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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Strategy to Improve Physical Function of Oldest-Ol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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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oldest-old adults over 85 years are increasing rapidly. Major geriatric problems such as frailty, fall, osteoporosis,
sarcopenia, gait disturbance in this population are higher prevalent and more severe than those in older adults under 85 
years. Therefore, strategy to evaluate and manage them with combined medical problems and related impairments should 
be considered to prepare for super 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We introduced comprehensive geriatric physical per-
formance battery to examine a variety of physical function in multidomains, which can be applied to prescribe exercise, 
nutrition and medications as single or combined therapy specific to the level of physical function. It would be desirable 
that modality-specific exercise intervention to prevent from functional decline of oldest-old adults will be integrated with
clinical setting. Eccentric biased strengthening exercise is highlighted as an appropriate exercise intervention for sarcope- 
nic oldest-old because of low energy expenditure and utilization of the aged muscle stiffness. Furthermore, specially de-
signed exercise machines enabling them to do exercise are developed for severe deconditioned patients that can’t parti- 
cipate in the conventional strengthening exercise. Oldest-old adults are expected to become a major patient group in geriatric 
medicine sooner or later.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for oldest-old adults are not different from geriatric management of 
frailty and sarcopenia in general old population. Along with the assessment of the multidomain of physical parameters, 
multidimensional modality-specific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each individual physical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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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의 신체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는 것은 독립적 일상

생활 유지와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데 긍정적 접근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12%에 해

당하는 6,137,702명(남: 2,543,104명, 여: 3,594,598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3,658,353명(남: 1,668,948명, 여: 

1,989,405명), 75세 이상 84세 이하는 2,007,685명(남: 752,730

명, 여: 1,254,955명), 85세 이상은 471,664명(남: 121,426명, 

여: 350,238명), 100세 이상은 2,716명(남: 367명, 여: 2,349명)

이다1). 지금까지 65세 이상을 모두 노인으로 정의하고, 사회

경제적, 의학적으로 고령화 영향을 논의해 왔으나, 점차 노년

층 증가와 함께 초기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활동 수준이 높아

져 이제는 노인 인구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문헌마다 차이

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65-80세, 80세 이상으로 초기 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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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노인을 나누기도 하고,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

로 초기, 중기, 후기 노인, 세 연령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2). 

이 중 85세 이상의 노인들은 초고령 노인으로서 불과 30년전 

만 해도 전 인구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했다. 

1980년에 85세 이상 인구는 5만9천 명에 불과했고, 2000년에

도 17만명이었는데, 2011년도 현재 47만명으로 증가폭이 매

우 가파르며, 2050년에 30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인구

의 7%를 육박하게 된다1). 노인 인구에 대한 평가를 장수도

(longevity index,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초고령자의 비율)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우

리나라 장수도는 6.76 (471,664/6,137,702) 으로 일본 등 선진

국에 비해 아직 높지는 않으나, 초고령 노인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곧 우리나라도 곧 선진국과 유사

한 분포가 예상된다1).

문제는 초고령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이것

은 단순히 건강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꾸준한 만성 질환 관리,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 치매 노인에 대한 요양병원 등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의료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이

들은 만성 질환 이환율, 신체활동의 독립 정도, 치매 유병률 

등 초고령자에게는 매우 높고3,4), 많은 노인들이 노쇠 또는 전

노쇠 상태에 있게 된다5,6).

의료비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초고령 노인의 특성

과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1년 건강보

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8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가 4배나 증가하였다7). 앞으로 의료비, 

간병비용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은 65세에서 84세 이하

의 초중기 노인들과 신체, 정신기능 측면과 생애주기적 측면

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

본 종설에서는 초고령 노인의 역학적 특성과 의학적 측면

에서 특히 신체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고찰하고, 신체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 특징

성남시 65세 이상 노인 중 남녀 인구 1,000명을 표본 추출

한 코호트 연구8)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대퇴사두근의 최대 

근우력과 양측 상지의 악력을 측정했을 때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oldest-old adults)의 경우 근력 감소가 현저했으며, 초기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Table 

1). 여성의 경우는 초, 중기, 후기에 걸쳐 꾸준히 근력 감소가 

진행한 반면, 남성의 경우 중기까지는 근력이 유지되다가 8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간이 신

체활동능력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로 평가한 신체수행능력에서도 여성의 경우 신체활동 능력이 

꾸준하게 떨어진 반면, 남성의 경우 초중기에는 유의하게 감

소하지 않아 85세 이전은 대부분 12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보

이다가 85세 이상에서는 평균 8점 정도로 많은 대상이 신체기

능저하군에 속하게 된다. 성별에 따라 감소 패턴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85세 이상에서는 이전 연령군과 달리 근력이

나 균형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노인들의 주요 

의료 문제와 연결된다. 삶의 질 평가도구(SF-36)의 두 척도인 

정신지수(mental component scale)와 신체지수(physical 

component scale, PCS) 모두 각 연령에서 남성보다 여성에

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는데, 여성은 초기부터 이미 PCS가 

감소되어 있고, 남성은 여성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초고령 노

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실제 기능이나 

통증뿐 아니라,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신체기능 감

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점이 여성에서 나

타나는 전반적 삶의 질 점수 감소와 관계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9).

이러한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특정 활동 수행 정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다. 이는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와 같은 의료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28,406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활동 

동작과 장애에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

상생활 특정 동작의 장애가 증가하며, 특히 85세 이후에는 그 

장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10). 85-90세의 초고령자군에서 

전체 특정 활동들의 장애비율(disability, %)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기본 활동에 해당하는 식사(1.2%)나 치장(3.1%), 

옷입기(4.0%)에 비해서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이동(29.0%), 

집안일(35.4%), 쇼핑(29.0%) 등의 장애 비율이 특히 증가한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비

한 보건의료 자원의 최적화된 분배와 공급을 위해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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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related various changes in early, middle older versus oldest-old
Source Sample Gender Age (yr) Outcomes Quality consideration

Kim et al.8) (n=676)
M=240
F=436

M, F 65+ Grip power
 Oldest-old: 60% of early older power
 Female: similar decrease between 75–84 and 85+
 But, male: more accelerated decreased 85+ than 75–84
Knee extensor strength
 Oldest-old: 60% of early older strength
 Female: similar decrease between 75–84 and 85+
 But, male: more accelerated decreased 85+ than 75–84
Physical function
 SPPB <8 in almost 85+
 Female: similar decrease between 75–84 and 85+
 But, male: SPPB>9 in almost 65–74, 75–84, but SPPB<9 

in almost 85+

Cross sectional study

Lim et al.9) (n=676) M, F 65+ Both MCS and PCS in SF-36
 Female: similar decrease between 75–84 and 85+
 But, male: more accelerated decreased 85+ than 75–84

Population-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 5 years

Guay et al.10) (n=28,406) M, F 50–104 Specific various living activities: 
Compared to the 65–84 age group, the estimated proportion 

of people reporting disability in the 85+ age increased 
exponentially for self-care and domestic life activity

Cross-sectional 
national study

Song et al.15) (n=2,740) M, F 65–102 Frailty index: more prevalent in 85+ than in early and middle 
older

Prospective cohort 
study, 10 years

Yoon et al.19) (n=16,866) M, F 50+ Hip Fracture incidence: more prevalent in 85+ than in early 
and middle older

Retrospective study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PCS, physical component scale; MCS, mental component scale.

같이 초고령 노인의 부족한 부분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확

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가지고 보면, 85세 

이상에서 이전 연령층보다 유의하게 BMI가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자의 체성분 변화를 연구한 기존의 많은 근감소

증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9). 골다공증, 관절 질환 등으로 

초고령 노인의 신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체질량은 더욱 심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남성 노인은 85세 이상 초고령군에서 급격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보이는데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과 관련된 장애

가 심해지고, 균형 기능과 신체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가 초

고령 시기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소견이다. 이는 85세 이상 남성 

노인들의 사망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80세 이상 고령자

들을 3년 동안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grip strength)와 

수행능력(SPPB) 저하군에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

았다11). 반대로 근력과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입원율과 사망률

이 낮았으며, 이는 근육량에 상관없이 유의하였다. 근력과 수

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초고령층의 장애를 줄이고 기대여명

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초고령 노인의 주요 문제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로서 연령, 

성별, 만성 질환, 영양,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내적, 외적 요소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중에 조절 가능

하고 재활 전략에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1. 노쇠

노쇠(frailty)의 개념은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기 어려운 허약한 상태12) 또는 만성 중증 질환으로 인하여 장

기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13)로 제시되었지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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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리적인 예비 능력의 감소라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현재는 자극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으

로 인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예비 능력이 감소하고, 장애나 

낙상, 장기요양 필요성 및 사망 등 여러 건강관련 부정적 결과

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로 정의한다14). 여러가지 평가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쇠, 전노쇠(prefrail), 노쇠 아님

(robust)으로 분류하는데, 노쇠군이 대략 노인 인구집단의 

5-10%를 차지하며, 전노쇠군은 보다 변동폭이 커서 15-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Fried의 5가지 기

준에 악력과 보행속도 등이 앞에서 언급한 데로 하위 20% 이

하에 해당하거나, 20-30대 청년층의 평균의 2 SD 이하를 보

이는 경우가 85세 이상을 기준으로 30-50%에 해당되어 초고

령 노인들의 상당수가 노쇠의 정의에 부합한다15). 따라서 노

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책은 초고령자의 그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1).

2. 낙상

노인에서의 낙상(fall)은 골절, 뇌손상 등 각종 심각한 손상

을 야기하고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만들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한번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가지게 되어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고 신체가 쇠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16). 따라서 낙상 예방과 낙상 후 적

절한 신체기능 회복 및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이차적으로 활동 제한을 가져오게 되며, 낙상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낙상의 두려움은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포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며, 남자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낙상이 아주 많이 

두렵다는 응답이 9%인데 반해, 여자는 18%로 2배 정도 높고, 

낙상의 두려움으로 인한 활동 제한 여부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역시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17).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낙상은 빈도뿐 아

니라, 낙상 후 결과가 초중고령 노인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낙상의 기전도 갑자기 힘이 빠져 주저앉는 

경우도 흔하고, 낙상 후 골절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

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골절 후 

치료를 받아도 절반 이상에서 이전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약 20% 가량은 1년 내 사망하게 된다(Table 1)18,19).

3. 골다공증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한 골다공증은 이미 많

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그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이 연령의 증가

에 따라 빈도의 증가뿐 아니라, 골절로 인한 병적 상태 가능성, 

사망률 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고령 노인일수록 골다공증의 

결과는 더 무서운 것이다20). 여성의 경우 폐경 후 10-15년간 

연평균 1-2%의 골 소실이 생겨 65세에 이르면 약 50%에서 

골 무기함량이 골절 한계치 이하가 된다. 85세 이상이면 거의 

전부에서 골 무기질 함량이 골절 한계치에 이르게 되어 초고령 

여성 거의 대부분 골절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21). 미국 NHANES 

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여성의 약 50%, 남성의 12%가 

골다공증 유병률로 나타났다22). 특히 80세 이상 여성의 93%

가 1회 이상 골절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선진

국의 경우 1990년 조사보다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약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진단, 골다공증 약물 치료 보급 및 환자 

교육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아직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4. 근감소증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쇠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서 

초고령 환자에서 매우 불량한 예후로 작용한다. 1,421명의 대상

자로 한 프랑스 연구에서 근감소증은 45세 이전부터 정상인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며 45세에는 9%이며, 85세에는 64.3%까지 

증가한다23).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5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의 지표로 ASM/Ht2을 이용하여 한계

치를 남자 7.09 kg/m2, 여자 5.27 kg/m2으로 하였을 때, 근감

소증의 유병률은 남자 노인에서 35.3%, 여자 노인에서 13.4%

이었다24).

근육의 양과 기능의 감소는 젊은 나이에서도 신체적 활동

의 감소 및 체질량 지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

과 치료가 필요하다23). 그리고 80세와 85세 사이의 대상자 

1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근감소가 있는 환자들은 67.4%가 사망하였고, 근감소가 없는 



도현경과 임재영: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

J Korean Geriatr Soc 19(2) June 2015  65

환자들은 41.2%가 사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결국 초고령 환자들에서 노쇠, 근감소가 있는 환자들은 

수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25).

5. 보행속도의 요성

최근에 보행속도(gait speed, or walking velocity)가 노인 

환자에서 신체기능 저하의 주요 지표로 관심 받고 있다. 외래

에 방문하는 노인 중에 본인은 별로 아픈 증상도 없는데 예전

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 쫓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 속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지만, 보통 당사자는 잘 인지하지 못한

다. 2011년 Studenski 등26)은 9개의 코호트 연구 결과를 일반

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하여 남녀, 

연령군에 따라 보행속도에 따라 기대여명을 산출함으로써 보

행속도와 사망을 연관지었다. 남녀, 모든 연령군에서 역전 또

는 혼재됨 없이 보행속도가 1.0 m/sec 보다 빠르면, 더 오래 

살았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기능 평가에서 보행속도의 측정은 

“the mouse that roared”, 즉 작고 간단하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연구자와 임상의들의 집중적 조명을 받게 

되었다27). 근감소증 정의에 대한 European consensus에서도 

보행속도 측정을 우선 시행하여 보행속도가 비정상(<0.8m/ 

sec)이면 근육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 유무를 판단하고, 보행

속도가 정상이면 악력을 측정하여, 비정상이면 그 이후에 근육

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 유무를 판단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28).

6. Vitamin D 부족

Vitamin D는 뼈와 근육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 

부족 상태와 기능의 감소와 연관된 보고들이 많다. 최근 노인에

게 특히 활성 vitamin D (25(OH)D)의 부족이 광범위하게 나

타나고 장기간의 결핍이 신체기능과 만성 질환의 이환 등에 영

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노인의학에서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

지 않아 참고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임상 현장에서 초고령 노

인들에게 혈중 활성 비타민 D를 측정하면, 대부분 부족에 해당

하는 20 ng/mL 이하로 측정된다. 65세와 88세 사이 1,237명과 

55세와 65세 사이 725명을 비교한 결과 vitamin D가 결핍된 

환자군에서 기능적 제한이 있었다(odds ratio, 1.7). 노령 인구

에서 vitamin D 결핍은 3년 후 기능적 제한과 관련성이 있었

고 젊은 인구에서는 6년 후 기능적 제한과 관련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vitamin D는 기능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노령 인

구에서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29). 그렇다면, vitamin D

를 보충하는 요법이 효과적인가. Vitamin D 투여에 대한 무작

위 대조군 연구들도 pooled analysis한 연구에 따르면, 고농

도의 vitamin D 투여가 초기 노인에서는 33% 정도 골절 위험

을 낮추며, 7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17%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임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얼마큼 필요한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30). 2011년도 Endocrine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일반 노

인에서 최소 하루에 600이상 보통 800 IU/day의 vitamin D를 

보충할 것으로 권고하였고, vitamin D 부족 상태에 있는 경우 

일주일에 50,000 IU를 8주 동안 또는 하루에 6,000 IU의 vita-

min D를 혈중 25(OH)D 수치가 30 ng/mL 이상 유지되도록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29). 최근 연구에서는 vitamin D 부족 상

태가 사망이나 신체기능 저하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들도 나오

고 있어, 부족 또는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나 vitamin D 부족이 해결된다고 환자의 

전신 상태나 사망률이 감소할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31).

초고령 노인의 관리 및 재활 전략

초고령 노인들은 동반된 주요 장애 상태, 즉 척추 협착, 관절

염, 고혈압, 전립성 비대증, 치매 등으로 찾아오며, 보행 불편, 

노쇠 등으로 외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노인 클리닉에

서는 초고령 노인들의 주요 동반 만성 질환과 장애 등을 일차적

으로 기능적 평가와 재활 치료를 진행하면서, 노쇠, 근감소증, 

영양 결핍 등의 문제들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척추협착증으로 보행 시 파행으로 내원한 85세 환자를 치료할 

때 우선 이학적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척추협착과 다

양한 퇴행성 척추 상태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하지 근위축 및 근감소 정도, 보행속

도 및 균형 능력, 심폐기능 등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

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에서 독립적 수준을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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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다영역에서 신체기능을 위한 노인 

신체활동 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1. 노인 포  신체기능 평가

저자들은 노인의 신체기능을 특별한 장비 없이 쉽게 외래 중

심의 검사실이나 지역사회 조사에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종

합적인 신체활동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Fig. 

1). 노인 신체기능 설문지를 통해 신체활동 및 활동자신감과 

통증관련 기능 장애 등을 평가하고, 악력을 측정한다. 악력의 

경우 외래에서도 간략하게 근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2014년 아

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은 남자 26 kg 미만, 여자의 경우 

18 kg 미만인 경우 근감소증 관련 근력저하가 있는 것으로 본

다32). 간이 신체활동능력검사로 균형기능과 보행속도, 근력을 

측정할 수 있고, 계단오르기 검사로 파워를 측정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400 m 걷기 검사로 유산소 능력을 측정한다. 간이 신

체활동능력검사(SPPB)에서는 균형기능검사로 일반자세, 반일

렬자세, 일렬자세에서 10초간 균형을 유지하여 균형 능력을 측

정한다. 보행속도 측정은 4 m를 보통 속도의 보행으로 걷게 하

고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 근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의자 일어

서기 검사를 하는데, 의자에서 5회 반복하여 일어나 앉도록 하

고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각 부분에 4점 만점 총 12점을 만점

으로 측정하여 9점 이하는 약간의 기능저하, 6점 이하는 경우 

심각한 기능저하로 한다33). 계단 오르기 검사에서는 계단 6-10

개 정도를 가능하면 빨리 올라가도록 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측

정한다. 체중과 계단 높이, 시간들을 변수로 하여 파워를 측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400 m 

보행검사를 시행한다. 400 m를 가능한 빨리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검사 시작 전 후 심박동 수를 측정한다. 힘들다면 1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1번 쉴 때 60초를 넘길 수 없다. 

2번 쉬거나 60초를 넘겨 휴식하게 되면 검사는 종료되고, 환자

가 검사 종료를 원하면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거리를 검사 결

과로 본다34).

2. 고령 노인에게 합한 운동 재 

노인에서 기능저하의 진행은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기능

저하를 늦추거나 멈추고, 일부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

체 운동(physical exercise)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지만, 

기능적 문제를 가진 노인들에게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 

및 향상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 운동 지침은 주로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좋은 지침이나 노쇠 

및 근감소증 환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능을 회

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운동과 함께 영양, 약물 요법들의 

병행, 혼합 요법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 요법도 신체기능 감소 

기전에 입각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들을 고안하여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적 운동 요법들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화근육의 힘과 기능 호전을 도모하는 운동 방법으로 편심 

수축 중심 운동법(eccentrically biased training)이 있다. 편심 

수축은 근력 단위당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힘을 낼 수 있고, 

등척성 운동이나 동심성 운동에 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효과적인 근력 강화가 가능하다35,36). 그리고 우리가 잘 인지하

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일상생활 동작들이 편심 수축에 기반

한다. 이는 편심 수축이 좀 더 기능적 동작이고 재활에 활용하

면 기능 회복에 유리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편심 수축 

운동을 하면 다음날부터 수 일 동안 지연 발생 근통(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때문에 운동 순응도가 떨어져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에서는 아직 그 기

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동 후 지연성 근통증이 

상대적으로 적다36). 또한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내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와상 상태(deconditioned state)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하다37,38).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편

심 운동은 근육 내 조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동심성 운동

에 비해 뚜렷하다39,40). 또한 연령에 따라 동심성 근력 감소에 

비해 편심성 근력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다41). 그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수동적 장력이 노화에 따라 증가하고,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능동적 강직도가 근절 교차결합(sarcomere 

cross bridge)내에서 증가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41). 이

러한 현상은 노인에서 편심 수축 중심 운동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이다. 초고령 노인에서 적절한 편심성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고안한 운동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전자

제어를 통해 몸 중심으로 방향으로 페달이 움직이면 환자는 운

동 장치에 앉아서 수의적으로 미는 힘을 내도록 하면서 편심 

수축을 유발하는데, 이때 수의적 힘을 많이 내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하지 근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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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rehensive geriatric performanc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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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보고되었다42). 이러한 운동기구는 노쇠 노인, 노인 암환

자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반적인 운동 치료로 회복하기 어

려운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기자극을 운동과 접목하는 방법이다. 최대 수

축에 경피적 전기자극을 더하여 측정한 노인의 중추활동비

(central activation ratio)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에 따라 중추신경의 동원력이 떨어

지는 것, 2형 근섬유가 감소한 것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3). 

전기자극을 수의적 수축에 혼합하여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운동

요법이 노인을 위한 새로운 운동방법(modality-specific inter-

vention)이 될 수 있다44).

결   론

초고령 노인은 향후 노인재활 분야의 주된 환자군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와 동반 질환 및 장

애를 잘 파악하고 평가하여 맞춤형 재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신체기능 평가와 내/외과적 관리 및 재

활 치료를 진행하면서, 노쇠, 근감소증, 영양 결핍 등의 문제들

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고령 노인의 관리는 기본적으

로 노쇠, 근감소증에 대한 중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영역

의 신체기능 지표들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 결과에 입각한 

다양한 치료 방법(modality-specific intervention)이 고안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노인의 신체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는 것은 장애 예방과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데 중요하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oldest-old adults)들은 불과 20년전 만 해도 전 

인구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했으나, 최근 그 숫자

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만성 질환 이환, 신체활동의 독립 

정도, 치매유병률 등 초고령자에게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 노쇠 

또는 전노쇠 상태이다. 체성분, 근력, 신체활동 지표, 삶의 질 

등에서 85세 이전 초중기 노인보다 초고령 노령층에서 유의하

게 감소한다. 초고령 노인의 주요 문제는 노쇠, 낙상, 골다공증, 

근감소증, 보행 불편, 비타민 D 부족 등이 있다. 노쇠, 근감소

증, 영양 결핍 등의 문제들을 주요 동반 만성질환과 장애 등의 

평가와 함께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영역의 

신체기능 평가를 위한 포괄적 노인 신체기능 평가 도구의 활용

을 소개한다. 신체기능 저하가 장애로 진행하기 전에 기능저하

를 늦추거나 멈추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영양, 약물 요법들의 병행, 혼합 요법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기

능 감소 기전에 입각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들을 고안하여 임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심성 운동, 전기자극을 이용한 운

동 등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 노화 근육의 강직도를 이용하면

서 에너지 소모가 적은 편심성 운동이 노인들에게 적합하다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노쇠 노인, 노인 암환자와 같이 일

반적인 운동 요법이 적용되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특수 운동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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