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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중 65세 이상 비율? 

67% 







 ◈  노인관련 질환 증가 
 

▣ 감염성 질환의 (폐렴/요로감염 등] 의 증가 

▣ 노인 암 환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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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암환자에서는 

치료결정, 예후예측등에  

‘노인포괄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Frailty 

 

 

 
• defined as a state of decline and vulnerability in older adults, 

characterized by weakness and decreased physiologic reserve, 
which results in increased risk for multiple adverse outcomes.  

 



노쇠 = 정상적인 노화보다 빨리 나빠지는 병적인 노화 



연령별 노쇠정도 







노쇠평가의 중요성 











노쇠측정 방법 - Fried Index 



FRAIL Scale 





노쇠 스크리닝 평가 

포괄적 노인평가 

기본항목 

노쇠평가 

영양 평가 

우울증 

신체 활동 

MMSE 

전노쇠 (prefrail) : 2점   
 
 







노인환자 평가의 요소와 내용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 

 
포괄적 노인기능평가 



CGA 의뢰 대상자 
• Having multiple problems  

• Major illnesses  
(e.g., those requiring hospitalization or increased home resources t
o manage medical and functional needs)  

• Admitted for a specific medical or surgical reason  
(fractures, cancer, recurrent pneumonia, pressure sores) 

• All patients above a certain age (eg, 75 years) receiv
e preliminary screening to determine whether a full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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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 





화면



Severance CGA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 기본 항목: Fall risk, Comorbidity, Polypharmacy… 

• 노쇠 평가 
– Frailty Screening Test : Robust/ Prefrail /Frail  

– Fried Frailty Index 

– Korean Frailty Index 

• 영양평가: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 활동량 평가: Physical Activity Index 

•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IADL 

• 우울증 평가: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 인지기능 평가: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동영상 









기대효과  

1.  새로운 진단 및 문제점 발견 
2.  약물 복용 숫자 감소 
3.  환자의 신체, 인지, 정서기능 향상 
4.  생존기간 연장 
5.     적절한 통증관리 
6.     치료 중에 발생할 후 있는 합병증 부작용의 예측 
7.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  
8.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 감소와 재원기간 단축 
9.  가정 진료 증가 
10.  의료비 감소  

 

  





CGA @ Severance 
2018년 1월~2019년 8월 

노인포괄평가 수행건수 

월평균: 54명 

연간: 600여명 



CGA @ Severance 

2018년 1월~2019년 8월 

CGA 빈도 분석  

 

-노년내과 입원/외래 

-타과 협의진료 입원/외래 

 

 

*2018/2-2019/2 종양내과 입원환자 

시범사업 실시   



CGA @ Severance 

신경외과 협진 CGA :  
2018년 1월~2019년 8월 

월평균: 11명 

연간: 140명선 –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 





노인과 암 



종양내과-노년내과 협력적 진료제공체계  

• 노인포괄평가 확대를 통한 협력진료 시스템 구축  
– 종양내과 -> 노년내과 협의진료의뢰  

– 폐암 클리닉에서 의뢰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포괄평가 시행 

– 2018년 5월~2019년 2월 

• 총 291명 (폐암이 origin인 환자 231명)  

 



노인포괄평가 분석 결과  

Polypharmacy: 50% 이상이 
5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함 
 
 
Sarcopenia: 50% 정도의 환
자가 보행이 어려움 



노인포괄평가 분석 결과  

Cognitive impairment: 19% 
Depression: 26% 



Moder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frail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length of stay (n = 133) 

Relationship of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to length of stay 

Depression x Frailty 
Excessive Length of Stay 

Effect SE t P-Value 

Normal Robust 1.25 1.13 1.11 0.27 

Normal Prefrail 0.43 0.66 0.65 0.52 

Normal Frail -0.39 1.04 -0.37 0.71 

Risk of depression  Robust -0.48 1.58 -0.31 0.76 

Risk of depression  Prefrail 2.50 0.82 3.05 <0.01 

Risk of depression  Frail 5.50 1.12 4.92 < 0.001  

Model R2     F P-Value 

  0.49     12.94 <0.001 



ECOG vs Frailty 

• 종양내과의료진이 판정하는 ECOG 기준으로는 92% 가 양호한 편 
 

• 노인의학관점에서는 31% 로 60% 차이.  
 



ECOG vs Frailty   

ECOG와 노쇠지표 차이  

• ECOG 가 암환자의 치료 방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CGA 를 고려해 볼 수 있음 

 



ECOG vs Frailty 



진행중인 연구 

• 기존 분석했던 자료(폐암 201명)에서 ECOG와 
CGA 차이와 항암부작용 관련성 

•   

• 면역항암제 (폐암 61명) 1년 추척조사 중  

 



위암 클리닉 CGA 프로토콜 

1. 위암을 진단받은 75세 이상의 환자  중  
2. Adjuvant or palliative 1st line CTx  예정인 
환자가 오면 

3. 노년내과 협진의뢰 
4. 노년내과 외래를 예약 
5. 노년내과 외래에서 환자 설명 후 CGA 진행 
6. 이후 CGA 결과 확인 후 노년내과에서 환자 
설명 후 종양내과 외래를 보실 수 있도록 다
시 안내 

  
 당일 진료 후 바로 CGA 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1주일전에 예약 



 CGA 협진 결과 

• Frailty: 노쇠정도 

• Weight loss and BMI/MNA: 영양상태 

• Grip strength/TUG : 근력 

 

• Geriatrician 의 의견 

• Recommendation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이슈들  
– 입원환자의 경우 노인포괄평가 1건당 방문 및 기록까지 1시간 가
까이 소요되므로 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선별이 필요함 
 

– 당일 퇴원, 다른 검사 일정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검사 어
려움  

–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  
• 노인포괄평가의 경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과 시간
의 소모에 비해 적용의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DNR 또는 Terminal condition인 경우 30분 이상의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나이 관련: 65세 이하 또는 65세 전 후 에서 노년내과 협진이 나
는 경우 환자 대부분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케이
스가 많음 

– 격리 중인 환자 
– 검사 거부 케이스: 나이, 건강상태 등의 이유   
– 인지검사, 우울검사 등 예민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Timed-

up-and-go test 등 공간이 필요하므로 입원환자 검사 시 제약이 
있음  

 



해결방안 

• 해결방안 모색 

• 최소 65세 이상 

•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협진의뢰  

• 격리 중, DNR, 기대여명 등을 고려 

 

• 입원보다는 외래를 통한 협진이 원활  

• 노인포괄평가의 결과에 대해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상담 가능  

• 장소 및 사생활 보호의 문제 등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노쇠노인의 복잡한 문
제를 다루는데 초점  

 
기능상태와 삶의 질 
 
다학제, 팀 접근 
 
환자 중심의 접근  

노인포괄평가 의의 

 
 
 
 
+ 의학적 진단수행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방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assess 후 자료를 통합하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