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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표 

1. 완치 

2. 근치 

3. 유지 

4. 진행속도를 늦춤 

 

1. 암이 있어도 오래 살수 있도록 

2. 암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줄임 

3. 암치료의 부작용을 되도록 적게 

 



‘노인’ 이라도 

암의 종류 
암의 병기 
동반질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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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의 암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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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 입원환자 중 암치료를 받았거나 암을 가지
고 있는 환자 

 

 

40% 



입원기간 중 암 진단 혹은 재발확인 환자비율 

❶ 5% 
❷ 10% 
❸ 15% 
❹ 20%  



30% 

치료를 포기/거부하는 환자 









6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서 위/대장/간/췌장암등 
여성에서도 대장/위/간암등의 소화기암 
 



2009년 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1. 수술은 더 적게 
2. 항암치료는 더 많이 
3.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더 많이 



노인암 역학 

1. 암은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 

2. 소화기암이 매우 흔함 

 

• 젊은 사람에 비해 

 

1. 수술을 적게, 항암치료는 보다 많이 

2. 치료 중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더 자주 

 



도대체 노인암환자는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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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1/3 만이  
건강하다고 
생각 



주변사람과 
비교해도 
1/3 만이  
건강하다고 
생각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노인의  
1/2 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1. 고혈압 
2. 관절염 
3. 당뇨병 
4. 요통 
5. 고지혈증 
6. 골다공증 
7. 백내장 
8. 전립선비대증 
9. 뇌졸중 
10. 협심증 

 
 



노인의  
1/3 이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음.  



노인의  
2/3 가 
3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
고 있음.  



노인의 5명중 
1명은  
1주일에 한번
이상 병원에 
방문함.   



노인의 5명중 
1명은  
1년에 한번이
상 병원에 입
원함.   



노인의  
1/2 이상이  
제대로 운동
을 못함.  



노인의  
1/2 이상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 



정리하면 

1. 1/2 가 3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2. 2/3 가 3개 이상의 약을 먹고 

3. 1/5 은 1주일에 한번 이상 병원에 와야 하
고 

4. 1/5 은 1년에 한번 이상 입원하고 

5. 1/2 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6. 1/2 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1/3 이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2. 노인의 2/3 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질병다발성 



노인병의 임상양상 = 노인증후군 

• 비전형적(atypical) & 기능이상(dysfunction)  
– Weakness/Fatigue 

– Physical function declining(ADL, IADL)  

– Falls/Immobility 

– Incontinence 

– Poor intake, loss of appetite, Wt loss 

– Cognition/Mood Change(confusion, depression) 

 

 진단의 어려움과 지연, 추가적 기능저하, 사망률 증가 



그래서.. 

노인의 질환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 종양학 



근거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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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인암환자는.. 

1. 동반질환이 많다. 

2. 정신건강도 좋지 않으며 

3.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증후군을 동반 

4. 암치료 자료가 많지 않다 

 

 



노인 암 치료 방법 - 수술 



노인 암 치료 방법 

항암치료 





치료 효과 



부작용 



연령에 관계없이  
항암제 치료는 benefit 이 있다. 

그러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더라도 
독성이 낮거나  

저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RFS (무재발생존기간) 







노인항암치료는 표준으로!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소화기암의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 부작용 고려 



노인도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치료에서 고려할 점 

1.기대여명 

2.건강수명 

 



기대여명 



    National Health Statistics. Data from Life Tables of the United State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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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을 최우선으로! 



Heterogeneity of Aging 



건강수명 



숫자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COG Performance Status 
Grade ECOG 

0 Fully active, able to carry on all pre-disease 

performance without restriction. 

1 Restricted in physically strenuous activity but 

ambulatory and able to carry out work of a light or 

sedentary nature, e.g., light house work, office work. 

2 Capable of only limited self-care, confined to bed or 

chair more than 50% of waking hours. 

3 Capable of only limited self-care, confined to bed or 

chair more than 50% of waking hours. 

4 Completely disabled. Cannot carry on any self-care. 

Totally confined to bed or chair. 

5 Dead 

Oken, M.M., et al.: Am J Clin Oncol 5:649-655, 1982 



Conclusions: Neither biologic age nor ECOG PS were robust proxies for 
rigorously measured functional status in this elderly 







Domains of CGA 

포괄적 노인평가 

기본항목 

신체정보 

Comorbidity 

Pharmacy 

TUG 

노쇠평가 

Fried 

Frailty 

Index 

Korean 

Frailty 

Index 

영양평가 

MNA 

활동량 평가 

Physical 

Activity 

Index 

인지기능평

가 

MMSE-DS 

우울증 평가 

GDS 

일상생활 수

행능력 

ADL/IADL 

CGA 의 구성 



CGA 목적 

1. 건강상태의 계량화 

2. 객관적 지표 확보 

3. 호전/악화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
의 확보 

4. 주치의 역할 증대 



CGA(II) – 

• Fried Frailty Index 

노쇠 - Frailty 



CGA(II) –Frailty Assessment 

• Korean Frailty Index 



Low 

Intermediate 

High  

1. Robust 

 

2. Prefrail & 

no risk factor 

1. Frailty 

 

2. Prefrail & 

risk factor≥2 

 

3. Bed ridden 

status 

No low risk & 

No high risk 

  < Risk Factor > 
1. Malnutrition 
2. Inactive activity 
3. Depression 
4. Severe Cognitive 

Impairment 
5. ADL Dependent 

Risk Evaluation of CGA 







입원기간과 노쇠점수 



0.8 1.0 1.2 1.4 1.6 1.8

Fair/Poor Health Status 

Frailty

Geriatric Syndromes

IADL Limitations

ADL Limitation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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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Poor Health Status 

Frailty

Geriatric Syndromes

IADL Limitations

ADL Limitations

Vulnerability

암과 frailty 

Mohile, et al. JNCI, 2009. 



Overall Survival 

QoL IADL 

 

Maione et al. JCO 2005 

삶의 질/독립성과 OS 



1. 예후 예측 
2. 치료 방법 선택의 보조적 수

단 
3. 치료 부작용 예측 
4. 치료 시 유의할 점 파악 
5. 치료 위험도 평가 











CGA 실제 

• 소요 시간: 30분 

• 시기:  

 
① 외래 진료 대기시간/검사 전에 나누어서  

② 독립된 시간에 종합적으로  

 

• 필요도구: 악력 측정기, MMSE 용 질문지 

• 인력: 검사 진행 1인 + 설명 1인 

• 구성: 7개 분야 100여개 질문 

 

 



CGA 시행 전에 필요한 자료 

 

• 다른 과 진료는 무엇을 받고 있는지 

• 타 병원에서 처방 받고 있는 약제 처방전 

• 평상시에 체중을 확인하시도록 

 

 



CGA(I) –기본항목 

 



CGA(III) – 영양평가 

 



CGA(IV) – Physical Activity 

 



CGA(V) –일상생활평가 

 



CGA(VI) – 우울증평가 

 



CGA(VII) –MMSE 

 



검사 방법 – Gait speed 



검사 방법 

• Gait Speed 



세브란스 노년내과 

• TUG – 5m 를 몇 초에 걷는지  



검사 방법 – Hand Grip 



Hand Grip – 세브란스  



비교 

• 나이가 들어서 암치료
를 못 견디실 겁니다.  

• 나이가 들었으니 수술
을 못합니다.  

• 나이가 드시면 원래 
그래요.. 

• 노쇠점수가 낮을수록 
좋은데 4점이나 되서 
암치료를 하기가 어려
울 것 같습니다.  

• 근력이 20 이상은 나
와야 하는데 10 밖에 
안나와서 수술의 위험
성이 클 것 같습니다.  



수가 

처방 수가코드 급여 

GDS  FY719 7,730원 

ADL/IAD
L 

FY685 19,900원 

MMSE F6216 10,860원  

총 합 38,490원 







암환자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 



주치의 역할 

• CGA 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하는 것은 단순한 
검사/처방에 비해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함.  

 

• 따라서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포괄적이
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특정 상황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결론 – 노인에서의 암치료 

1. 노인에서의 수술/항암치료는 표준치료와 
유사 

2. 노인환자의 암치료에서는 나이보다는 기
대여명과 functional status 를 정확히 파
악해야 함.  

3. Functional status 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
인기능평가와 같은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결론 - 노인기능평가 

1. 노인 질환은 매우 복합적임 

2. 복합적인 질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함 

3. 노인 포괄평가는 노인의 신체/정신상태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임. 

4.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음.  

5.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기능평가 도구가 개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