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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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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important changes of body composition with ageing is the increase of fat mass and visceral fat and the de-
crease of muscle mass and strength. Sarcopenia, the age-related decrease in skeletal muscle mass, is associated with 
functional disability, falls, and mortality. Recent studies found that older people with low skeletal muscle mass and obesity 
(sarcopenic obesity) have a higher risk for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However, a consensus of the definition 
of sarcopenia is lacking in clinical practice. The reported prevalence of sarcopenia and sarcopenia in Koreans is a wide range.
This may be due to differences in study population and diagnostic criteria for sarcopenia. The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proposed a clinical definition and diagnostic criteria for sarcopenia. These diagnostic criteria 
include the presence of both low muscle mass and low muscle function (strength or performance). Further studies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newly developed criteria for sarcopeni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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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하게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에 9.1%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1).

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사습관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감소로 한국인의 비만의 인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2),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4회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의 추세를 분석한 연구3)

에서는 노인에서 복부비만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보고

하였다. 또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1998년에 23.6%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1년에 28.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러

한 증가는 이상지질혈증 및 복부비만의 증가 때문으로 보고

되었다4). 노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고

려하면, 노인의 복부비만 증가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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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body composition over 2 years in 26 African-
American women older than 65 years (modified from reference
8). *p<0.05.

노화에 따른 또 하나의 신체변화는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이다.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며, 노인

에서 근감소증(sarcopenia)은 기능장애, 삶의 질, 의료비용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근감소증 및 근감소성 비만의 역학적 연구 결과와 최근 근감

소증의 진단에 관한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EWGSOP)의 제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체성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체중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난다5). 일반적

으로 체성분의 변화는 에너지 균형의 변화 때문으로 생각한

다. 에너지 균형이 ‘플러스’면 체중증가가 발생하고, 에너지 

균형이 ‘마이너스’면 체중감소가 일어난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는 체중의 변화 없이도 발생한다. 체지방

은 증가하고, 제지방량 또는 근육량은 감소한다.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는 여러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며, 

신체기능 및 질병 위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체포타슘 총량(total body potas-

sium, TBK)은 제지방량 및 골격근량 측정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20-90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지방량과 골격근량을 측정하였을 때, 흑인이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고,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6). TBK는 약 30세부터 남녀 모두 감소하기 시작하지

만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빠르게 감소하였다. 인종에 따라 

감소 속도도 차이가 있어, 흑인 및 히스패닉이 제일 빠르게 

감소하고, 백인, 아시안 순으로 보고되었다.

20-32세의 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65-74세의 노인은 

골격근량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기공명분광기(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로 측정한 근육의 질도 차이를 보였

다7). 또 나이가 증가하면서 간과 같은 비지방조직에도 지방

이 침윤하게 된다. 비록 체질량지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노인은 젊은이와 비교하여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세포 내 

지방과 간의 지방량이 증가되어 있다.

65세 이상의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ag- 

netic resonance imaging)과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2년간의 체성분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8),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총 근육량은 0.37 

kg/yr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하지 근육량의 감소가 

유의하였다(Fig. 1). 또 골량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반면에 

복강 내 지방량과 근육간 지방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70-79세의 흑인과 백인 노인들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에서는 노인의 체성분 변화가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다9). 남녀 노인 모두 2년간 비슷한 체중 감소를 

보였지만, 남자 노인에서 DXA로 측정한 총 근육량과 사지 

근육량의 감소가 현저하였고, 총 지방량, 사지 및 몸통 지방량

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자 노인에서는 상지 근육량이 증가

하였고, 하지 근육량은 감소하여, 총 사지 근육량은 차이가 

없었다. 또 몸통 근육량과 총 제지방량은 감소하였고, 총 

지방량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백인과 비교할 때, 흑인 노인은 

하지 및 사지 근육량의 감소가 더 현저하였고, 흑인 남자는 

백인 남자에 비하여 몸통 근육량과 총 제지방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체중이 3% 이상 감소한 흑인 남녀 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사지 근육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 여자보다

는 남자 노인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가 신체 구획에 따라 달리 발생한다는 것과 체중의 

변화 없이도 체성분의 변화는 구획 별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를 10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여자

는 1.1 kg의 체중이 증가하였고, 증가량의 대부분은 체지방

량의 증가이었다10). 남자에서는 체중의 변화는 없었지만, 

체지방이 1.0 kg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피부주름두께는 감

소하였고, 상완과 대퇴부 둘레도 감소하였다. 여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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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종아리 둘레가 증가하였지만, 남자에서는 둔부둘

레가 감소하였다. 39%의 대상자에서 총 지방량은 증가하였

지만, 피부주름두께로 측정한 피하 지방량은 감소하여 복강 

내 지방으로 지방의 재분포가 발생함을 시사하였다. 체중이 

변화가 없는 남녀 모두, 연구기간 동안 체지방량은 증가하고, 

제지방량은 감소하였다11). 체중이 감소한 남자의 경우 체중 

감소의 약 44%는 제지방량의 감소 때문이었고, 여자에서는 

체중 감소의 26%가 제지방량의 감소이었다. 체중이 증가한 

경우, 남자는 체중 증가량의 10%가 제지방량의 증가였으며, 

여자는 23%가 제지방량의 증가이었다.

이상의 종적, 횡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는 지방량의 증가(복강 내 지방, 근육 내 지방, 

간지방 등)과 제지방조직, 또는 근육량의 감소(특히 하지 

근육량)가 특징이며, 이는 체중의 변화가 없이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2.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가 신체 기능에 

미치는 향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는 근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정상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근력이 필요하며, 

이 근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골격근량이다. 예로 

운동선수들은 골격근량이 많고, 따라서 근력도 강하다. 또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골격근량이 많으며 남자가 근력

이 더 강하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로 인한 근력의 저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신체장애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5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악력(grip strength)과 DXA 

및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로 측정한 근육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12)에서 남녀 모두 악력과 근육량 사이

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여자에서는 지방

량이 많으면 상관성이 낮아졌고, 남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하

면서 상관성이 높아졌다. 또 걸음속도가 느린 노인에서 체지

방이 많았고, 허리둘레가 컸으며, 근육량/지방량 비가 낮았

다. 따라서 근육량 뿐만 아니라, 지방량도 근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Janssen 등13)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근감소증과 기능장애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BIA를 이용하여 근육량을 측정하고, 이를 체중으로 

나눈 백분율을 근육지수(skeletal muscle index, SMI)로 정의

하였으며, SMI가 낮으면 기능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장애를 스스로 평가한 운동 

수행능력의 제한으로, 신체장애는 스스로 평가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으로 평가하였다. 또 Janssen 등13,14)은 18-39세 

남녀의 SMI을 기준으로 근감소증을 정의하였고, 근감소증

을 정도에 따라 class I (SMI, 남자: 31-37%; 여자: 22-28%), 

class II (SMI, 남자: <31%; 여자: <22%)로 세분하였다. SMI

로 측정한 근감소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증가하

였고,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class II 근감소증 노인의 체질량

지수가 class I 근감소증 노인 및 정상 노인보다 높았다. 기능장

애 및 신체장애의 빈도도 class I과 class II 근감소증 노인에서 

높았으며, 특히 class II 근감소증 노인의 기능장애 및 신체장애

의 교차비는 정상 노인에 비하여 2-3배 높았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질량지수는 증가하지만, SMI는 감소하며, 

SMI 감소는 신체장애와 기능장애를 야기한다.

중년과 노인 남녀의 근력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15), 

체중의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과 근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러나 근육량의 변화는 근력 변화의 5%

만 설명이 가능하였고, 비록 본 연구의 신체활동 측정이 

정확하지 못하였지만, 저항성 운동은 근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가 근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이었다. 

결국 근육량보다 근육의 질(muscle quality)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이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근력 변화에는 근육의 질이 중요하

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Goodpaster 등16)은 남녀 노인에서 

대퇴근 근육량은 체지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또 

체지방량이 높을수록 근육의 지방 침투를 의미하는 com-

puted tomography (CT) 감쇠지수가 낮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CT를 이용하여 측정한 근육 면적은 근력 변이의 25%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근육 감쇠지수는 여러 혼란변수(근육

량, 신장, 체중, 나이 등)를 보정하여도 근력 변이의 32-36%

를 좌우하였다. Visser 등17)도 같은 코호트 남녀 노인에서 

나이, 신장, 체지방량 등 여러 혼란변수를 보정하여도 하지의 

수행능력과 근육 감쇠지수가 연관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는 기능장애 및 신체장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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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사장애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노화에 따른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복강 내 지방량의 증가는 심혈관질환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과 관계가 있다18,19). 따라서 근육량의 

감소와 체지방 또는 복강 내 지방의 증가는 상승적 작용으로 

기능장애와 대사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이러

한 추정과 관심으로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이라

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20,21). 노인의 일부에서는 체지방

의 증가와 근육량의 감소가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기능장애 

및 대사장애의 위험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이다.

노화에 따른 체지방의 증가는 지방조직 외에도 지방이 

침착하며7,16,17), 근육 내 지방축적은 염증성 사이토카인(tumor 

necrosis factor-alpha, interleukin-6 등)을 증가시키고, 이는 

간접적으로 근육의 단백 대사를 저해하고, 직접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21,22). 또 근육량의 감소는 

신체 활동의 감소 및 기초대사량을 또한 줄임으로써 체지방

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22). 근감소성 비만은 

결국 낙상, 기능장애, 삶의 질 저하, 사망률의 증가 등을 

증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대사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21). 따라서 근감소증이나 근감소증을 초기

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3. 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의 국내 역학 연구

근감소증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측정법

과 측정지표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초기 연구에서 Baum- 

gartner 등23)은 사지 근육량(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을 DXA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체질량

지수처럼 ASM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ASM/Ht2)을 측정지

표로 하였으며, 20-40세 젊은 남녀의 평균값보다 -2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에 근감소증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Janssen 등14)

은 측정이 간편한 BIA를 이용하여 총근육량을 측정하여 

이를 체중으로 나눈 지수(SMI=SM×100/Wt)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정의하였다.

미국 등을 포함한 서구의 연구들에서는 서로 다른 근감소

증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근감소증은 증가하며, 근감소증과 신체 및 기능장애

와 연관성을 증명하였다24,25). 그러나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

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감소증 연구는 드물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565명을 대상으로 한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and aging (KLoSHA) 연구에서

는 근감소증의 지표로 ASM/Ht2을 이용하고 한계치를 남자 

7.09 kg/m2, 여자 5.27 kg/m2으로 하였을 때, 근감소증의 유병

률은 남자 노인에서 35.3%, 여자 노인에서 13.4%이었다26). 

그러나 근감소증 지표로 ASM/Wt을 이용하고 한계치를 남자

는 29.9%, 여자는 25.1%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하였을 때,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자 노인에서 38.3%, 여자 노인에서 

62.6%이었다. 따라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남녀에 따라, 

또 측정지표 및 한계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ASM/Ht2 지표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하였을 때, 

허리둘레, 복강 내 지방 면적은 근감소증군이 정상군보다 

적었지만, ASM/Wt 지표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근감소증군

이 정상군보다 컸다. 또 ASM/Ht2 지표를 이용하였을 때, 

정상군에서 공복혈장 포도당 농도가 높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도 높

았지만, ASM/Wt 지표를 이용하면 근감소증군에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높았다.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을 살펴보았을 때, ASM/Wt 지표를 이용한 

경우 근감소증군에서 64.4%였고, 정상군에서 40.6%이었지

만, ASM/Ht2 지표를 이용한 경우는 근감소증군에서 37.7%, 

정상군에서 57.6%로 정상군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상대적 근육량을 나타내는 ASM/Wt 지표가 대사

장애 및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적합하였다.

Kim 등27)이 서울 강북지역에서 시행한 역학 연구에서는 

ASM/Ht2 지표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조사하였

을 때, 60세 이상 노인에서 남자는 6.3%, 여자는 4.1%이었다. 

본 연구는 KLoSHA 연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유병률의 차이는 연구 대상의 연령 차이와 진단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70세 이상에서 남자는 

12.3%, 여자는 7.6%이었다28).

근감소성 비만의 유병률은 KLoSHA 연구에서 비만의 진

단을 복부 CT 상 복강 내 지방면적이 100 cm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고, 근감소증의 지표로 ASM/Ht2를 이용하였을 



장학철: 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

J Korean Geriatr Soc 15(1) March 2011  5

Table 1. EWGSOP’s recommendation for measurements of muscle mass, strength, and function

Research Clinical practice

Muscle mass

Muscle strength

Physical performance

Computed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Bioimpedance analysis (BIA)
Total or partial body potassium

Handgrip strength 
Knee flexion/extension
Peak expiratory flow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Usual gait speed
Timed get-up-and-go test
Stair climb power test

BIA 
DXA
Anthropometry

Handgrip strength

SPPB
Usual gait speed 
Get-up-and-go test

때, 남자 노인은 16.7%, 노인 여자는 5.7%이었다29). 그러나 

ASM/Wt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한 경우에는 남자 35.1%, 여

자 48.1%이었다. 또 근감소증 지표로 ASM/Wt을 이용하여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회귀분석으로 교차비를 계산하였

을 때, 정상군에 비하여 근감소성 비만군은 교차비가 8.2배, 

비만군은 5.5배로 높았다. 그러나 Kim 등27)이 시행한 역학연

구에서는 근감소성 비만의 유병률을 남자 1.3%, 여자 0.8%

로 보고하였다.

　　

4. EWGSOP의 근감소증 진단기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아직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기준

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진단 한계치가 연구마다 다르고, 

참고치 역시 설정 방법의 차이로 연구마다 다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인종에 따라 근육량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종에 따른 한계치는 달리 정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Baumgartner의 진단 방법을 주로 이용하

여 근감소증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적인 근육

량을 비교한 것으로,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근육량 또한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Newman 등30)

은 Baumgartner의 방법으로는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

인 노인에서는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0%이었지만, 체지방량

을 보정하면 남자에서는 11.5%, 여자에서는 14.4%의 유병

률을 보고하였다. 또 후자의 방법이 신체 기능의 저하와 

더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또 KLoSHA 연구에서 ASM/Ht2 

지표보다는 ASM/Wt 지표가 대사장애 예측에 더 효율적이라

는 점을 제시하였다26). 최근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V 연구에서 ASM/Ht2 지표는 노인에서 

이동 능력의 감소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1).

EWGSOP는 2009년 1월 처음 모임을 시작한 이후 2차례의 

추가 모임을 통하여, 보완된 근감소증의 정의를 제시하였다32). 

EWGSOP에서는 근감소증을 지속적이고, 전신적인 골격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로 정의하였고, 이는 근력이 근육량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근력과 근육량의 관계가 직선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14,33). 따라서 근감소증의 

진단에는 근육량의 감소와 근육 기능의 감소(근력 또는 수행

기능)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근감소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EWGSOP에

서는 근감소증을 일차성 근감소증과 이차성 근감소증으로 

구별하였다. 일차성 근감소증은 노화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차성 근감소증은 노화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 근감소증

의 단계를 근감소증 전단계(presarcopenia), 근감소증, 중증 

근감소증(severe sarcopenia)의 3단계로 구별하였는데, 근감

소증 전단계는 근육량의 감소는 있지만, 근력이나 신체수행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이고,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Hak Chul Jang: Sarcopenia and Sarcopenic Obesity

6  J Korean Geriatr Soc 15(1) March 2011

방법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의 저하 또는 신체수행 기능이 저하된 경우로 정의하였

고, 중증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저하, 그리고 

신체수행 기능이 모두 저하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임상 진료에서 근육량의 측정은 BIA, DXA, 신체 계측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력의 측정은 악력 측정, 

신체수행기능은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걸음속

도는 Usual gait speed, Get-up-and-go 검사를 권유하였다

(Table 1).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의 한계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근감소증

과 근감소성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통일된 근감소증의 정의 및 진단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EWGSOP에서는 수정된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근감소증

의 임상연구가 시작되어, 노인에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차이를 감안하여도 연구간

에 진단 방법과 기준의 차이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EWGSOP의 제안에 따라 근감소증의 역학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인 노인에서의 진단기준 확립이 필요하겠다. 

또 이를 계기로 근감소증의 조기 진단과 고위험군을 대상으

로 한 중재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요   약

노화에 따른 주요한 체성분의 변화의 하나가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이며, 체지방 및 복강 내 지방의 증가이다. 근육량

과 근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며, 노인에서 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은 낙상, 기능장애, 삶의 질 저하, 사망률의 

증가 등을 증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대사장애

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노인에서 근감소증 및 근감소성 비만

의 연구는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학 연구도 부족하다. 

또 근감소증의 정의 및 진단기준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

는 것이 없어, 인종간의 비교도 어려운 실정이다. EWGSOP

에서 제시한 근감소증의 보완된 진단은 이러한 점에서 고려

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근감소증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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