㎗, 퇴원 시 11.8±1.4g/㎗, NST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

서 입원 시 12.5±1.7g/㎗ 퇴원 시 12.2±1.4g/㎗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26.142 p<.001).

NST활동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BMI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34.869 p<.001). 그러나 NST관리에 따른 BMI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777).

영양상담은 주치의 처방하에 의뢰된 환자에 대해 영양사와 1:1교육으로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환자 52명, 영양 상담을 받은 환자 148명을 대

상으로 조사되었고 주치의가 처방을 했으나 환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영양상담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albumin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4.180 p<.05). 영양 상담에 따른 albumin 수치간의 상호작

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군에서 albumin이 

입원 시 3.9±0.8g/㎗, 퇴원 시 3.8±0.7g/㎗이며 영양관리를 받은 환자군에

서 입원 시 albumin 수치는 3.7±0.7g/㎗, 퇴원 시 4.1±0.5g/㎗로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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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이를 나타냈다(=20.057 p<.001).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그룹에

서 albumin이 감소하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영양 상담을 받은 그룹에서는 

퇴원 시 albumin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양상담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0.988). 영양 상담에 따른 총콜레스테롤간의 상

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영양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155.4±39.1㎎/㎗, 퇴원 시 164.6±38.8㎎/㎗이며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총콜레스테롤이 입원 시 149.8±43.4㎎/㎗, 퇴원 시 164.6±38.8㎎/㎗로 영

양 상담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6.077 

p<.001).

영양상담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에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

지 않았다(=0.042). 영양 상담에 따른 헤모글로빈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유의적인 차이는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군에서 헤모글로빈이 입원 

시 12.1±2.3/㎗, 퇴원 시 11.8±1.9g/㎗이며 영양 상담을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8±1.9g/㎗, 퇴원 시 12.2±1.3g/㎗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149 p<.01). 영양 상담을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조금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영양 상담을 받은 군

에서는 입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보다 퇴원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영양상담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BMI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22.410 p<.001). BMI와 영양 상담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0.535).

간호 암 교육은 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술을 어떻게 진행했으며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의 수술 부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 암 교육에서 대상자들의 입퇴원 시 albumin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6.935 p<.01).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albumin 수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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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않은 환자 143명 입원 시 albumin은 

3.9±0.7g/㎗, 퇴원 시 3.8±0.6g/㎗,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환자 57명중 

입원 시 albumin은 3.7±0.7g/㎗, 퇴원 시 4.0±0.6g/㎗ 로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차이를 나타냈다(=14.288 p<.001).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않

은 그룹에서 albumin이 감소하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그룹에서는 퇴원 시 albumin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albumin과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

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간호 암 교육에서 대상자의 입퇴원 시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984).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총콜레스테

롤의 차이는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입

원 시 154.2±40.2㎎/㎗, 퇴원 시 150.9±44.4㎎/㎗로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150.2±43.1㎎/㎗, 퇴원 시 163.5±39.5㎎/㎗로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6.077 p<.001). 간호 암 교육 관리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Total 

cholesterol이 감소하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그룹

에서는 퇴원 시 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총콜레

스테롤과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다

시 확인 할 수 있다.

간호 암 교육에서 대상자의 입퇴원 시 헤모글로빈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내지 않았다(=0.006). 간호 암 교육 관리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차이

는 간호 암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입원 시 12.1±2.2g/㎗, 퇴원 시 

11.9±2.0g/㎗,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 입원 시 11.8±1.9g/

㎗, 퇴원 시 12.1±1.3g/㎗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933 p<.01).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지 군에서는 입원 시 보다 퇴

원 시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간호 암 교육 관리를 받은 군에서는 

입원 시 검사결과보다 퇴원 시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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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헤모글로빈과 간호사 암 교육 관리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의한 유의적

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간호 암 교육에서 대상자의 입퇴원 시 BMI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24.287 p<.001). 간호 암 교육 관리에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내지 않았다(=0.016). 또한 BMI와 간호 암 교육 관리 유무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0.501).

5) 영양 평가는 “환자 각 개인의 신체검사나 계측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하여 기본 영양 상태와 위험을 확인하고 영양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

며, 영양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 사회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문

제까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27][28]

영양불량과 관련하여 초기영양상태 평가는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의 수행은 좋은 임상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에서처럼 영양교육 및 지원으로 인해 생화

학적 검사가 유의적인 평가가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9]

병원 내 입원한 환자의 영양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학자들의 의해 논의 

및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외과환자에서는 39%까지 영양불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 대한 영양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그래서 본 연구는 입원 여러 암중에서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영양관리 후 신체변화 및 생화학적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영양

관리에 따른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과 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영양불량에 

대한 평가는 따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영양 상담을 하지 않은 군보다 

영양 상담을 받은 군에서 생화학적 지표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영양관리를 받은 군에서도 생화학지표로 삼은 3가지 

항목에 대해 다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NST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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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간호사, 영양사의 팀으로 이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모

두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원 환자들이나 특히 수술 한 환자는 의료진의 접촉보다는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 가족들의 접촉이 많아서 이들에게 얻은 정보를 아무 꺼리

낌없이 받아들이기 쉽고 또한 잘못된 정보도 ‘건강에 좋다’는 말에 또는 

‘건강에 좋지 않다더라’ 등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하게 되는 경

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이나 인식들이 모여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영양불량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검증된 자료 및 전문가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로 영양

관리의 유무가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에 대한 판정 및 영양중재는 향후 환자들의 치료과

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 이후 정상적인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더불어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의 기회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한점

최근까지도 수술 전 환자의 전 처치와 각종 검사에 따르는 금식기간의 

반복, 수술 후 상당기간 지속되는 침상안정과 수술 후 방귀가 나오기 전

까지 금식을 유지하는 등 외과환자는 내과환자에 비해 앞서 설명한 바 

처럼 금식의 이유가 길어짐으로 인해 더욱 영양공급 부족의 위험성에 노

출되기 쉽다. 그래서 특히나 수술환자에 대한 영양치료는 의료진들의 문

제점 인식을 통해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30]. 하지

만 의료진이 이런 문제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영양사의 인력 부족으로 적

절한 관리 및 교육의 기회를 환자에게 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입원 초기에 환자가 영양 불량군에 속했는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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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속하였는지를 따로 평가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양 불량군 

일 때와 정상군일 때의 수술 후 관리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 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 연구를 좀 더 뒷받침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화학적 지표를 3가지(알부민, 총콜레스테롤, 헤모글로

빈)로 조사 및 분석하였지만 좀 더 많은 생화학적 검사를 가지고 접근할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Currently, not only has steadi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practice healthy eating habits since 2008, reaching 42.9%(the HP2020 

target of 48.6%) in 2016 and approaching the HP2020 target, but also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of people who don’t practice healthy eating 

habits is so high. However, as the interest in health increased, the practice 

of healthy eating is also increasing. Nevertheless 20~70% of hospitalized 

patients were reported to be malnourished. According to internal medicine 

journal, 48% of internal medicine patients and 50% of surgical patients had 

malnutrition. In addition, more than 69% of hospitalized patients for more 

than 2 weeks were found to have poor nutrition status. In case of 

malnourished patients significantly increased mortality rate. So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reality.

   

A total of 495 patients who surgical operation cancer  were admit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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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spital to operation from March to October, in 2017. 200 patients of 

them were remaining. Because the rest have a secondary problem and 

biochemical examination were excluded.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IRB) of Ulsan 

University Hospital(approval number:2017-11-053).

Through nursing information was collected source : sex, age, body weight, 

biochemical marker(albumin, total cholesterol, hemoglobin), seven 

diagnoses(thyroid, stomach, pancreas, liver, kidney, breast, colon) and the 

amount of food intake.

Before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albumin  was 4.3g/dl at admission 

and 4.2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albumin 

was 3.4g/dl at admission, 3.8g/dl at discharge. The Serum albumin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efore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total cholesterol was 173.7mg/dl at 

admission and 166.3m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cholesterol was 136.7mg/dl at admission, 155.5mg/dl at discharge. 

The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efore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hemoglobin  was 12.7g/dl at 

admission and 12.3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 management, level 

of albumin was 11.4g/dl at admission, 11.9g/dl at discharge. The Serum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BMI according to 

nutritional management.

According to NST(Nutrition Support Team), Before NST management, level 

of albumin  was 3.3g/dl at admission and 3.7g/dl at discharge and after 

NST management, level of albumin was 4.1g/dl at admission, 4.1g/dl at 

discharge. The Serum album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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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NST management, level of total cholesterol was 132.5mg/dl at 

admission and 152.7mg/dl at discharge and after NST management, level of 

cholesterol was 168.3mg/dl at admission, 166.5mg/dl at discharge. The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efore NST management, level of hemoglobin  was11.1g/dl at admission 

and 11.8g/dl at discharge and after NST management, level of hemoglobin 

was 12.5g/dl at admission, 12.2g/dl at discharge. The Serum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BMI according to NST management.

According to nutritional consultation, Before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albumin  was 3.9g/dl at admission and 3.8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albumin was 3.7g/dl at admission, 4.1g/dl 

at discharge. The Serum album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efore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total cholesterol was 155.4mg/dl at 

admission and 164.6m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cholesterol was 149.8mg/dl at admission 164.6mg/dl at discharge. 

The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efore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hemoglobin  was 12.1g/dl at 

admission and 11.8g/dl at discharge and after nutritional consultation, level 

of hemoglobin was 11.8g/dl at admission, 12.2g/dl at discharge. The Serum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BMI according to nutritional consultation.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rrelation between 

albumin, cholesterol and hemoglobin levels among biochemical tests of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nutritional management, nutritional 

counseling, NST management and nursing cancer educ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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