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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의 하나로서, 근력의 저하로

수명 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립적이거나 이익이 된다는 보고들에서

인해 각종 신체기능의 저하 및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근

나온 개념이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비만 및 과체중과 관련이

감소증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이

깊은데 반해, 여러 연구들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혹은 총

러한 관련성으로 인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에서는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률은 과체중과 비만인 군에서 저체중과 정상체중인 군에 비해 낮

다고 알려져 있다. 근감소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여러 측정법과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만의 역설이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제시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근감소증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6,7, 최근 Nurses’ Health Study 및 Health Pro-

의 임상적인 정의는 Baumgartner 등4에 의해 1989년 제시된 것으로,

fessionals Follow-up Study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이 있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계측기(DEXA)로 측정한 양측 상하지 근육량

는 성인에서 체질량지수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 합(appendicular skeletal mass)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과체중 및 비만인 당뇨병 환자에서 총 사망률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

skeletal muscle index (SMI)를 계산하였으며, 이 값이 건강한 젊은 성

로 나타났다.6 따라서 근감소증을 비만의 역설과 연관지을 수는 있지

인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2 표준편차 이하로 감소한 경우를 근감소증

만, 근감소증으로 비만의 역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

2,3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Janssen 등 은 총 근육량(SMI)을 체중(Wt)으
5

로 나눈 지수(SMI= SM × 100/Wt)로 근감소증을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and aging (KLoSHA) 연구에

본 연구에서는 Baumgartner의 정의를 사용하여 근감소증을 정의

서 근감소증의 지표로 ASM/Ht2을 이용하였을 때와 ASM/Wt 지표

하였고, 이러한 근감소증의 위험은 저체중군에서 매우 증가하는 것

를 이용하였을 때 근감소증의 유병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8 본 연구에서는 ASM/Wt 지표를 사용한 정의를 적용하였

독자투고에서 언급한 비만의 역설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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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8.8%로 유병률은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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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KLoSHA 연구만큼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독자

1142-8.

투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aumgartner 등이 제시한 근감소증의 정

2. Kim TN, Park MS, Yang SJ, Yoo HJ, Kang HJ, Song W, et al. Prev-

의는 절대적인 근육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체질량 지수와 밀접한

alence and determinant factors of sarcopenia in patients with type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본 저자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저체중군에서

2 diabetes: the Korean Sarcopenic Obesity Study (KSOS). Diabetes

근감소증의 큰 위험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Care 2010;33:1497-9.

골격 근육량과 근력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
반적으로 골격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력의 저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

3. Morley JE. Diabetes, sarcopenia, and frailty. Clin Geriatr Med
2008;24:455-69.

한다. 널리 사용되는 근감소증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

4. Baumgartner RN, Koehler KM, Gallagher D, Romero L, Heyms-

하기 위해 European Working Group on Sacropenia in Older People

field SB, Ross RR, et al. Epidemiology of sarcopenia among the

(EWGSOP)에서는 근감소증을 지속적이고 전신적인 골격 근육량과

elderly in New Mexico. Am J Epidemiol 1998;147:755-63.

근력의 감소로 정의하여, 근육량뿐만이 아니라 근육 기능의 감소가

5. Janssen I, Heymsfield SB, Ross R. Low relative skeletal muscle mass

동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근력측정으로는 악력 측

(sarcopenia) in older persons is associated with functional impair-

정, 신체수행기능 지표로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등을

ment and physical disability. J Am Geriatr Soc 2002;50:889-96.

9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 Tobias DK, Pan A, Jackson CL, O’Reilly EJ, Ding EL, Willett WC,

노인에서의 근감소증은 기능장애, 삶의 질,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저자의 연구 결과에서

et al. Body-mass index and mortality among adults with incident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14;370:233-44.

나타난 바와 같이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저체중일 때, 에너지

7. McAuley PA, Kokkinos PF, Oliveira RB, Emerson BT, Myers JN.

섭취량이 낮을 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점

Obesity paradox and cardiorespiratory fitness in 12,417 male vet-

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신체수행능력 및 근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erans aged 40 to 70 years. Mayo Clin Proc 2010;85:115-21.

10

단점이 있다. 향후에 독자투고에서 언급하였듯이 체성분 분석 방법의

8. Kim JH, Hwang Bo Y, Hong ES, Ohn JH, Kim CH, Kim HW, et

정확도를 높여 근육량 측정을 표준화하여야 하겠으며 근력, 신체수

al. Investigation of sarcopenia and its association with cardiometa-

행능력을 고려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확립

bolic risk factors in elderly subjects. J Korean Geriatr Soc 2010;14: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121-30.
9. Jang HC. Recent progression in sarcopenia and sarcopenic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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