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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frailty increases with age, leading to higher risk of disability, institutionalization, and mortality in late 
life. Approaches to prevent frailty include health risk appraisals to delay the onset of frailty (primary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prefrail to prevent the progression to frailty (secondary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to avoid adverse outcomes of those who are frail (tertiary prevention). Accumulating evidence supports potential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 nutritional supplementation, and individually tailored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and mana- 
gement in frailty prevention. More recently, large scale multicomponent trials that combine exercise, nutritional therapy, 
cognitive training, and ger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 interventions are being conducted. However, the current evi-
dence is insufficient to conclude which frailty preventive strategies are most effective. Promoting cohort studies and clini- 
cal trials, developing community-based preventive programs and clinical guidelines, and prioritizing national policy and 
initiating action plans for the prevention of frailty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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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쇠(frailty)란 노화와 만성 질환에 따른 변화로 인해 스트

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를 일컫는다1). 특

히 노년기에는 노쇠에 따라 여러 신체기관의 생리적 예비용량

이 급격히 저하되어 항상성 유지가 불가능해져 장애, 입원, 

사망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노쇠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서 Fried의 표현형(phenotype)

과 Rockwood의 누적 결핍(cumulative deficit)의 두 가지 개

념적 모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표현형 정의에서는 의도하

지 않은 체중 감소, 탈진, 에너지 소모량 저하, 보행속도 저하, 

악력 저하의 다섯가지 요소 중 3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노쇠

로 정의하며, 1개에서 2개에 해당되면 전노쇠(pre-frail), 전혀 

징후가 없으면 비노쇠(non-frail) 또는 건강 양호(robust)로 

구분한다2). 누적결핍 모형에서는 92개의 증상, 징후, 임상병

리학적 이상, 질환, 장애의 유무를 측정하여 전체의 분율로 

계산한 노쇠지표(frailty index)를 산출한다3). 2012년 전 세계 

6개 학술단체의 합동회의에서는 신체적 노쇠(physical frailty)

를 “다양한 원인과 유발 요인에 의해 체력, 지구력,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의존성과 사망을 초래하는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증후군”으로 정의한 바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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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ilty process and potential preventive interventions. CGA, comprehensive geri-
atric assessment; GEM, ger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

노쇠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10.7%로 추정되며, 전

노쇠가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신체적 노쇠

에 국한한 유병률은 이보다 낮은 9.9%이며, 전노쇠의 경우는 

44.2%이다.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 Fried의 정의를 적용

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8.3%가 노쇠이고, 49.3%가 전노쇠

를 보였다6). 노쇠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85세 이상의 19.9%가 노쇠, 62.4%가 전노쇠에 해당하였다.

노쇠는 낙상, 손상, 신체 장애, 입원,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노쇠는 의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

치는데, 직장결장 수술을 받은 노인의 경우 노쇠의 정도가 심

할수록 입원비와 수술 후 6개월간 의료비가 높았다8).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노쇠는 3년 후 본인 부담 의료

비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9). 노쇠의 기저요인으로 알려

진 근감소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미국의 경우 2000년에 

185억불로 전체 의료비의 1.5%를 차지했는데, 근감소증 유병

률을 10% 감소시킬 경우 11억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10). 한편 노쇠를 예방할 경우 노년기 사망의 

3-5%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

노쇠가 노인에 있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노년기의 여러 

건강 결과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악 영향을 고려할 때 노쇠 예방

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노쇠 관리의 중요성

이 대두되면서 운동, 영양 등을 포함한 예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4). 여기서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노쇠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근거를 파악하고, 노쇠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쇠에 대한 예방적 접근

예방적 접근은 흔히 일차, 이차, 삼차 예방의 개념으로 구분

해서 이해할 수 있다. 노쇠에 적용할 경우 일차 예방은 비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 요인 관리와 건강증진 및 기능 유지, 

이차 예방은 노쇠 징후의 조기 발견과 전노쇠 노인에 대한 적

절한 관리, 삼차 예방은 노쇠 노인의 기능 회복과 노쇠의 경과

로 인한 부정적 건강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집중 관리가 포함

된다(Fig. 1). Sternberg 등12)은 일차 예방으로 갈수록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삼차 예방으로 갈수록 의료 및 요양시설을 중심

으로 한 예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1. 일차 방

노쇠에 대한 일차 예방적 접근의 목적은 노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발생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노쇠를 유발하는 요인을 구명하여 모니터링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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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cohort studies of frailty in older adults

Study Region/country Aim Sample size Sampling/study period Study site/assessment

BELFRAIL   
 (BFC80+) study48,49)

Belgium Interaction between 
chronic conditions, 
frailty, disability

≥80 (n=567) Recruitment at 29 GP; 
2008–2009 (baseline), 
18-month follow-up

Home, institution; 
Fried’s criteria

Frailty and 
Dependence in 
Albacete Study50,51)

Albacete, Spain Association of frailty 
with disability, comor- 
bidity, mortality

≥70 (n=993) Stratified random sampling; 
2007–2009 (baseline), 
18-month follow-up

Hospital, household, 
telephone (follow-up); 
Fried’s criteria

Hatoyama Cohort 
Study52)

Hatoyama, Japan Predictors of declines 
in physical function 
and frailty

≥65 (n=742) Stratified random sampling; 
2010 (baseline), 2-year 
follow-up

Health center; Care 
prevention checklist, 
Fried’s criteria

Honolulu-Asia  
Aging Study53,54)

Hawaii, 
United States

Changes in frailty 71–93 men
(n=3,455)

1991 (baseline), follow-up 
every 2–3 years (6 times) 
until death or 2012

Home, institution; FI

Obu Study of Health 
Promotion for the 
Elderly55,56)

Obu, Japan Prevalence of frailty, 
prediction of 
depression by frailty

≥65
(n=5,105; 3,025)

Volunteers; 2011–2012 
(baseline), 15-month 
follow-up

In-person interview, 
mail (follow-up); 
Fried’s criteria

Precipitating Events 
Project57)

Connecticut, 
United States

Transition of frailty ≥70 (n=754) Random sampling among 
private insurance holders; 
1988–1999 (baseline), 18-, 
36-, 54-month follow-up

In-home; Fried’s 
criteria

Rotterdam Study58,59) Rotterdam, 
the Netherlands

Prevalence, adverse 
outcomes of frailty

≥55 (n=2,833) 2009–2012 (baseline); 
follow-up until death 
or 2013

Household, center 
(follow-up); Fried’s 
criteria

Seniors-ENRICA60) Spain Frailty and nutrition ≥60 (n=2519) Random sampling; 2008–2010 
(baseline), 
2012 (follow-up)

Telephone and 
household; Fried’s 
criteria

Singapore   
Longitudinal 
Ageing Studies61)

Singapore Risk factors of frailty ≥55
(n=1,685; 2,478)

All urban residents in southern 
region; 2003-2004/ 2009–2010
(baseline); 2-, 4-year follow-up

Household, center 
(clinical, performance, 
blood); Fried’s criteria

Taichung Community 
Health Study for 
Elders62,63)

Taichung city, 
Taiwan

Prevalence and 
incidence of frailty

≥65 (n=1,347) All residents; 2009 (baseline) In-home; Fried’s 
criteria

Toledo Study for 
Healthy Aging64,65)

Toledo, Spain Prevalence, risk 
factors, mechanisms 
of frailty, effects on 
health system

≥65 (n=2,488) Stratified random sampling; 
2006–2009 (baseline)

Home, institution, 
health center (labora- 
tory); Fried’s criteria

FI, frailty index; GP, general practitioner.

변경 가능한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절 및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쇠의 자연사(natural history)와 결정 요인

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다요인적 원인에 의해 노쇠가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차 예방적 접근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역학적 연구를 통해 노쇠에 대한 위험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 고전적인 연구로 미국의 Alameda County Study가 있다13). 

이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Alameda County 거주자 중 

65세 이상인 574명을 대상으로 한 기저 조사를 바탕으로 29

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쇠를 신체기능

(균형 상실, 상지 및 하지근력 저하, 어지럼증 또는 실신), 영

양 상태(식욕 저하, 원인불명의 체중 감소), 인지기능(집중력, 

단어 회상, 기억력 저하 및 상실), 감각기능(시력, 청력 이상) 

영역 중 두 가지 이상 영역에 이상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정의

하였는데, 대상자 중 26.1%가 노쇠로 판명되었다. 노쇠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건강 행위(과음주, 비음주, 흡연, 신체적 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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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상태(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적 건강 상태(부정

적 주관적 건강 인식, 만성 증상 및 만성 질환) 등이 밝혀졌다. 

이 중 특히 신체적 비활동, 우울증,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 인식

의 오즈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1에서 4.6

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쇠 예방에 운동,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우울증 관리, 사회 참여 등이 중요함을 시사

해주고 있다. 최근 다수의 노쇠관련 코호트 연구가 진행 중이

어서 노쇠의 자연 경과를 이해하고 발생 위험 및 예측 요인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Table 1).

일차 예방적 측면에서 노년기의 건강증진이 노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근거가 충분하

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들어 노인에 대한 포괄적 건강 평가 

및 관리가 건강 행태 개선과 부정적 건강 결과 예방에 효과적

이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임상시험 

결과 Health Risk Appraisal for Older Persons를 이용한 포

괄적 노인평가를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 의사에 의한 건강증진 

지도와 그룹세션 또는 간호사 가정방문에 의한 건강교육이 노인

의 건강 행위와 예방서비스 이용 행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14). 노인의 신체기능 유지와 독립적 노후생활을 목표로 

하는 다요인적 예방적 중재(multifactorial preventive inter-

vention)의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

면 포괄적 노인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가 일반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및 낙상 방지, 재가 거주, 신체기능 향상 등에 효과를 보였다15).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사업이 노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일본 군마현에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2001

년부터 신체활동, 영양, 사회참여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포함된 노쇠 예방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시행 10년째 평가 

결과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 증가,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률 

감소,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 등이 관찰되었다16,17). 일본

에서는 전국적으로 “개호예방”의 명목 하에 생활기능 기본 체

크리스트 25개 항목(생활기능, 운동기능, 영양, 구강건강, 칩

거형 생활 여부, 건망증,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호등

급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사업

을 시행해 오고 있다18). 이 사업에서는 보건소, 지역포괄지역

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운동, 영양, 사회활동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운동, 구강 건강, 바른 식생

활, 우울증 예방, 두뇌기능촉진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노쇠의 예방과 나아가 장

기요양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중재 연구도 기획되

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국간의 파트너십인 

Vivifrail 프로젝트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 보

행, 균형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저항성 운동훈련을 포함한 다요

인적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쇠와 낙상 예방을 위한 연구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19).

2. 이차 방

이차 예방적 접근은 노쇠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의

미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전노쇠 상태를 초기에 진단하여 신

속 대처함으로써 노쇠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uropean Union (EU)에서는 노쇠에 대한 선별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전노쇠의 

예방과 전노쇠 단계의 조기 발견을 권장하고 있다20).

노쇠의 선별검사로는 대표적으로 Cardiovascular Health 

Study Frailty Screening Scale, FRAIL, Clinical Frailty Scale, 

Gérôntopole Frailty Screening Tool,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frailty index 등이 있다4). 한국형 노쇠 척도도 다수

가 개발되어 있다21-25). 그러나 조사도구에 따라 문항수가 너

무 많거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고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기 어

려운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선별검사로서 활용하기에 

많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노쇠의 조기 진단이 임상적으로 중

요함에는 분명하나, 조기 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근거가 아직 미흡하고, 노쇠의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비용-효

과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노쇠 단계를 표적화한 중재사업과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일본의 동경도에 거주하는 전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복합 프로그램을 12주간 매주 1회 균형 

및 근력강화 운동훈련과 영양교실을 통한 영양교육과 조리실

습을 실시한 결과 6개월 후 중재군의 악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이 관찰되었다26). 최근 호주에서는 Pre-Frailty Interven- 

tion Trial (Pre-FIT)27)를 통해 70세 이상 전노쇠 노인을 대상으

로 노쇠로의 이행 방지를 목표로 12개월 동안 사례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다요인적, 개인맞춤식 중재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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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차 방

현재까지 노쇠 예방에 관한 임상 연구는 노쇠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신체기능증진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삼차 예방적 접근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상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중

재방법으로는 운동, 영양, 운동과 영양 병행요법, 운동 및 영

양과 CGA 등을 포함한 복합요법 등이 있다.

1) 운동

대규모 임상 연구인 Lifestyle Interventions and Indepen- 

dence for Elders (LIFE)28)에서는 비활동적 생활습관과 이동 

장애의 고위험을 지닌 1,635명의 지역사회거주 노인을 대상

으로 주 2회의 센터방문 운동과 주 3-4회의 재가운동을 실시

한 실험군과 보건교육만을 받은 대조군의 400 m 보행능력으로 

측정한 이동 장애율을 비교하였다. 평균 2.6년의 추적시점에

서 이동 장애율이 실험군의 경우 30.1%로, 대조군의 35.5% 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 424명을 대상으로 한 LIFE pilot (LIFE- 

P) study에서는 중재군의 노쇠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10% 낮

은 결과를 보였다29).

노쇠 노인 중 지역사회 거주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1995-2007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23 종류의 운동 프로그램(저항성 

운동 9종, 타이치 2종, 복합운동 12종)이 보행, 계단 오르기, 

규형 등 신체기능 실행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30). 운

동은 집단운동 형태로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45-6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컸다. 이후 13개의 중재연구(2007- 

2010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운동으로 인한 근력과 

이동성(보행, 균형) 향상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중강도 

이상의 복합(multicomponent) 운동을 실시한 군이 점진적인 

근력운동만 한 경우보다 기능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31).

2) 영양

노쇠에 대한 영양요법 중재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32). 지역사회 노쇠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영양중재가 일상생활수행의 신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33). 영양결핍을 보이는 노인

에게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요법을 실시할 경우 체중 증가와 

사망률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대한 근거는 미약한 실

정이다34). 최근 서울 강북구 보건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단백질 보충제(에너지 400 

kcal, 단백질 25 g, 필수아미노산 9.4 g, 물 400 mL)를 섭취

하도록 한 결과, 신체기능 및 보행 속도와 신체기능실행척도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timed up and go)에

서 유의한 향상이 보고된 바 있다35). 한편 노쇠와 소량영양소 

결핍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면서, 특히 비타민 D의 효과에 대

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36). 지중해식과 같은 항산화 효과를 갖춘 균형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3) 운동 및 영양 병행요법

운동과 영양을 병행한 요법이 노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양(단백질, 채소, 과일) 섭취와 운동(유산소, 저항성)을 복

합적으로 하는 노인의 경우 근육량 저하의 위험이 현저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37). 최근 들어 노쇠의 기저질환으로 알

려진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병행요법의 효과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38). 근감소증이 있는 75세 이상의 지역사

회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운동과 영양요법(leucine)을 

시행한 경우 운동 또는 영양요법을 각각 실시한 군에 비해 하지

근육량, 보행 속도, 하지근력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39).

4) 다요인적 복합요법

최근 다요인적(multicomponent) 중재요법의 노쇠 예방 

효과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

면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간의 다요인적 CGA를 포

함한 중재전략은 입원의 워험을 10% 정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5). 그러나 낙상, 신체 장애, 요양시설 입소, 사망 등에

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호주의 Frailty Interven- 

tion Trial (FIT)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의 특

정 징후 여부에 따라 12개월간의 개인 맞춤식, 다요인적, 다학

제간 접근을 실시하였다40). 대상자 중 체중감소를 보이는 경우

에는 영양사 상담과 식사배달 및 영양보조제(단백질)를 제공

하고, 피로감이 심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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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며, 근력 및 보행 속도 저하와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방문재활과 재가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재군의 노쇠율이 62%로 대조군의 76%에 비해 낮

았으며, 이동성 지표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경향을 보였다. 

Singapore Frailty Intervention Trial (S-FIT) 연구에서는 전

노쇠 및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신체운동, 영양보충

요법, 인지훈련 등의 복합중재법을 실시한 결과 노쇠의 위험

이 복합중재군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나, 낙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입원 등의 이차 결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41).

이외에도 최근 들어 노쇠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복합적 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MINDED (Multidomain Inter- 

vention to preveNt Disability in ElDers)42)는 노쇠로부터 장애

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노쇠 선별검사 개발과 

CGA를 통한 물리치료사, 신경심리사, 영양사에 의한 신체활

동, 인지훈련, 영양요법의 복합적 예방중재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사업이다. SPRINTT (Sarcopenia & Physical fRailty IN 

older people: multicomponenT Treatment)43)는 신체활동, 

영양상담,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이동성 장

애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5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2년간 추적 조사를 계획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로 유럽의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노쇠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노쇠 예방에 대한 현재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의 노

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지역사회, 임상, 연구, 정책 영역

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노쇠에 

대한 일차 예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노쇠

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위험 요인에 대

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위험도 경감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시행 가능한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구

집단 기반의 접근은 노쇠의 발생률과 유병률 감소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임상 현장에서는 이차 예방적 접근인 노쇠의 조기 발

견 및 대처와 삼차 예방적 접근인 노쇠 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

가 필수이다. 노쇠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차

의료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별검사 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 노쇠의 선별과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전노쇠 단

계에서부터 포괄적 건강평가를 통해 노쇠를 유발하는 기저질

환 등의 원인 파악과 기능 상태에 대한 면밀한 측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노쇠의 특징에 따라 개인 맞춤형 처방과 집중적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입원, 사망 등의 부정적 건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EU에서는 노쇠관리

를 위한 지침서(Good practices)20)를 개발하여 노쇠에 대한 

일반사항, 기능상태 저하, 인지기능 저하, 영양, 운동, 장애 

및 돌봄 등 영역별로 노쇠 예방을 위한 국가별 모범사례를 소

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노인의학회에서는 지역사회 

및 외래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Fit for Frailty” 임상 지침서를 

제작하여 노쇠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44). 세계노년

학·노인의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Frailty.net을 결성하

여 노쇠에 대한 최신정보는 물론, 임상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45).

셋째, 연구 측면에 있어서는 노쇠의 발생과 이행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한 노쇠의 자연 경과에 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종단적 설계에 기반한 노쇠 코호트 

구축을 통해 노쇠의 위험 요인을 구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 행위와 각종 임상 지표 등 변경 가능한 예측 요인의 규명

을 통해 노쇠의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생물표

지자(biomarker)의 발굴도 노쇠의 기전을 밝히고 근원적인 

치료와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한다. 임상 시험을 통해 노쇠 예방

에 운동, 영양 등 각종 요법의 구체적인 적응증과 노인의 개별

특성에 표적화된 처방을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유럽

의 7개국이 참여하는 MID-Frail 연구에서는 노쇠의 위험이 높은 

7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모집하여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상태 유지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 연구

를 계획하고 있다46). 나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노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

다. EU에서는 노쇠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1) 노쇠

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관리, (2) 질병 위주의 관리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기능저하 예방 및 통합관리로의 전환, (3) 

기능저하 및 노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운동, 영양, 인지훈련) 



이윤환: 노쇠의 예방적 접근

J Korean Geriatr Soc 19(3) September 2015  127

검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47).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노쇠 관리지침 개발은 이러한 노쇠 예방을 위한 국가적 

활동계획(action plan)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노쇠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의 방향이 새로 설정되어 의료제도를 재정비하여 

노쇠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노쇠 

예방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노쇠관리를 위한 

임상지침이 개발되어 근거기반의 전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나아가 일반인을 위한 보건교육과 홍보사업도 병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요   약

노쇠는 노년기에 장애, 입원,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이는 증후

군으로 연령에 따른 높은 유병률을 보이면서 노쇠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쇠의 예방적 접근으로는 노쇠의 발생

을 지연시키는 일차 예방, 노쇠의 초기단계에 대한 조기진단 

및 관리를 통한 이차 예방, 노쇠가 장애와 사망 등으로 진행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삼차 예방이 있다. 노쇠의 예방을 위해 

운동과 영양요법이 중시되고 있으며, 조기진단과 다학제적인 

포괄적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가 점차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운동, 영양요법, 인지훈련, 포괄적 노인평가 등의 중재법을 병행

한 다요인적 중재전략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노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요법의 근거는 아직 불충

분한 실정이다. 노쇠 예방을 위한 근거창출을 위해 코호트 연구

와 임상중재 연구의 활성화, 지역사회 및 임상적 예방 프로그램 

및 임상지침 개발, 노쇠 예방 정책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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