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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과 노인증후군의 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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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o-occurrence of Chronic Diseases and Geriatric Syndromes
Chang Oh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In Korea, the proportional population of 65 years and older versus all other ages is increasing rapidly. This trend of growing
aged population is known as aged-society. Further, multiple concurring chronic diseases and geriatric syndromes are the main
problems within elderly care and treatment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chronic clinical changes and their underlying mechanisms of syndromes are essential to many geriatricians and other associated medical specialists. Therefore, geriatricians should
be required to provide comprehensive assessments and care to address complicated health statuses. Clinical recommendations
and advices on the quality of clinical elderly management must be developed to confirm coordina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multiple co-occurring chronic diseases and geriatric syndromes.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possible preventative strategy approaches of elderly care an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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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령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먼저 준비를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중 14% 이상

과거 십여 년 전과 비교하여 노인환자 자신이 느끼는

을 상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으며, 전체 의료비에

마음가짐이나 삶에 대한 태도 및 관점이 많이 달라졌으

서도 노인 환자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40%에 육

며, 노인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목표도 많이 변했다.

1)

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이에 따라 노인환자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증후군을 먼저 소개하고, 노인증후군과 만성질환의 관

대책 마련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련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비단 의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라면 급속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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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인증후군은 노인환자에게서 발생률 및 유병률이 높

론

으며, 한 명의 노인환자에게서 여러 개의 노인증후군이

1. 노인증후군의 개요

동시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증후군이 제

노인환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만성질환이 많이

대로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장애(disability)

동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서로

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영향을 주면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며,

이는 결국 노인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망으

기존의 만성질환에 새로운 질환이 가미되면서 더욱 복

5)
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잡해질 수 있다. 또한 노화에 의하여 노인 특유의 질환
이 발현되어 추가되면 노인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질병
다발성(multiple pathology)이 생겨날 수 있고, 결국 이로
인해 노인환자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노인의학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이야
3)

2. 노인증후군과 만성질환과의 병발
1995년 발표된 국내자료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 노인
2천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3개월 이상 지속된 만
성질환 유병률이 85.9%이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만성

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Medical con-

6)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56.8%나 되었다. 만성질환

ditions in older patients are commonly chronic, multiple and

의 종류로는 근골격질환과 연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

multifactorial.” 바로 이 내용에 노인증후군의 정의가 함

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순이었

축되어 있다. 노인증후군이란 개체의 항상성(homeostasis)

6)
다.

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노인에게 여러 장기 및 기관의 장

이러한 만성질환은 단순히 질환자체로서의 의미도 가

애(disability)가 점차로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다

지고 있지만, 노인환자에게는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하시

인자성 건강상태(multifactorial health conditions)를 의미한

키고 이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

3)

다. 기존에 알고 있는 증후군과 노인증후군과의 차이점

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외국자료이긴 하지만, 65세

은 기존의 증후군은 하나의 원인이나 기여인자에 의하

이상의 노인환자에게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와 가장

여 여러 개의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지만, 노인증후군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연령, 성별, 교육을 받는 정도보다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원인이나 기여인자에 의하

만성질환의 유무였다.7) 또한 연구기간 동안 새로이 진단

여 발생하며 이로 인한 증상은 유일한 하나의 증상으로

되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수록 일상생활의 기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노인증후군의 특징은 여러 인자

더욱 저하되었다. 특히 그 기능의 정도는 치매, 파킨슨

가 서로 결부되면서 연관되지만 하나의 증상표현으로

병 등과 같은 정신신경질환과 체중이 저하되는 질환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욱 심했다.7)

노인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로 섬망(delirium)을 들 수

한편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노인증후군이 기능 저하

있다. 섬망이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갑자기 발생되고 하

및 장애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루 중 증상의 변동이 있으면서 가역적인 변화를 보이는

높을수록, 여성 또는 미혼인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

것이 특징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라는 하나의 임상적 증

을수록 노인증후군의 빈도가 높아지며, 연령이 높을수록

4)

상표현으로 나타난다. 섬망의 원인 및 관련된 기여인자

동반되는 노인증후군의 수가 많아졌다.8) 또한 80세 이상

는 매우 다양하며, 고령, 수면장애, 감각기능의 저하 및

에서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치매 등 기저질환의 악화, 다약물 복용, 탈수 등을 들 수

저하는 55%, 낙상 44%, 실금 39%, 체질량지수의 감소는

4)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 및 기여인자들이 서로 복합적

52%, 어지러움 36%, 시력저하 48%, 청력저하는 38%이

으로 작용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라는 단일 증상으로 표

었다. 그리고 노인증후군을 이미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

현되게 된다. 노인증후군의 다른 예로써 노쇠(frailty), 낙

에게서 인지기능이나 시력저하,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감

상, 수면장애, 어지러움, 실신, 욕창, 요실금 등을 들 수

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8)

8)

있는데, 대부분 노인환자에게서 기존 질환과는 특화되고

특히 노인증후군을 가진 노인환자의 경우, 노인증후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진단으로는 접근하기

군의 수가 많을수록 기능장애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

3)

가 어렵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

다.8)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성별, 교육수준 등 기본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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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동반된 만성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난 것

과적이지 않고, 도리어 환자에게 부담이 되며 질환 자체

으로써, 노인증후군이 기능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

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3) 따라서 정

치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노인

확한 원인이나 질환의 규명이 없더라고 발현되는 증상

증후군이 노인환자에서 삶의 질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

에 대한 우선적인 치료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증후군의

수 있다. 단, 발현된 노인증후군이 특정 원인에 의한 이

관리 및 예방이 노인환자에게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차적인 증상의 표현일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만성질환과 노인증후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한

필히 일차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자료를 보면 만성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25%의 이상

노인증후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질환 발생에 보다 많이

에서 노인증후군을 적어도 하나 이상 동반하였다. 특히

기여하는 인자들이 있다. 고령, 기본적인 인지 및 신체

심부전의 경우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유병률은 낮지만,

기능의 저하, 활동기능의 저하 등이 그러하며, 이들은

심부전을 가진 노인환자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증후

특징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인자들이

군의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2가지 이상의 노인증후군이

다. 따라서 이들의 평가 및 관리방안이 실제 노인증후군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9)

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인지기능, 감정, 의

따라서 기존의 만성질환에 국한된 노인환자의 치료

사소통, 운동 및 기능, 영양, 사회 및 환경 자원 등 의학

및 관리로는 실제 노인환자를 돌보는 데에 많이 부족하

적, 사회적 인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노인증후군에

므로 앞으로는 노인증후군을 고려한 치료와 관리가 필

는 많은 인자들이 관여하므로 의학적인 것뿐 아니라, 사

요하다. 또한 노인증후군에서 공유되는 위험인자 및 기

회적 인자,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

전을 연구함으로써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요하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노인환자가 입원하여 어쩔 수 없이 침상안정이 필요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

3. 만성질환과 병발된 노인증후군의 치료와 관리

하고 격려해야 노인증후군을 치료하고 조기에 예방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에 대한 단순한 내

11,12)
노인증후군이 발생하고 악화된 경우에도
수 있다.

과적 치료만을 진행하지만, 이들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치료가 중요하지만, 신체적 기능에 대하

동반되었다면 각각의 치료에 대한 상호작용 등으로 환

여 적절한 평가와 관리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새로운 노

자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치료는 무척이나 복잡해질 수

인증후군의 발생이나 악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노인 평가(compre-

노인증후군의 핵심인 노쇠의 경우 신체 활동과 기능

hensive geriatric assessment)를 통하여 노인환자를 전반적

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에 있어

으로 고려하는 치료와 관리가 효과적이며, 특히 노인증

서도 근력의 유지 및 적절한 영양 공급과 이의 보완이

10)

이로

필요하다.13) 따라서 노인환자의 경우 규칙적인 유산소운

인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동과 더불어 근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운동요

있다. 비록 노인증후군의 원인과 기여인자가 다양하고

법이 필요하며, 특히 하지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치료와 관

써야 한다.14)

후군을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노인증후군의 경우 기존
의 접근방식처럼 꼭 원인 및 이에 기여하는 인자들을 찾

결

론

아내어 이를 교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괄적 노인평가를 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양한 원인과 기여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
타나는 단일 증상이 노인증후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

노인증후군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
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현실에 맞
는 노인증후군의 현황 및 진단기준 그리고 치료전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자들의 교정과 수정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임상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근거 중심의 진단기준

노인증후군의 원인을 알기 위한 진단적 접근은 비용효

과 치료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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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실제 임상상황에 적용하고, 진단과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해야 하며, 임상적용에
따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증후군의 치료
를 위하여 기존 또는 새로운 약제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제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
요법이나 영양요법의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
리고 상기 전략들의 통합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며, 노인
증후군의 기본적인 병리, 생리학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
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전략의 구성
이 필요하다. 노인증후군의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필요하
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
수적이며 또한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다학제간의 접
근 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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