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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노인 입원 환자의 포괄적 노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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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for Elderly Orthopedic Inpatients Consulted 
by Geriatric Medicine in a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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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more elderly patients are being hospitalized than before. Thus, a com-
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medium is needed to carefully evaluate geriatric patients. The author’s university hos-
pital has a geriatric medicine team to where patients are referred for comprehensive evaluations. Their services will 
be introduced here.
Methods: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the team performed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s comprising 
of a thorough review of systems, physical examination, and surveys, and reviewed past medical records of the elderly 
hospitalized patients aged 65 or over, referred from the Department of Orthopedics.
Results: Of total 58 patients, 4 patients (6.9%) had severe dysfunction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ith the score 
of 16 or higher. Twenty-two patients (73.3%) had cognitive impairment or dementia upon assessing cognitive function 
after excluding those previously diagnosed with dementia or those within 5 days after surgery, thus predisposed to deli-
rium who had tested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for cognitive function level test. Fifteen patients (31.3%) had mild 
depression, while four (8.3%) had moderate depression; and 37 patients (67.3%) were at moderate risk and five (9.1%)
we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delirium. 
Conclusi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functional status of elderly hospitalized patients was helpful in detect-
ing medical problems other than the initial diagnosi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elderly patients we assessed were 
suspected to have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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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은 2010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1.3%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1),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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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consultation for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며, 202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이처럼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외래는 물론, 입원 환자들 중에도 노인 환

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원은 노인에서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약 30-60%의 노인 환자가 입원 

2일 이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새로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 상실을 경험한다3,4).

노인 환자의 기능을 평가할 때에는 신체적(신체적 질병), 

정신적(인지기능), 정서적(우울감), 사회적(사회적 고립 정도, 

배우자 유무)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정확한 평가가 가

능하고, 그에 따른 향후 치료와 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효과

를 추정할 수 있다5). 따라서 노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올바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질환 평가와 기능 평가를 함께 

시행하는 포괄적인 노인 환자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노인 환자

에 대한 진단적 평가의 기본 방법이 된다6). 포괄적 노인기능

평가를 조기에 도입하여 중재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노인 환자

의 재입원율, 기능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일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

인 노인 환자들 중 노인기능평가를 위해 노인의료팀으로 의뢰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기능평가를 시행하여 노인

의료팀 활동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정형외과

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들 중에서 가정의학과에 노인기능

평가를 위해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 및 신체검사와 설

문조사가 포함된 포괄적 노인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를 시행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기존의 의무기록지

를 조사하였다.

2. 방법

1) 노인의료팀의 소개

(1) 구성

노인의료팀은 가정의학과 교수(2명)와 전공의(2명), 정형

외과 교수(1명), 재활의학과 교수(1명), 한의사(1명), 물리치료

실 치료사(4명), 수간호사(2명), 사회 복지사(3명), 약사(3명), 

영양사(2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2) 활동

① 포괄적 노인기능평가(가정의학과)

정형외과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정형외과 교

수진의 판단에 따라 노인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환자에 대해 가정의학과에 의뢰되면 가정의학과 전공

의 및 교수가 환자에 대한 포괄적 기능 평가 후 회신을 하였다

(Fig. 1).

② 전체 회의

월 1회 노인의료팀 회의를 통하여 노인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시행하였다. 주 내용은 입원 중인 환자 및 

퇴원한 환자 중, 논의가 필요한 환자의 위험 요인 평가(가정의

학과),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재활의학과, 물리

치료사, 영양사)과 퇴원 후 관리(약사, 사회사업팀)에 대한 토

의를 시행하였다.

2) 포괄적 노인기능평가에 사용된 평가도구(Appendix. 1)

평가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진단명, 수술명: 의무기록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2) 과거병력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의무기록지를 통해 조

사한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확인하였다.

(3) 예방 접종력: 독감 및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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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진: 환자 및 보호자를 통해 기억력 변화, 낙상의 과거

력, 요실금, 감정 변화 등이 있는지 물었다. 

(5) 주거 환경: 동거 가족 관계 및 주거 환경(화장실 미끄럼 

방지 패드 유무, 층 수, 계단 유무) 조사를 하였다.

(6) 신체진찰: 신체 전반에 걸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진찰

하였다.

(7) 일상생활기능: 입원 전(외상 발생 전) 일상생활활동을 

기준으로 질문하여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

회에서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K-ADL)로 측정하였다8).

(8) 인지기능 

    ①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를 연령, 교육 연한을 고려한 진단기준표를 제시한 

‘MMSE의 한국 노인 정상 규준 연구’의 기준에 따

라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MMSE-KC)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로 평가하였다9).

    ②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는 한

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로 정상 소견을 보

이는 경도 인지 장애를 검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

법이다. 단기기억, 시공간 능력, 수행력, 집중-작업

기억, 언어, 지남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기

억 5점, 시공간 기능을 보기 위한 시계 그리기 3점, 

3차원 블록 그리기 1점, 수행력을 보기 위한 검사

로 trail-making B 1점, 언어유창검사 1점, 2-item 

verbal abstraction task 2점으로 구성되었고, 집

중력을 보기 위한 항목으로, 집중력 유지검사 1점, 

숫자 차례로 빼기 3점, digit forward 및 back-

ward 각각 1점, 동물이름대기 3점과 복잡한 문장 

따라 말하기 2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6

점으로 총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10). 우리나라에

서는 2008년 표준화되었으며, 22점 이하일 경우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11).

(9) 우울증: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단축형(GDSSF-K)

    노인 우울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1996

년 개발한 노인우울척도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

하였다. GDSSF-K는 정서적 불편감, 비판적 사고 및 

불행감 등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

니오’의 양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형 항목에 

‘예’라고 응답하면 0점,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1점으

로 처리하고, 부정형 항목에 ‘예’라고 응답하면 1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GDSSF-K

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점이며, 우울 정도가 심할수

록 높은 점수를 보인다. 0-5점은 정상, 6-10점이면 

경증 우울 상태 의심, 11점 이상 시 중증 우울 상태 

의심으로 분류하였다12).

(10) 섬망 위험도

    1993년 Inouye가 개발한 섬망 위험척도에 따라 시력 

장애 유무, 혈중 요소 질소(blood urea nitrogen)과 

크레아티닌 비율이 17% 이상 되는지 여부, 심한 질병 

유무(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 

tion II score, 16점 이상), 인지장애 여부(MMSE score, 

24점 이하)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위험 인자 개수

를 측정하여 해당 없을 경우 저위험군, 1-2개의 경우 

중등도 위험군, 3-4개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

다13).

결   과

1. 연구 상의 특성

총 14개월 동안 58명의 정형외과 입원 노인 환자들이 평가

되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5.1세였으며, 남성은 16명

(27.6%), 여성은 42명(72.4%)이었다. 32명은 고관절 수술, 22

명은 무릎관절 수술, 2명은 척추 수술, 1명은 발목관절 수술을 

위해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다. 학력 사항은 무학인 

환자가 12명, 6년 이하가 28명, 6년 초과인 경우가 18명이었

다. 대상자들 중 35명이 고혈압으로, 12명이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다. 그 외 3명은 치매, 1명은 우울증, 3명은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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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58)
Variable No. (%)
Sex  
  Male 16 (27.6)
  Female 42 (72.4)
Age (yr)
  65–69 16 (27.6)
  70–74 16 (27.6)
  75–79 10 (17.2)
  80–84  9 (15.5)
  ≥85  7 (12.1)
Years of education
  No education 12 (20.7)
  1–6 28 (48.3)
  >6 18 (31.0)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35 (60.3)
  Diabetes mellitus 12 (20.7)
  Dementia  3 (5.2)
  Depression disorder  1 (1.7)
  Parkinson’s disease  3 (5.2)
  Heart disease  8 (13.8)
  Stroke  7 (12.1)
  Thyroid disease  2 (3.5)
  Cancer  6 (10.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The status of K-ADL, GDSSF-K, Delirium index, and 
vaccination history
Variable Value
K-ADL score  
  7–15 54 (93.1)
  ≥16 4 (6.9)
  Mean±SD  8.9±3.5
GDSSF-K score*  
  0–5 29 (60.4)
  6–10 15 (31.3)
  ≥11 4 (8.3)
  Mean±SD   4.7±4.0
Delirium index†  
  0 13 (23.6)
  1–2 37 (67.3)
  3–4 5 (9.1)
History of vaccination  
  Influenza
    Yes 32 (55.2)
    No 22 (37.9)
    Uncheckable 4 (6.9)
  Pneumococcus
    Yes 14 (24.1)
    No 38 (65.5)
    Uncheckable  6 (10.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K-ADL,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Ten patients who did not answer were excluded. †Three patients 
who did not answer were excluded.

8명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7명은 뇌졸중, 2명은 갑상샘 질

환, 6명은 악성 종양 등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상태

였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의 개수는 1개인 환자가 28명, 

2개는 17명, 3개는 1명, 4개는 3명이었다(Table 1).

2. 포  노인 평가 검사 결과

정형외과에서 노인 평가가 의뢰된 후 평가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의뢰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2건, 평가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5건을 제외하고 3.6일이었다.

1) 일상생활기능(K-ADL)

입원 전 또는 외상 전 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환자 및 보호자

에게 질문하여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58명 

환자의 평균은 8.9였고, 16점 이상의 중증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던 환자는 총 4명(6.9%)이었다(Table 2).

2) 인지기능 검사(MMSE-KC, MoCA-K)

전체 58명의 환자 중 MMSE-KC는 55명, MoCA-K는 44명

에서 실시되었다. MMSE-KC와 MoCA-K 모두 평가되지 않은 

환자 3명 중 1명은 청력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여 평가하지 못하였고, 1명은 MMSE-KC 검사 도중 포기하였

으며, 1명은 평가 당시 다음날 수술 예정으로 심한 통증으로 

검사 자체를 거부하였다. MoCA-K만 평가가 되지 않은 환자 

중 13명은 평가 당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5일 이내여서 심한 

통증으로 장시간 평가가 불가능하여 MMSE-KC 검사 후 환자

가 포기한 경우였고, 1명은 협조를 거부하였다. 검사를 시행한 

55명의 MMSE-KC 평균은 19.95이었다. 치매의 과거력이 있

는 3명을 제외하고, 정형외과 수술 후 노인 환자들에게서 섬망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간인 수술 당일부터 수술 후 5일

까지13) 평가된 환자 22명을 추가로 제외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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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gnitive function assessment of 30 included subjects
Cognitive function assessment No. (%)
Suspected cognitive impairment by MMSE-KC  16 (53.3)
Normal MMSE-KC, but suspected cognitive impair-

ment by MoCA-K
 6 (20.0)

Normal cognitive function  8 (13.8)
MMSE-KC,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
ment; MoCA-K,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Fig. 2.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suspected dementia.

의심되는 환자는 30명 중 16명(53.3%)이었다.

MoCA-K를 평가한 41명의 MoCA-K 평균은 15.7이었다. 

치매의 과거력이 있거나 수술 후 5일 이내인 환자를 제외하고 

MMSE-KC가 정상인 환자 14명 중에 MoCA-K의 결과 22점 

이하로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는 6명이었

다. 따라서 MMSE-KC와 MoCA-K의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를 

시행한 55명 중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는 

치매의 과거력이 있거나 수술일로부터 5일 이내인 환자 25명

을 제외한 30명 중 22명(73.3%)이었다(Table 3, Fig. 2).

3) 우울증선별검사(GDSSF-K)

58명의 환자 중 총 48명이 검사에 응하였다. 검사하지 못한 

10명 중 3명은 MMSE-KC와 MoCA-K 모두 평가되지 않은 환

자들이었고, 7명은 검사 도중 검사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

부하였다.

48명의 GDSSF-K의 평균은 4.73점이었고, 0-5점의 정상은 

29명(60.4%)이었고, 6-10점의 경증 우울 상태가 의심되는 환

자는 15명(31.3%), 11점 이상의 중증 우울 상태가 의심되는 

환자는 4명(8.3%)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섬망 위험도

58명의 환자를 섬망 위험 척도에 따라13)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가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55명의 환자 중 13

명(23.6%)이 위험 인자 0개인 저위험군, 37명(67.3%)이 위험 

인자 1-2개에 해당되는 중등도 위험군, 5명(9.1%)은 위험 인

자 3-4개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이었다(Table 2).

5) 예방 접종력

환자들의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 접종력을 환자 본

인과 보호자에게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접종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 4명, 접종력이 있는 환자는 

32명, 접종력이 없는 환자는 22명이었다. 폐렴구균의 경우 접

종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는 6명, 접종력이 있는 환자는 

14명, 접종력이 없는 환자는 38명이었다(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정형외과 입원 환자 중 노인의료팀에 의뢰된 65

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기능평가를 시

행하여 기존의 질환 이외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환자

들의 정확한 기능 상태 파악 및 향후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었다. 노인 환자에게 치매, 섬망, 우울증 등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함께 수술 전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들 질환은 수술 후 회복을 느리게 

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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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을 어렵게 한다14). 따라서 수술 전후의 노인 환자의 신체

적 기능과 함께 정신적 기능 또한 의료진들이 인지하고 있어

야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의 회복 및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가 대상이 되었던 환자들은 4명을 제외하고 입원 전 일상

생활활동에 큰 장애가 없는 환자들이었으나, 입원 당시에는 수

술 전이나 수술 직후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처음 증상을 인

식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7년으로 외

국에 비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번 연구 결과에서

는 치매의 과거력이 있거나 평가 당시 수술 후 5일 이내로 

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

가 의심되는 환자가 30명 중 22명(73.3%)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정밀한 인지기능 평가를 하여 조기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섬망 위험인자 1개 이상으로 섬망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환자도 전체 55명 중 42명(72.4%)으로 높게 나타났다. 

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의인성 인자 중 가장 흔하고 교정 가능

한 원인은 약물이며, 약물에 의한 섬망의 빈도는 22-39%로 

알려져 있다16). 특히, 노인이나 치매 환자에서 위험도는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한 약물은 고용량의 마약성 진

통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항콜린성 약물 등이다17). 또한 

본래의 효과 이외에 항콜린성 활성을 가지고 있는,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 항정신병 약물들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18). 실

제로 평가 대상이 되었던 환자들 모두 골절과 수술로 인한 통

증 경감을 위해 이러한 약물들을 투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

되어 섬망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이들 약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우울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많게는 25%까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19). 본 연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울증 선별검사

에서는 경증 및 중증 우울 상태가 의심되는 환자가 48명 중 

19명(39.6%)으로 정신과 자문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들에게 설문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신체 진찰 및 

문진과 기록지, 검사 결과의 검토, 주거 환경 조사를 통하여 

배뇨장애나 빈혈, 양 손 떨림, 신기능 이상 등의 정형외과적 

문제 이외의 증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치료를 권유

하고 보호자 교육을 통해 환자의 회복 및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정형외과에 입원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고, 대상자가 58명으로 많지 않아 대표성에 제한을 

가진다는 것과 둘째, 연구 기간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

들 중 위 58명에 속하지 않은 노인 환자들의 특성이 배제되었

다는 것, 셋째, 의뢰 후 평가하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3.6일로 

빠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들 대부

분이 수술 전일 밤에 입원하여 수술 후 평가를 해야 했는데, 

통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 후 평가를 했기 때문

이었다. 네번째는 환자 대부분이 병실에서 침상 안정 상태로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인지기능 평가 시 그림을 그리는 

설문은 시행하기 어려웠고, 다인실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노출

로 인해 검사를 꺼려하는 환자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뢰 

답변 후 추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신 내용이 이

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학병원에서 각과 전문의들이 참

여하는 노인의료팀을 구성하여 매달 토의를 통해 종합적인 노인 

환자의 진료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평가

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면 노인의료팀의 활동 효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원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 평가를 시행하여 기존의 질환 외의 새로운 의학

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

되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

인 입원 환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 

상태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노인 평가가 필요하

다. 저자가 소속된 대학병원에서는 노인의료팀을 구성하여 의

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개 의과대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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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원 가정의학과에 노인 평가 의뢰된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의 정형외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팀에서 문진 

및 신체검사와 설문조사가 포함된 노인 포괄 평가를 시행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기존의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총 58명의 환자 중 입원 전 일상생활기능(K-ADL) 16

점 이상의 중증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던 환자는 총 4명(6.9 

%)이었고,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55명 중 치매의 과거력이 

있거나 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일로부터 5일 이내인 

환자를 제외하고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는 

총 22명(73.3%)이었다.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경증 우울 상태

가 의심되는 환자는 15명(31.3%), 중증 우울 상태가 의심되는 

환자는 4명(8.3%)으로 나타났다. 섬망 위험도는 37명(67.3%)

이 중등도 위험군, 5명(9.1%)이 고위험군이었다.

결론: 입원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 평가를 시

행하여 기존의 질환 외의 새로운 의학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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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Geriatric assessment questionn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