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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게서 영양 평가와 영양실조의 적절한 관리
전혜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Nutritional Assessment and Proper Management of Malnutrition
in Elderly Patients
Hyejin Chu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A weight loss of more than 5% in the period of 6∼12 months in elderly patients i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mortality
and morbidity of chronic diseases. In addition, anorexia and malnutrition are common problems among the elderly. The structural
approach is urgently warranted to identify the causes of weight loss and its treatment among the elderly. Brief screening of
nutritional problems is a feasible clinical tool of predicting short-term mortality rate of elderly patients. Good nutrition status
prevents the progression of chronic diseases, but also, promote physical independence and well-being in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 physi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aging process, pathological factors (acute or chronic pathological conditions), environmental factors (limited income sources and amounts, impaired cognition or limited health literacy, social isolation, access to
grocery store, cooking ability and transportation availability) and iatrogenic factors (adverse drug reactions) contribute to malnutrition as single or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In a real practice, it is not uncommon that these factors are underestimated
or are unrecogniz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identifying these factors in the
elderly to prevent or treat malnutrition in the elderly. We implement nutritional support interventions applying the algorithm
combined with the above comprehensive evaluation. Various nutrition support interventions can be provided empirically to the
malnourished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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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만성질환 이환 위험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건강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노화,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2017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이 증가되고 있다. 노인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신체기능

로 진입함에 따라 10년 이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

의 저하, 치매, 우울증, 독거 등과 더불어 식욕부진,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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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조 등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루 1,000 kcal 미만을 섭취하고 있으며, 노인의 50%는 칼로

상된다. 영양소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에

리뿐만 아니라 비타민 및 미네랄을 영양권장량(recom-

게서 경구섭취 저하로 인한 영양부족은 만성질환 이환

mended dietary allowances)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다[2]. 하

율, 입원율 및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 우

지만 노인의 영양섭취 부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잘 밝

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노인의 식품 섭취 조

혀져 있지 않으며, 생리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및 질환

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은 하루 권장 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구섭취를 감

량 섭취량(남성 2,000 kcal, 여성 1,600 kcal)의 75% 미만

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Table 1).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

으로 섭취하고 있어 영양섭취에 문제가 있는 식욕부진

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가역적 원인들에 의

과 영양실조는 노인에게서 흔하게 동반되는 문제라고

해 경구섭취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볼 수 있다[2].

원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4].

영양실조란 에너지, 단백질 및 기타 영양소들의 부족

노인에게서 치아를 포함한 구강 상태는 경구섭취량을

혹은 과잉으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신체 조직, 구성 성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므로 노인 환자를 진료할 때에

분 및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노인

는 치아 및 구강 상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화에

에게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영양실조는 단백질 에너지 영

따른 시각, 후각, 미각 등 감각기능의 저하와 과도한 칼

양실조(protein energy malnutrition)로 인체의 기초적인 대

로리나 염분의 제한으로 인한 음식 맛의 저하 역시 경구

사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는 단백질의 양

섭취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실제로 노인 환자에

이 불충분한 영양 상태를 의미한다[3,4]. 일반적으로 노
인 인구에서 영양실조 유병률이 일반 성인집단에 비해

Table 1. Factors contributing to inadequate nutrition in elderly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 집단에서도 지역사회

Physiologic
Impaired strength/aerobic capacity
Impaired mobility/dexterity (arthritis, stroke)
Impaired sensory input (smell, taste, sight)
Poor dentition/oral health
Malabsorption
Chronic illness
Alcohol
Drugs (eg, SSRIs, NSAIDs, digoxin, opiates, levodopa, antibiotics, metformin, iron, others)
Psychological
Depression
Bereavement
Anxiety, fear, paranoia
Dementia
Socioeconomic
Fixed income
Reduced access to food (social isolation, inadequate storage facilities, inadequate cooking facilities)
Poor knowledge of nutrition
Dependence on others (caretakers, institutions)
Acute illness/Hospitalization
Failure to monitor dietary intake and record weights
Failure to consider increased metabolic requirements
Iatrogenic starvation (eg, NPO for diagnostic tests)
Delay in instituting nutritional support

에 거주하는 건강한 75세 미만의 노인과 비교하여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영양실조 위험이
더 증가한다[5]. 노인에게서 식욕부진으로 인한 영양실
조는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근육량 감소, 대사
율 저하로 만성질환 발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다시 식
욕부진을 악화시켜 더 심한 영양실조를 유발한다[3]. 그
리고 영양불균형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글에서는 질환 발생 이전에
영양불균형을 해결하고 식욕부진-영양실조-근감소증-만
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노년기 삶
의 질을 높이며,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영
양 평가 및 식생활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6].

본

론

1. 식욕부진 및 영양실조의 원인
노인에게서 영양실조는 영양소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다량영양소
(macronutrients) 및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량영양소
(micronutrients)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1/3
정도를 섭취하며, 지역사회 거주 노인 중 16∼18%가 하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tibitor;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orley JE. Curr Pharm Des
2007;13:3637-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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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질환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식사를 하는 경우 질환

와 함께 경도의 식욕 감소가 있고 그로 인한 경구섭취의

의 예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구섭취량만 감소시

감소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평균 에너지 섭취는 20세

킬 수 있다. 따라서 음식의 맛, 선호도, 단단한 정도, 온

성인에 비해 30% 정도로 감소한다[7]. 하지만 노인에게

도 등을 고려한 식사 준비로 경구섭취를 증가시키도록

서 식욕부진은 단백칼로리 영양실조와 체중감소의 주요

한다. 그 외에도 공복감에 대한 주관적 상태, 식사 전 위

한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급

용적,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의 여부 및 수에 따라서도

성질환의 발병이나 치아와 구강장애가 없는데 3일 이상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울증

제공되는 표준 1인분의 50% 이상 음식섭취가 감소하는

은 노인에게서 체중감소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경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보고, 이를 ‘노화에 의한 식욕

며 배우자와의 사별, 독거 등으로 더 악화될 수 있으므

부진(anorexia of aging)’이라 정의한다[7]. 식욕부진의 정

로, 누군가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식사시간 동안 자리를

의,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유병률에 차이가 있지만, 평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영양학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균 78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다. 노인에게서 급성질환의 이환은 열량과 영양소에 대

평균 21.2%의 노인에게서 식욕부진이 있고, 지역사회에

한 요구량을 높이고, 소화기능과 배설에 변화를 발생시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급성질환 혹은 재활치료를 위해

킬 수 있다. 또한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환경적 변화는

입원한 노인의 경우에 특히 식욕부진 유병률이 높았다

경구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질환으로 인해 신체 예비

(여성 33.3%, 남성 26.7%) [8]. 일반적으로 식욕부진이

력 저하 및 급성질환 회복의 지연과 같은 악순환을 일으

있는 경우 연령이 더 높고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요리하

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는데 더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식욕을 평가하는 도구로 Appetite, Hunger and Sensory

2. 식욕부진 및 영양실조의 평가

Perception (AHSP),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
(SNAQ) 등이 있다. SNAQ은 식욕에 초점을 맞춘 평가도

1) 식욕부진 평가

구로 AHS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14점 이하일 경우

식욕은 일생 동안 계속 변화하는데 정상적으로 노화

6개월 이내 5%의 체중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다[9-11].

Figure 1. Weight loss evaluation algorithm. Adapted from the textbook of Jeffrey B Halter.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2008: p.511-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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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영양상태 평가

할 경우 식사량, 체질량지수, 체중감소, 신경정신과적 문

불충분한 에너지 섭취로 인한 식욕부진 외에 근육량

제, 거동 여부 및 본인의 건강 인지도 등 6개의 문항으

과 피하지방량의 감소로 영양실조를 의심해볼 수 있다.

로 구성된 축약형 간이 영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

특히 관자놀이, 흉근, 등세모근 및 대퇴부 사두근의 근육

ment-short form, MNA-SF)를 시행하도록 한다. MNA-SF

량과 눈가나 삼두근의 피하지방량을 통해 감소를 확인

는 10분 이내에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에 유용하

할 수 있다. 체내 수분이 축적되는 부종이 동반되거나

게 이용될 수 있다. MNA-SF 11점 이하일 경우 영양문

악력 감소와 같은 기능저하가 동반될 경우에도 영양실

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13].

조를 의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포의 재생이 빠른 피

(3) 혈액학적 평가

부, 모발, 구강점막 등에 대한 관찰도 영양상태를 파악하

혈청 알부민은 일반적으로 영양상태와 관련 있는 지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영

표로 이용되었지만 반감기가 약 20일로 길어, 최근에는

양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지표는 체중감소이다[4,8]. 6∼

트랜스페린(반감기=10일) 또는 프리알부민(반감기=2∼

12개월 사이에 5% 이상의 체중감소는 유병률과 사망률

3일) 검사를 이용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보충에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체중감소와 함께

따른 추적검사 할 것을 권고한다[15]. 하지만 염증질환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등 경구섭취가 어려운 증상

또는 간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

이 동반될 경우 적절한 평가와 집중적인 영양관리가 필

에도 감소할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16]. 비타민

요하다(Figure 1). 하지만 의미 있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A와 아연 등 미량영양소의 평가에 레티놀결합단백질이

노인의 25% 정도에서 체중감소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

이용될 수 있으나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근거

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무분별

가 부족하다. 그 외에도 체내 염증상태를 반영하는 백혈

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임상소견에 따라 필요한 검사

구, 총림프구수, C-반응단백질이나 단백섭취량과 질소의

를 선별하여 시행하고 식사 강화를 권하면서 주의 깊게

소변배출량을 통해 산출하는 질소 균형을 통해서 간접

기다려보는 것을 우선 권고한다[4].

적으로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기능학적 평가

3) 영양상태 평가

영양실조 위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근육강도가 감소

(1) 식사섭취 평가

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감소가 발생한다. 일어나 걷

경구섭취량과 식습관에 대한 평가는 영양문제의 원인

기(timed up and go)를 시행하거나, 보행속도, 의자에서

을 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섭취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한다[12,13]. 간단하게 평
소 음식섭취량과 변화 여부를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면
담을 통해 질문하는 경우 절대적인 식사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정확한 식사섭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회상법(24 hour recall method), 음식일기(food diary), 음식섭취 빈도 설문(food frequency questionnaire) 등을 이용한다
(2) 영양상태 평가
식욕부진과 영양실조와 같은 영양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다(Table 2)
[14]. 간이 영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가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인에게서도 타당성이 입
증되어 포괄적으로 노인 영양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MNA 18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24점 미만의 경우
영양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

Table 2. Instruments for nutritional screening and assessment

Screening tools
Birmingham nutrition risk score
Malnutrition screening tool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
Maastricht index
Nutrition risk classification
Nutritional risk index
Nutritional risk screening 2002
Prognostic inflammatory and nutritional index
Prognostic nutritional index
Simple screening tool
Short nutrition assessment questionnaire
Nutrition assessment tools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Adapted from the article of Benoist et al. J Visc Surg 2015;
152:S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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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등 근위부 근력에 대한 평가로 영양문제에 대

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량씩 식사를 자주 하고 식

한 위험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결과에 영

사 사이에 간식을 하는 것도 경구영양 섭취를 늘릴 수

향을 미칠 수 있다. 진료실에서 가장 유용하게 영양위험

있는 방법이다. 단백질 섭취의 경우에도 한번에 많이 섭

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학적 평가는 악력계(handgrip dy-

취하는 것보다 식사 때마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노쇠

namometer)를 이용하여 전완근육의 악력을 측정하는 것

한 노인환자의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18]. 노쇠한

이다[17].

노인에게서는 최소 단백질 권장량인 체중 1 kg에 0.8 g
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를 권한다. 고혈압, 당뇨

3. 식욕부진 및 영양실조의 치료

병 등 기저질환 때문에 염분이나 칼로리 섭취를 제한할

영양학적 중재는 식욕부진이나 영양실조를 가지고 있

경우 질환으로 인한 예후를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오히

는 노인 환자에게서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

려 경구섭취량 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식사제한

나, 부적절한 처치는 오히려 예상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은 가능한 최소화한다[14,15].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양학적 중재를 고려할 때는
병태생리를 고려하고 현재의 영양문제가 지속되었던 기

2) 경구 영양보충제

간, 부족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보충하고 환자의 선호

구강 및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노쇠한 노인에게 경구

도와 삶의 질을 고려하여 권장 섭취량에 맞는 영양적 조

영양보충제의 공급은 에너지, 단백질 및 영양소 섭취 증

치로 중재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Table 3) [12].

가로 체중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류신
(leucine)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을 강화한 보충제를 공급

1) 식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할 경우 식사 상담보다 영양 섭취 개선에 우월한 효과가

경구섭취량 증가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있고 신체기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에

방법은 식사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다. 음식의 형태, 맛,

서도 노쇠한 노인을 대상으로 400 kcal 경구 단백질보충

질감 및 제공되는 음식의 농도, 온도에 따라서 섭취량에

제 200 mL를 12주간 복용할 경우 복용하지 않은 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변화 없는 단조로운 식사는 식욕

비해서 신체기능의 향상이 확인되었다[19]. 경구 영양보

을 오히려 감소시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충제의 공급은 같은 열량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단백질

를 요한다. 단조로운 식사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음

을 비롯한 다른 영양소들을 잘 공급할 수 있고 신체기능

식에 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음식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

외에도 입원환자의 재원기간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비
Table 4. Adverse effects of orexigenic agents

Table 3. Approaches to implementing nutritional support

Agent

Adverse effects

Available interventions

Factors to consider

Enhance oral intake
• Frequent meals, snacks
• Provide favorite foods, fortified foods, minimize/remove dietary restrictions
• Feeding assistance
• Protein-calorie supplements
• Multivitamins
• Appetite stimulants
Anabolic agents
Enteral nutrition
Parenteral nutrition

Degree of baseline protein-calorie depletion
Current intake relative to requirements
Expected duration of inadequate
nutrition
Effect of intervention on clinical outcomes
• Potential benefits
• Potential adverse effects
• Burden of intervention
Potential for reversibility
Quality of life
Patient care preferences

Dry mouth, drowsiness, dizziness, loss of
coordination
Megesterol
Fluid retention, nausea, diarrhea, delirium,
thrombosis
Glucocorticosteroids High blood pressure, high blood sugar,
gastritis, GI bleeding, osteoporosis, depression, decreased libido, adrenal insufficiency
Cannabinoids
Nausea, tachycardia, red eye, dependence
Testosterone
Erythrocytosis, benign prostate hypertrophy, stimulate growth of prostate cancer, liver toxicity, gynecomastia, fluid retention
Growth hormone
Arthralgia, edema, insulin resistance, tumor
growth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orley JE. Curr Pharm Des
2007;13:3637-47 [10].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orley JE. Clin Geriatr Med
2002;18:853-6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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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20]. 경구 영양보

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의 억제를 야기

충제를 처방할 때에는 에너지와 단백질 밀도가 높은 것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을 되도록 적은 양으로 처방하고 운동을 하게 할 경우
근육량 증가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21].

테스토스테론은 체중의 증가 없이 근육량을 증가시키
고 이와 함께 근력과 골밀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
다[24].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노인 남성에게서 식

3) 약물요법

욕저하 및 근육량 감소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성

(1) 식욕촉진제(orexigenic agents)

장호르몬과 인슐린성장인자-1은 인체에서 다양한 효과

식사 상담과 교육에도 경구섭취량이 증가하지 않는

를 나타내지만 노화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우 식욕촉진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충할 경우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 촉진효과를 기대해

서 처방할 수 있는 식욕촉진제들 대부분은 개발 초기에

볼 수 있다[25]. 이러한 호르몬 치료들은 항노화 효과도

사용되었을 때 목표로 했던 치료효과 외에 식욕 또는 체

함께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적 비용이나 투여의 불편

중증가 작용이 밝혀지면서 식욕촉진을 위해 사용하게

및 부작용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서의 임상적인 사용은

되었다. 하지만 이들 약제들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있으

제한적이다.

므로 주의를 요한다(Table 4) [22].

(3) 기타

Megesterol acetate는 프로게스테론 합성 유도체로 인터

어유와 견과류에 들어있는 eicosapentaenoic acid와 doco-

루킨-6, 종양괴사인자- 등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감소를

sahexaenoic acid 등 -3 고도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일으키는 염증시토카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이나 후천

fatty acids, PUFAs)는 간에서 초저밀도지질단백질과 중

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서 식욕촉진 효과를 기대해 볼

성지방 등 지방생성을 억제하고 nuclear factor-kappa B를

수 있다[23]. 또한 시상하부에서 신경펩티드 Y의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촉진하기 때문에 식욕부진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노

진행된 암으로 체중감소를 가진 악액질 환자에게서 -3

인에게서도 식욕을 자극하여 체중을 증가시키거나 삶의

PUFAs는 식욕과 삶의 질 지표을 개선시키고 체중을 증

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8주

가시켰다. -3 PUFAs를 적어도 하루 1.5 g 이상 섭취할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체액저류 및 정맥혈전색

때 영양상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 혹은 고

전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용량 -3 PUFAs 공급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입증되지

1세대 항히스타민제 염산사이프로헵타딘은 부가적으

않았다.

로 세로토닌 길항작용을 가지고 있어 식욕부진 환자에

노인에게서 우울증은 식욕저하와 체중감소를 야기하

게서 자주 처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진정, 어지럼, 소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르아드레날린 길항 및 세로토

변저류, 추체외로 증상 및 섬망 등 부작용 발생의 가능

닌 작용 효과가 있는 mirtazapine 투여로 식욕 상승을 기

성이 있어 노인에게서 투여금기 약물로 되어 있다.

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이 없는 노인 환자에게서

Dronabinol, marinol, nabilone 등 합성 마리화나 성분인
cannabinoids는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오심, 구

단순히 식욕과 체중증가를 목적으로 mirtazapine을 처방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토, 섬망 및 운동실조 부작용이 있으나, 암이나 후천성면

Metoclopramide, mosapride, domperidone 등 도파민 길항

역결핍증과 같은 악액질(cachexia) 환자에게서 기분개선

작용을 하는 위장관운동촉진제들(gastroprokinetics)은 노

과 식욕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로 인해 위장관운동성이 감소한 노인 환자에게서 위

(2) 단백동화제(anabolic agents)

배출속도를 높이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사

볼 수 있다. 하지만 추체외로 증상, 섬망 등 부작용이 있

지를 제외한 복부에 지방을 축적하여 체지방을 재분배

으므로 질병 및 현재 상태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

하고 식욕을 증가시켜 체중증가 효과를 가진다[24]. 노
인에게서 삶의 질과 기능상태의 호전을 가지고 올 수 있

4. 영양지원(nutritional support)

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이차성 골다공증, 슬관절과 고

식욕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경구 영

관절의 골괴사, 소화성궤양, 감염 및 시상하부-뇌하수체-

양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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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tritional support algorithm. Adapted from the textbook
of Jeffrey B Halter.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2008. p. 511-25 [31].

경구영양(parenteral nutrition)을 통한 영양지원을 고려한

다. 정해진 주입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튜브 사용으로

다. 경구 영양섭취가 부족한 환자에게서 영양지원은 예

인해 구역, 구토, 설사, 변비, 흡인, 고혈당 및 영양재개

후를 호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적응증에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선택하거나 주입방법을 잘 지키
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저질

2) 비경구영양

환 종류, 중증도, 환자의 선호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

장관영양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중심정맥과

행 여부를 결정한다(Figure 2) [27]. 일반적으로 비경구

말초정맥을 통한 영양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

영양보다 장관영양을 선호하며, 영양상태가 호전되어 경

양상태를 호전시키고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를 어

구섭취가 가능하면 영양지원을 중단한다.

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고혈당, 전해질불균형, 감염
과 그로 인한 패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1) 장관영양

에 입원한 노인환자에게서 영양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

장관영양은 7일 이상 경구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튜브

우라면 가능한 경구섭취를 권장한다[30]. 그 외에도 비

를 통해 위장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

경구영양 공급기간이 7일 이내로 예상되거나, 혈역학적

한 튜브는 예상되는 영양지원 기간과 흡인 위험도 및 위

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경구영양 공급이 금기이다.

장관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28]. 30일 이내 영양지원

하지만 단백칼로리 영양실조로 경구섭취가 불충분한 경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코위관(nasogastric tube)을 사용한

우에는 빠른 영양상태 호전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입

다.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의 유지 측면에서 볼 때, 비경

원 수일 이내 비경구영양을 통한 영양지원을 시작한다.

구영양에 비해 장관영양은 보다 생리적인 영양 공급 방

중심정맥을 통한 비경구영양의 경우 기흉, 동맥파열, 출

법으로 고혈당 위험이 적고 경제적이며 비침습적인 방

혈과 혈흉 등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만약 7∼14일 이내

법이다[29]. 하지만 4주 이상의 장기간 정맥영양이 예측되

단기적인 비경구영양 공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는 경우에는 경피적으로 위조루관(percutaneous gastrostomy

말초정맥을 통한 영양공급을 시행한다.

tube)을 삽입하여 영양지원을 한다. 비협조적이거나 치
매나 섬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위관을 스스로 뺄 수

결

론

있어 단기간 영양지원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비경구영양
을 병용하고 장기간 영양지원이 예상된다면 경피적 위

노인에서 영양실조는 식욕부진에서 시작하여 체중 감

조루관 삽입을 계획한다. 위조루관은 내시경이나 투시 X

소, 근육감소, 기저질환의 악화 및 만성질환 발생으로 진

선 혹은 초음파와 같은 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삽입한

행할 수 있는 흔한 문제이다. 적절한 영양관리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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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속 악순환되어 노인
에게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기저질환의 악화
로 인해 입원율 및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영양실조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세밀한 병력청취
를 비롯한 평가가 필요하다. 포괄적인 영양학적 평가에
도 불구하고 25% 정도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지만, 노인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 및 기능상태를 호전시키고 건강노화를 달
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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