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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arcopenia and its association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in 
a community-based elderly cohort in Korea. 
Methods: We recruited 287 men and 278 women aged 65 years or older and without physical disability.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 was measured with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We used two definitions for sarcopenia-ASM divi- 
ded by height2 (kg/m2) or by weight (%) <1 SD below the sex-specific mean for young adults. We compared RBP-4, adipo-
nectin, hsCRP, lipid profiles, and insulin resistance between the sarcopenic and normal groups using ASM/Ht2 and ASM/Wt.
Results: The prevalence of sarcopenia was 35.3% in men and 13.4% in women with sarcopenia defined by ASM/Ht2. However,
it was 38.3% in men and 62.6% in women by ASM/Wt. In correlation analysis, body mass index was positively corre-
lated with ASM/Ht2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SM/Wt. The sarcopenic group, when defined as ASM/Ht2, showed lower
RBP4, fasting plasma glucose, and HOMA-IR and higher adiponectin than the normal group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ipid profiles. The sarcopenic group defined by ASM/Wt had higher RBP4, fasting plasma glucose, and HOMA-IR, and lower 
adiponectin than the normal group in both sexes. Only in the males did the sarcopenic group defined by ASM/Wt reveal 
higher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LDL cholesterol, and lower HDL cholesterol than the normal group.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sarcopenic group defined by ASM/Wt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than the normal group in a community-based elderly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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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는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에 9.1%였던 것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1). 

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사 습관과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신체 활동량의 감소로 한국인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은 1998년도에는 23.6%였던 것에 비하여 2001년에 28.0%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 이러한 역학적 변화 속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노년층의 적절한 신체적 사회

적 기능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근감소성 비만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중은 변하

지 않더라도 체성분의 변화가 일어나 체지방은 증가하는 

대신 근육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3,4). 가령에 따라 체중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감소하는 기전은 신경계5) 

호르몬 변화6), 영양상태 불균형7), 신체활동 감소8), 만성 

염증의 지속9)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육 내 

지방축적은 염증성 사이토카인(tumor necrosis factor-alpha, 

and interleukin-6 등)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는 간접적으

로는 단백 대사에 작용하고, 직접적으로는 인슐린 감수성에 

작용함으로써 근육량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고 근육량의 감

소는 신체 활동의 감소 및 안정 시 소비 열량 또한 줄임으로써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근감소증은 외부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결국 낙상, 외상, 기능 

장애, 병원 입원율의 증가, 삶의 질 저하, 사망률의 증가 

등에 이르게 된다11). 이에 현재 질병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생리적인 노화 현상에 의한 체성분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년층에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감소증에 대한 정의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태이

고, 계측 지표 또한 명확하지 않다. 먼저, Baumgartner 등12)은 

사지골격근육량(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을 

이중에너지 X-ray 흡수계측법(DXA)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체질량지수처럼 ASM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ASM/Ht2)을 지표로 하여 성별 특이 20-40세의 젊은 연령 

집단의 평균값의 -1~-2 표준편차에 해당하면 제 1형 근감소

증, -2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할 경우 제 2형 근감소증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Janssen 등13)은 DXA 대신에 더 간편한 

생체 전기 임퍼던스법(bioelectrical impedence assay, BIA)을 

이용하여 전체 골격근육량(skeletal muscle mass, SM)을 측정

하여 이를 체중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SM×100/Wt)으

로 근감소증을 정의한 바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근감소증의 정의와 표준 집단 

및 연구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주로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 

장애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4,15). 하지만 아시아 인종, 

특히 한국인에게 적절한 근감소증의 정의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더구나 심혈관계 대사질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고령 코호트 

집단에서 근감소증과 심혈관계 대사 질환의 위험인자와의 

관계를 근감소증의 두 가지 지표인 ASM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지표(ASM/Ht2)와 체중으로 나눈 지표(ASM/Wt)를 이

용하여 알아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적절한 근감소증 지표

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팀이 2005-2006년 성남시에 거주하

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and Aging (KLoSHA) 연구의 

참여자 중 근감소증과 비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남자 

287명과 여자 278명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병력을 조사하

여 기존에 당뇨 및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 및 최근 6개월 

내에 체중 감량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과체중 또는 비만한 자 중 최근 6개월 사이에 

1개월 이상 생활요법을 제외하고 경구혈당 강하제 및 인슐린 

치료를 받았던 사람, 기타 연구에 참여 할 수 없는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2. 방 법

신장(cm), 체중(kg)은 신장계측기와 체중계를 이용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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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허리둘레는 장골(ilium)의 상극과 

견갑골(scapula)의 하극 사이에서 가장 좁은 부위를 측정하고 

엉덩이둘레는 장골의 상극과 하극 사이에서 가장 넓은 부위

를 측정하였다. 신장, 체중, 허리, 엉덩이둘레(cm)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까지 측정하였다. 혈압은 오전 8-10시 사이에 

적어도 한 시간의 휴식상태를 지난 후 측정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 대상 군의 체중 및 허리 둘레를 측정하고, 

전기저항 원리를 이용한 생체 전기 임피던스로 신체 총 체지

방량을 측정하였다. 복부 지방량 측정은 고해상 전산화단층

촬영(140 kVp, 250-280 mAs, 1 mm slice thickness, 1 cm 

reconstruction interval, reconstruction by high-spatial-fre-

quency reconstruction algorithm)로 이루어 졌으며, 16 de-

tector row CT scanner (Somatom Sensation 16; Siemens, 

Forchheim, Germany)를 사용하여 배꼽 주위(umbilicus level) 

단면상을 선정하였다. 이 단면상을 가지고 Hounsfield unit 

(HU)의 한계치를 정해주면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동 계산

하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Rapidia; 3DME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복부 지방량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CT 측정은 임상정보를 모르는 한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Rapidia 프로그램상에서 각각의 CT 단면상을 확인한 후

(window width 300, window level 20) 마우스로 복부 내측면

을 연결한 선을 따라 해당되는 부위에서 -250~ -50 HU를 

한계치로 하여 총 지방 및 내장 지방 면적을 측정하였다. 

DXA로 측정한 사지골격근량을 이용하여 성별 특이 젊은 

성인 집단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의 -1 표준편차 이하일 

경우 근감소증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Baumgartner 등이 제시한 바처럼 사지골격근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ASM/Ht2)과 Janssen 등이 제시한 

지표를 약간 변형하여 사지골격근량을 체중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ASM/Wt)을 이용하였다. 성별 특이 젊은 연령 

집단은 20-39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남자 32명, 여자 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28.4세, 26.3세였다. 

14시간 이상 공복 후에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팔 

오금 정맥(antecubital vein)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공복 

혈장 포도당(fasting plasma glucose),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백 콜레

스테롤(HDL-cholesterol) 농도는 Hitachi 747 chemistry ana-

lyzer를 이용한 효소법을 통해 측정하였고(Hitachi, Tokyo, 

Japan)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은 다음

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LDL-cholesterol = total cho-

lesterol - (HDL-cholesterol +TG/5)16). 혈장 인슐린 농도는 방

사성 면역 측정법(radioimmunoassay)을 이용하였다(LINCO 

kit, St. Charles, MO, USA). 새로운 심혈관계 위험인자로 

adiponectin 및 retinol binding protein 4 (RBP4)는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Otsuka Pharmaceutical 

Co., Tokyo, Japan)법으로 측정하였고, high-sensitivity C-re-

active protein (hsCRP)를 immunoradiometry assay법으로 측

정하였다. 공복 인슐린과 혈당으로 homeostasis model assess-

ment of insulin resistance index (HOMA-IR)를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fasting plasma insulin (μIU/mL) × 

fasting plasma glucose (mmol/L)/22.517). 

대사증후군은 개정된 Adult Treatment Panel guidelines 

III (ATP-III)와 WHO criterion for the Asia Pacific Region 

이용하여 5가지의 구성 요소 중 3가지 이상의 요소를 가진 

경우 진단하였다. 1)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자의 경우 

90 cm 이상, 여자의 경우 80 cm 이상인 경우, 2)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 농도가 150 mg/dL 이상인 경우, 3) 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증: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농도

가 남자의 경우 40 mg/dL 미만, 여자의 경우 50 mg/dL 미만인 

경우, 4) 고혈압: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각각 130mmHg 

이상이거나 85 mmHg 이상인 경우, 혹은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5) 고혈당: 공복 혈당이 110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18,19).

성남노인연구 시작시점에 표준화된 양식을 정하고, 이를 

대상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종결시점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연구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도록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지하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분당서울대

학교병원에서 규정한 연구 수칙을 준수하고, 생명 윤리 규칙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결과 분석

ASM/Ht2와 ASM/Wt 지표를 이용하여 근감소증과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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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parameters of the study population 
Men (n=287) Women (n=278) p-value

Age (yr)  73.6±7.6  72.5±6.7 0.08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2.9±17.3 132.9±17.9 0.959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3.3±10.6  83.5±11.0 0.746
Anthropometric parameters      
Height 164.9±6.0 151.0±5.5 <0.001 
Weight  65.5±9.8  56.2±8.4 <0.001 
Body mass index (kg/m2)  24.2±3.2  24.5±3.3 0.039 
Waist circumference (cm)  88.0±8.6  85.7±9.6 0.005 
Hip circumference (cm)  95.0±6.4  93.4±6.8 <0.001 
Waist to hip ratio  0.96±0.06  1.00±0.09 0.354 
ASM (kg)  20.1±2.7  13.6±1.8 <0.001 
ASM/Ht2 (kg/m2)  7.37±0.84  5.96±0.62 <0.001 
ASM/Wt (%)  30.9±3.0  24.4±2.7 <0.001 
Fat mass (kg)  16.2±5.2  19.3±5.1 <0.001 
Fat percentage (%)    24.2±5.3  33.8±4.8 <0.001 
Visceral fat area (cm2) 131.4±65.5 120.0±46.7 0.039 
Subcutaneous fat area (cm2) 126.9±55.2 211.8±65.9 <0.001 
Total abdomen fat area (cm2) 258.3±111.8 331.8±97.5 <0.001 
Biochemical parameters      
RBP4 (μg/mL)  62.3±27.3  56.7±22.0 0.008 
Adiponectin (μg/mL)  7.89±5.27  9.46±6.11 <0.001 
RBP4/Adiponectin  13.1±13.3   8.9±7.5 <0.001 
hsCRP (mg/dL) 0.176±0.336 0.186±0.383 0.845 
Total cholesterol (mg/dL) 194.9±38.1 212.3±35.0 <0.001 
Triglyceride (mg/dL) 126.9±66.9 143.8±80.7 <0.009 
HDL cholesterol (mg/dL)  43.9±12.1  47.2±12.6 <0.002 
LDL cholesterol (mg/dL) 124.8±33.7 135.9±33.3 <0.001 
Fasting glucose (mg/dL) 114.9±27.4 108.1±22.0 <0.001 
HbA1c (%)   6.2±0.9   6.1±0.8 0.149 
HOMA-IR  1.44±0.97  1.49±1.03 0.643 
Metabolic syndrome (%) 44.6 60.8 <0.001
Diabetes mellitus (%) 33.2 35.8 0.271
Hypertension (%) 62.7 70.5 0.091
Acute coronary syndrome (%)  4.5  6.1 0.040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r percentage.
RBP4, retinol binding protein-4; CRP, C-reactive protein; ASM,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Ht, height; 
Wt, weight;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HOMA-IR, the homeostasis model of assess- 
ment-insulin resistance.

을 각 성별로 나누어 t-test를 시행하여 각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인자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로그 변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체질량지수와 각 

근감소증 지표 사이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상관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6.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p value <0.05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 집단은 총 287명의 남자와 278명의 여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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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Body mass index (kg/m2)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SM/Wt indices (C, D)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SM/Ht2

indices (A, B). 

평균 연령은 남자는 73.6±7.6세, 여자는 72.5±6.7세였으며, 

상대적으로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근육량은 남자에서 많으

나 체지방량, 체지방률은 여자에서 더 많았으며, 복부 내장 

지방 면적은 남자에서 유의하게 큰 반면 복부 피하 지방 

면적은 여자에서 유의하게 컸다.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은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1).

근감소증 지표로 정의한 ASM/Ht2과 ASM/Wt 지표를 체질

량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 녀 모두에서 ASM/ 

Ht2 지표는 체질량지수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ASM/Wt 지표는 체질량지수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ASM/Ht2 지표로는 비만인 사람일수록 근육량

이 증가하여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줄고 ASM/Wt 지표는 비만

인 사람일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였다(Fig. 1).

성별 특이 젊은 연령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에 근거하

여 근감소증을 정의하였을 때 ASM/Ht2을 이용한 분리점(cut 

off value)은 남자는 7.09 kg/m2, 여자는 5.27 kg/m2, ASM/Wt

을 이용한 분리점은 남자는 29.9%, 여자는 25.1%였다. 이 

값을 기준으로 각각 근감소증군과 정상군에서 심혈관계 대

사질환 관련 인자를 비교하였다(Table 2). ASM/Ht2 지표로

는 근감소증군의 유병률이 남자에서 35.3%, 여자에서 13.4%

인 반면, ASM/Wt 지표로는 남자에서는 38.3%인 반면, 여자

에서는 62.6%로 더 많은 사람이 근감소증군에 속했다. 특히 

여자에서 ASM/Ht2 지표와 ASM/Wt 지표 간의 차이가 현저하

였다.

허리둘레, 복부 내장 지방 면적을 비교하였을 때 ASM/Ht2 

지표로는 정상군이 근감소증군보다 큰 반면 ASM/Wt 지표로

는 근감소증군에서 정상군보다 컸다. RBP4, adiponectin, 

RBP4와 adiponectin의 비는 남자에서 ASM/Ht2 지표로는 

근감소증군에서, ASM/Wt 지표로는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hsCRP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SM/Ht2 지표로는 정상군에서 공복혈장 포도당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측정된 반면 ASM/Wt 지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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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between sarcopenic and normal group using ASM/Ht2 and ASM/Wt

    Sarcopenia defined by ASM/Ht2 Sarcopenia defined by ASM/Wt

    Sarcopenia Normal p-value Sarcopenia Normal p-value

Waist circumference (cm) Men  84.09±8.98  90.09±7.63 <0.001  93.35±7.45  84.84±7.72 <0.001
Women  81.77±10.74  86.41±9.16 0.010  88.59±8.80  80.88±8.82 <0.001

Visceral fat area (cm2) Men 103.69±64.03 145.85±61.73 <0.001 169.13±60.24 107.28±56.96 <0.001
Women  93.82±38.42 124.46±46.60 0.003 133.81±45.29  95.53±38.59 <0.001

Systolic BP (mmHg) Men 131.80±17.09 133.69±17.32 0.378 134.47±18.07 131.98±16.77 0.236
Women 130.54±18.13 133.34±17.88 0.376 133.12±17.05 132.60±19.31 0.815

Diastolic BP (mmHg) Men  81.95±11.39  84.15±10.07 0.094  84.22±11.33  82.76±10.16 0.259
Women  80.68±10.22  83.98±11.14 0.049  84.11±11.09  82.55±10.95 0.255

RBP4 (μg/mL) Men  57.94±23.88  64.77±28.80 0.043  65.36±26.66  60.42±27.52 0.039
Women  60.01±21.52  56.33±22.03 0.344  57.77±23.23  55.03±9.64 0.315

Adiponectin (μg/mL) Men   9.95±5.84   6.77±4.59 <0.001   7.05±4.77   8.42±5.52 0.034
Women  11.67±7.33   9.12±5.84 0.018   9.28±6.17   9.71±6.01 0.578

RBP4/Adiponectin Men   8.74±8.90  15.53±14.71 <0.001  14.87±14.26  11.98±12.59 0.004
Women   7.61±6.22   9.08±7.73 0.273   9.04±7.50   8.60±7.63 0.638

hsCRP (mg/dL) Men   0.25±0.49   0.14±0.20 0.188   0.23±0.46   0.14±0.21 0.249
Women   0.17±0.24   0.19±0.39 0.787   0.18±0.32   0.18±0.45 0.931

Fasting glucose (mg/dL) Men 109.75±25.61 117.79±27.99 0.017 116.69±25.30 113.74±28.61 0.035
Women 107.24±31.31 108.21±22.57 0.818 110.18±25.78 104.51±19.72 0.040

HOMA-IR Men   1.12±0.64   1.61±1.08 <0.001   1.84±1.21   1.19±0.69 <0.001
Women   1.29±1.14   1.53±1.01 0.015   1.71±1.16   1.14±0.61 <0.001

Cholesterol (mg/dL) Men 194.74±40.06 193.31±36.79 0.760 199.86±39.82 189.86±36.24 0.029
Women 212.76±45.89 209.49±33.90 0.680 210.45±36.91 209.01±33.44 0.746

Triglyceride (mg/dL) Men 123.59±71.29 132.85±73.01 0.304 151.93±85.23 115.24±59.10 <0.001
Women 155.84±104.34 140.13±73.53 0.257 145.84±74.14 135.33±84.97 0.037

HDL cholesterol (mg/dL) Men  45.61±13.06  42.91±11.51 0.072  41.34±11.16  45.49±12.45 0.005
Women  44.82±12.18  47.44±12.37 0.230  46.37±12.22  48.57±12.78 0.155

LDL cholesterol (mg/dL ) Men 124.42±36.78 122.64±32.43 0.674 128.31±35.16 119.98±32.92 0.044
Women 136.77±39.69 133.64±32.64 0.598 134.38±34.81 133.38±31.51 0.810

TC/HDL Men   4.56±1.38   4.76±1.35 0.224   5.11±1.40   4.42±1.27 <0.001
Women   4.98±1.33   4.65±1.20 0.127   4.75±1.11   4.59±1.39 0.309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RBP4, retinol binding protein-4; CRP, C-reactive protein; Wt, weight;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HOMA-IR, the homeostasis model of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근감소증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다. 혈중 지질은 ASM/ 

Wt 지표로만 남자에서 근감소증군이 정상군보다 총 콜레스

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

테롤과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의 비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살펴보았을 때 ASM/Wt 

지표를 이용한 경우 근감소증군에서 64.4%였고, 정상군에

서 40.6%인 반면 ASM/Ht2 지표를 이용한 경우는 근감소증

군에서 37.7%, 정상군에서 57.6%로 정상군에서 더 높았다. 

이에 상대적인 근육량을 나타내는 ASM/Wt 지표를 이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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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근감소증군에서 정상군에서보다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졌다.

고   찰

본 연구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 인자와 근감소증과의 

연관성 연구에서 근감소증 지표로 ASM/Ht2보다 ASM/Wt로 

정의하였을 때 근감소증군에서 정상군보다 심혈관계 대사 

질환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위험 인자의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근감소증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되

어 왔으나, 주로 신체 기능 장애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Baumgartner14)는 ASM/Ht2 지표를 이용한 단면적 연구인 

New Mexico Elder Healthy Survey에서 60세 이상 남녀에서 

근감소증군이 정상군보다 각각 3.78배, 2.96배 정도 신체 

기능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Davison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ASM/Ht2 지표를 이용하기는 하였지

만, 체지방률 상위 40%, 상대 근육량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만과 근감소증으로 각각 정의하였을 때 근감소증

군과 근감소증 비만군에서 기능 장애에 대한 위험이 더 증가

하지는 않았다. 한편 골격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지표

를 이용한 방법으로 단면적 연구에서 중증 근감소증군에서

는 기능 장애에 대한 위험도가 2.25배가 증가하였으나, 종적 

연구에서는 중증 근감소증군의 위험도가 1.5배 정도로 감소

하였다15). Zoico 등21)이 한 연구에 따르면 ASM/Ht2 지표로 

정의한 근감소증군에서는 기능 장애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

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SM/Wt 지표로 정의한 제 2형 근감

소증군에서는 기능 장애에 대한 위험도가 3.86배 증가하였

다. 종합하면 근감소증이 신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을 

높이기는 하나 근감소증 지표와 체지방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한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대한 연구들로는 Baumgart- 

ner 등22)은 New Mexico Aging Process Study (NMAPS)에서 

비만군이 근감소성 비만군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

다고 밝힌 바 있으며, Stephen 등23)은 Janssen이 제시한 근감

소증 지표와 근력을 사용하여 각각 근감소증군으로 나누고 

허리둘레로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였을 때 10년간 추적 관찰 

시 근력을 이용한 근감소성 비만만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을 23%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근육량 보다는 

근력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인자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

다. 직관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호전되

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Baumgartner 등이 제시한 ASM/Ht2 지표로는 체중을 적절히 

보정하지 못함으로써 ASM/Ht2 지표로는 근육량과 함께 체

지방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ubertin-Leheudre 등24)은 DXA로 측정한 체지방량

과 제지방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지표를 폐경 후 비만 

여성에 적용하였을 때 근감소증 비만군이 비만군보다 더 

높은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더 낮은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

스테롤의 비를 보고하였으나, 비만군에서 복부 내장지방이 

근감소성 비만군보다 41% 많은 것에 기인한다. 최근 일본에

서 발표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Baumgartner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근감소

증군은 여성에서 허리둘레를 보정하였을 때 발목-상완 맥파 

속도가 근감소증에서 더 유의하게 커서 동맥 경직도가 더 

강함을 보였고 남성에서는 당화혈색소가 근감소증군에서 

더 높음을 보인 바 있어 다소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25).

이렇게 근감소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은 첫째, 근감소증군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둘째, 기준으로 삼은 성별 특이 젊은 연령 집단 

및 연구 대상 집단이 연구마다 상의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주로 Baumgartner의 방법을 이용하여 근감소

증을 정의함에 따라 주로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육

량이 높아지는 절대적인 근육량의 비교만을 제시하였다. 

Newman 등26)은 Baumgartner의 방법으로는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인 사람에서는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0%였고, 

키와 체지방을 함께 고려하면 남자에서는 11.5%, 여자에서는 

14.4%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후자의 방법이 신체 기능의 

저하와 더 강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이는 여자에서 

더 뚜렷하였다. 이에 비만인 사람에서는 몸의 크기가 커서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함께 증가한 점을 ASM/Ht2 지표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ASM/Ht2 지표는 아시아 인종에

게는 부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최근 NHANES IV 

study에서 이 지표는 노인에서 이동 능력의 감소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7). 체성분으로 체지방과 근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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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따로이 구분해서 고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ASM/Ht2의 절대적인 근육량과 사지근골격량을 체중으

로 나눈 ASM/Wt의 상대적인 근육량을 비교하였고, 외국의 

근감소증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인 내에서 새로이 표준 

집단을 선정하여 각 근감소증의 지표에 따라 분리점을 정하였

음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ASM/Wt 지표는 본 연구에서 처음 

제시하는 지표로 이전에 Janssen 등이 제시한 전체 골격근량을 

체중으로 나눈 지표(SM/Wt)13)를 변형한 것으로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DXA로 ASM을 측정하고 ASM/Ht2과 동일한 

분자를 이용함으로써 직접 비교하였다.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논문에 따르면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70세 이상에서 남자는 12.3%, 여자는 7.6%였으며28), 

국내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표준집단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ASM/Ht2로 구한 근감소증 유병률은 60세 이상에서 남자는 

6.3%, 여자는 4.1%로 본 연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유병률

을 보였다29). 이는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의 연구 대상 집단을 

선정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성별 

특이 연령 표준 집단을 선정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유병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적 연구로 심혈관계 

대사 질환의 발생률을 직접 연구하지는 못하고 일정 시점에

서의 심혈관계 대사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지표와

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이에 아직 원인-결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향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심혈

관계 질환 발생률, 사망률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적절한 

비만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근감소성 비만의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지방 뿐만 아니

라, 근육량도 함께 포함하므로 정의내리기는 쉽지만 단순히 

체질량지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증가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노인에서 체질량지수가 비만의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체지방량, 체지방률을 대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40% 이상의 군을 선택하여 임의로 비만으로 정의

한 바가 있다21). 하지만 이는 대상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 한편, 체질량지수 및 전신 체지방량 보다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고30), 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 연관성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이에 한국인의 비만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근감소성 비만과 심혈관계 대사 질환과의 관련성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 장애와의 관련성이 아니

라, 심혈관계 대사 질환의 발생을 보기 전 단계로 먼저 심혈관

계 대사 질환의 위험인자와 근감소증을 연구한 바 의미가 

크며, ASM/Ht2 지표와 비교하여 ASM/Wt 지표로 정의한 

근감소증이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깊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

이 필요하다.

요   약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각

해짐에 따라 신체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활동적인 노인 혹은 

건강한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법: 본 연구는 성남시 한 지역 65세 이상의 한국인 고령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감소증의 지표 중에서 

이중 방사선 X-선 흡수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사지 골격근량

을 키의 제곱(ASM/Ht2) 또는 체중으로(ASM/Wt) 나눈 지표

를 이용하여 각각 근감소증군과 정상군을 나누었다. 두 군 

사이의 RBP4, adiponecetin, hsCRP, 혈청 지질, 인슐린 저항

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ASM/Wt로 정의한 근감소증군에서만 정상군보다

높은 RBP4, 낮은 adiponectin 수치를 보였으며 인슐린 저항

성,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반,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

롤 모두 높게 측정되었다. 

결론: 근감소증 지표로 ASM/Ht2보다 ASM/Wt로 정의하

였을 때 근감소증군에서 정상군보다 심혈관계 대사 질환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위험 인자의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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