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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Fatigue in the Elderly
Sun-young Choi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cheon, Korea

Fatigue has physical or mental causes and is prevalent in the elderly. Fatigue may be generally categorized as recent
(＜1 month), prolonged (1∼6 months), or chronic (＞6 months).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as defined by the CDC
in 1994 requires fatigue (at least 6 months) that not be caused by other medical conditions, substance abuse within the
last 2 years, obesity (BMI≥45) or major psychiatric conditions. Two or more of eight minor findings (1. Postexertional malaise
2. Impaired memory or concentration 3. Sore throat 4. Tender glands 5. Aching or stiff muscles 6. Joint pain 7. Headaches
8. Unrefreshing sleep) must be present. A psychiatric evaluation is essential for patients with chronic or idiopathic fatigue.
Most of patients can be diagnosed after a careful examination in primary care. Treatment for recent fatigue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underlying cause or contributing conditions. No single treatment for chronic fatigue is optimal. Every
measures include magnesium, L-carnitine and Graded exercise therapy can be considered for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As with any treatment, the side effects and risk/benefit ratio must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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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 방문하는 환자의 대략 20% 정도가 피로 증상을 호소

론

한다.3-5) 이들 대부분이 6개월 미만의 피로 증상을 호소

‘피로(fatigue)’는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가 혼

하지만, 일부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피로(chronic

재되어 있는 현상’으로, ‘기능적인 저하를 동반하는 고통

fatigue)’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피로를 호

스러운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심

소하는 환자들은 대략적으로 전 인구의 3.0% 미만으로

지어 사망률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구하고 아직까지도 피로의 정의, 근본적인 원인 또는 치

년 5월 행정자치부가 밝힌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

1)

료법등이 명확히 규정지 못하고 있다. 피로와 관련된 질
2)

환 전체의 유병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차 의료기관

3,6,7)

2017

명으로, 대략 추산해 봐도 약 150만 명정도의 사람들이 6
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만성 피로로 고통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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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된다.8)

fatigue’로, 1∼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Prolonged fa-

이러한 ‘피로’ 또는 ‘만성 피로’는 노인에서는 매우 흔

tigue’로 분류하고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만성피

한 증상이고 또한 노인 인구의 무려 70% 이상이 이러한

18)
로(chronic fatigue)’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만성피로증

1)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노인 환자의 피

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CFS)’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로 호소가 의료진에 의해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일부로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간주되어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이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반응 및 회복 시간이 지연되고

장애를 받는 상태’이며, 1994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모든 장기 시스템에 변화가 오는 이른바 ‘노화과정’이 노

(CDC)에 의하면 ‘약물중독(최근 2년 이내)이나 비만(BMI＞

인의 피로를 증가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만성적인 피로가

45) 또는 정신과적 질환에 의하지 않고, 주요 증상 8개

노화과정의 일부는 아니다. 대개 의사들은 ‘피로’라는 것

(Postexertional malaise, Impaired memory or concentration,

을 ‘질병’으로 치료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Sore throat, Tender glands, Aching or stiff muscles, Joint

데, 이것은 당장 응급하지 않은 피로증상보다는, 좀 더

pain, Headaches, Unrefreshing sleep) 중 최소 4가지 이상

응급하고 중한 신체 질환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또한

19)
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고 한다.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측정되지 않는 증상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우울증상(common de-

을 조절하는 것이 신체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pression)’과 주요 정신질환으로서의 ‘주요 우울증(major

최근 영국에서 811명의 1차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

depression)’은 매우 다른 것으로, 일반적인 우울증상이 있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만성피로 치료에 자신감을 보인

더라도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20)

9)
의사는 12%에 불과했다는 보고도 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대개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바이

심한 피로와 추가적인 증상을 호소하는데, 기억력 장애,

러스, 신경학적 장애, 내분비적 불균형, 면역학적 원인,

집중력 장애, 두통, 관절 통증, 근육통 등에서부터 현기

수면 장애, 유전적 원인과 심리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증, 메스꺼움, 위장 장애, 야간 발한처럼 아주 비특이적인

10-12)

아직까지도 명확한 공통 병

21)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있다. 내향

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

적 성격, 근심 걱정, 자기 주도성 상실, 우울한 성격이나

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로의 증상은 대개의 경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관련된 것들

우 전신 무력감(generalized weakness)이나 쉽게 피곤해 지

박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와

는 것(easy fatigability) 또는 집중하기 어렵거나 감정적으

같은 성격장애25,26)와 같은 만성피로증후군의 선행요인을

로 불안정해지는 정신적인 피로(mental fatigue)와 같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연쇄상 구균 감염, 전염성 단핵구

주관적인 형태로 시작되어 객관적인 기능의 저하가 뚜렷

증, 라임병, 브루셀라증, 간염, 대상 포진과 같은 감염증

해 질 때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측정이

이나27,28)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성 요인29,30)과 같은 유발

13)
쉽지 않다.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피로’를 객관적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발병하게 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안해왔지만, 절대적인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병한 만성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14-17)

기준이 확립되지는 못하였고,

만성적인 피로증상을

22-24)

또는 강

증후군은 낮은 활동성, 낮은 자기 통제력, 부족한 사회적
31-33)

또한 만성피로증후군을 단

개선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 역시 아직까지 모든 환자에

지지 등에 의해 유지되며

게서 사용가능한 효과적인 단일 요법은 개발되지 못한

지 심리적인 것으로만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도 증상을

상태이다.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34)

본

론

2.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
만성파로증후군 치료의 일반적인 목표는 환자가 일상

1.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상을 조절하는

피로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속기간을 기준으

것이며, 직장에 복귀하고 기본적인 대인관계가 유지되면

로 하는 것으로, 지속시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cent

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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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리뷰에 따르면 적절히 치료하여도 대략 7%의 환자

기능 억제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치료목

들만이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대략 39%의 환자들

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52-54)

35,36)
하지만, 발병 2년
은 1∼3년에 걸쳐 증상이 지속된다.

반면, 마그네슘(Magnesium)의 경우 아직 기전을 알 수

이내에 진단하고 치료를 개시하면 약 20%정도의 회복률

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과, 60%에 이르는 개선율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고 있어 한번쯤 고려해 볼만하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에 의심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개시하는 것이 무

대상으로 6주간 진행된 무작위 위약-대조군 시험에서 일

37)

주일에 1 g 정도의 황산마그네슘을 복용한 환자군의 80%

엇보다 중요하다.

오랫동안 만성적인 피로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가 증상의 개선을 보고하였고, 이때 위약을 복용한 환자

‘스피룰리나(spirulina)’라는 남조류나 또는 피로증상을 악

55)
군의 개선 보고는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L-카르티닌

화시킨다고 알려진 ‘당분과 효모’ 등은 그 효과에 대해

(L-Carnitine)의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데, L-카르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가 원

닌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여 분해하는 데에

38-40)

하더라도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개 환자들이 우

결정적 역할을 하는 Dipeptide로서 최근에 건강 보충제로

리 몸에 필수적인 성분을 보충하여 복용하면 피로증상을

여러 분야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물질이다. L-카르티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흔히 복용하는 보충제

닌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

중 대표적인 것이 필수 아미노산인 ‘L-오르니틴(L-orni-

고 있으며56) 더 나아가 L-카르니틴을 보충제로 복용하면

thine)’과 ‘ω-3 지방산’이다. L-오르니틴은 한때 건강보조

CFS 환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식품 업자들이 ‘피로물질을 잡아먹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57) 특히 최근에 96명의 환

광고했으며, 체내에서 발생된 암모니아를 무독성의 요소

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무작위 위약 맹검 시

로 변화시켜 처리하는 요소회로(Urea cycle)의 일부로 아

험에서, L-카르니틴 투약군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르기닌(Arginine)이 분해되면서 생성된다.

41,42)

L-오르니틴

수면 장애 모두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기 때문에 만성

은 운동에 의해 유발된 피로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입증

피로증후군 치료 약제의 후보로서 주목 받고 있다.58) 또

43)
된 효과가 있지만, 만성피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효

한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단계적운동요법(graded

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치료

exercise therapy)’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스트레칭이나 이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3 지방산

완치료 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하고

59)

유익한 효과가

보충제도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서 -6 불포화 지방산이

약 2년까지 지속된다는 보고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3 지방산/-6 지방

별 환자에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8)

등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개

산의 비율과 만성피로증후군의 위중도가 음의 상관관계
44)

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보고

이후 많은 환자들이 복용

결

론

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지방산 보충으로 인한 지
45-47)
멜라토닌(Melatonin)
속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치료 또는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이

역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상당수에서 멜라토닌(Melatonin)

지만, 진료의가 초기에 의심하여 진단하면 치료에 대한

분비가 지연되어 있으며, 잠들기 5∼8시간 전에 멜라토

반응이 좋아지는 질환이다. 신중한 병력 청취, 신체 검사,

닌 보충제(5 mg)를 복용하도록 한 결과 증상이 완화되었

검사실 검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피로 환자의 2/3 정

48)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한동안 멜라토닌

도를 충분히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

보충제가 유행처럼 퍼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

라면 발병에 기여한 요인들을 중심을 치료하는 것이 좋

가 없어 그 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고, 만성적인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라면 단일 치료법만을

다는 보고가

그 밖에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억제제 나 -인터페론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

(-Interferon) 등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발성 피로를 가진 모든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신과

49-51)

스테로이드의 경우 하루에 25∼30 mg 정도

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마그네슘, L-Carnitine, 단계

의 고농도 코르티손을 12주 이상 투여하면 경미한 증상

적운동요법 등을 포함하여 각 치료법의 부작용과 그에 따

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용량과 기간이면 부신

른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고려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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