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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근육에 대한 노화의 영향 및 운동의 효과를 포함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한 많은 역학적․임상적 연구 및 임상관리프로그램에서 신체

the impact of age and gender on muscle mass (MM) and its

구성 변인 특히 근육량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

distribution in a large and heterogeneous sample of Korean

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

population.

법(DXA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근육량을 연령증가와 성별에

Methods: Subjects were 5,781 healthy Korean adults

따른 부위별 특징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512 men and 3,269 women) aged 20 to 88 years. The

방법: 20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DXA법을 이용하여 추

present study used dual X-ray energy absorptiometry to

정한 5,781명(남자: 2,512명, 여자: 3,269명)의 부위별 근육량

estimate the MM of arms, legs, trunk and whole body.
Results: Men had significantly (P < 0.001) greater MM

(팔, 몸통, 다리 및 전신 근육량)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비교·

in comparison to women in both absolute (48.2 vs. 33.4 kg)

분석하였다.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량이 절대적(48.2 vs. 33.4 kg)·
상대적(70.2 vs. 58.9%)으로 많았다(P < 0.001). 성차는 하지
보다 상지가 컸다(P < 0.001). 남자는 30대부터, 여자는 40대
부터 감소하였지만 현저한 감소는 50대까지 보이지 않았다.
연령 증가에 따른 근육량 감소는 남자가 여자보다 컸고(P <
0.001), 변화 형태는 성별로 부위마다 달랐다. 가장 감소가 큰
부위는 다리였고, 남자는 20대 이후, 여자는 40대 이후부터 완
만하게 감소하다가 남녀 모두 70대에 급격한 저하를 보였다.
결론: 연령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는 부위별 그리고 성
별로 다른 변화를 보였고, 남녀 모두 70대부터 급격하게 감소

and relative (70.2 vs. 58.9%) terms to body mass. The
gender differences were greater in the upper body (9.1 kg)
than in the lower body (5.6 kg) (P < 0.001). There was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MM for both men
and women. The slope of the regression line between age
and MM was greater in men than in women throughout all
parts of the body. The changes in MM with advancing age
were different for each part of the body. The decrease in leg
MM, beginning after the second (women: fourth) decade,
was the greatest reduction out of all parts of the body with
advancing age.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리 근육량의 감소를 예방

Conclusion: Aging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MM

또는 지연하기 위하여 운동트레이닝을 포함한 다양한 개입이

that is explained by a decrease in lower extremity muscle

필요하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표준값은 노화 및 질환의 영향,

occurring after the sixth decade for both men and women.

그리고 운동트레이닝 효과와 인종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비

This study may be useful when comparing with populations

교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of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and studying ill subjects.

중심단어: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DXA법), 근육량, 연령 및

Key words: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성,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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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 2011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자료

론

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576개 조사구, 11,520가구로 표본추
노화로 인한 근력 및 근육량의 감소는 근감소증

출은 행정구역(특·광역시, 도), 지역(동, 읍면), 주거유형(일

(sarcopenia)이라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일상 활동능력을

반주택, 아파트)분포를 고려하여 할당되었다. 대상자는 20

떨어뜨려 낙상이나 이동손상과 같은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며

세 이상의 성인 5,781명(남자: 2,512명, 여자: 3,269명)이다.

1-6)

사망 또는 삶의 질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0)

이 연구의 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은 2010년도 국민영양조

및 운동의 효과11,12)를

사의 결과와 비슷하여 대상자는 평균적인 한국인 집단이라

포함한 많은 역학적․임상적 연구와 임상관리프로그램에서

고 할 수 있다. 70세 이상 그룹에는 80세 이상인 남녀 각각

신체구성 변인 특히 근육량의 측정 및 평가의 중요성에 대

50명, 87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근육에 대한 노화의 영향

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2. 근육량 추정

많은 선행 연구가 근육의 양 및 분포에 연령 및 성의 영
향을 평가하였을지라도 근육량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일
2,3,5,13-15)

DXA (QDR-4500W, Hologic, USA)를 사용하여 전신 및

예를 들면, 사지 근육량의 경우 일본

부위별 근육량과 골량을 측정하였다. 체중은 총 골염량 + 전

인은 45세 이후 감소크기가 컸고14) 미국인은 60세 이후 큰

신 근육량 + 전신 지방량 + 머리무게를 합한 값이다. 체질량

치하지 않았다.

15)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체구성이 인종에 따라

2
2
지수(BMI)는 체중 / 신장 (kg/m )으로 부터 산출하였다.

2,16,17,19)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자료처리

일상활동능력의 장해는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고, 근
감소증은 신체기능이나 영양섭취량의 저하와 관련이 높다는
7-9,20)

자료는 성별・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신체측

한

정값의 성별 비교는 독립 t 검증을, 연령대별 비교는 일원배

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별 및 나이 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변

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근육량의 연

화에 관한 실질적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1) 근육량은

령증가에 따른 변화는 근육량을 목적변수로, 연령 및 연령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2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을 설명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2차 곡선 회귀식 모

근육량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 및 연령을 근거로 한 참

델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통계해석 package windows

조값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육량의 변용을 분명히 할

SPSS 19.0을 사용하였다.

수 있으면 근육량의 감소 예방을 위한 개입연구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활기능저하와 관련이 있는 근육량의 역

결

과

치수준이나 근감소증 진단에 유용할 것이다.
최근 신체구성의 측정방법이 발전하여 지방과 제지방량

남녀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피검자의 남녀 평균

의 부위별 측정이 가능하다. 체질량지수만으로는 연령 및

연령은 같았으나(50 ± 16 vs 50 ± 16세), 남자가 여자보다

성에 따른 제지방량 및 체지방 변화를 전신 또는 부위별로

평균 신장, 체중, 그리고 체질량지수 모두 높았다. 남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이하, DXA

여자와 비교하여 모든 부위에서 근육량이 유의하게 많았다

22,23)

지방량 및 근육량 변

(P < .001). 절대값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전신근육

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왔다. 개개인의 근육량

량(14.8 kg)이었고, 가장 큰 상대적 차이를 보인 부위는 팔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종의 표본사이즈에 근거한 표

(42%)이었다.

법)은 타당성 및 재현성이 뛰어나

준 자료가 필요하다.

Fig. 1~4는 연령 증가에 따른 전신 및 부위별 근육의 변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성인의 연령대별·성별로 부

화를 나타냈다. 근육량과 연령의 관계는 먼저 직선 회귀식

위별 근육량의 참조자료를 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전신 및

및 2차 곡선 회귀식으로 조사한 결과 2차 곡선 회귀식이 직

부위별 근육분포에 연령과 성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선 회귀식보다 결정계수(R )가 컸기 때문에 2차 곡선 회귀

이 연구는 DXA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근육량의 참조값을

2
2
식을 이용하였다. 팔(남: R = 0.215, 여: R = 0.036), 다리

제공하고 근육의 정량화 및 근육의 분포를 조사한 유일한

2
2
2
(남: R = 0.238, 여: R = 0.099), 몸통(남: R = 0.139, 여:

자료이다.

R2 = 0.014), 그리고 전신(남: R2 = 0.200, 여: R2 = 0.071)
의 근육량은 남녀 모두 연령과 함께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연구방법

< 0.001), 모든 부위에서 회귀식의 마이너스 기울기는 남자
가 여자보다 컸다. 더욱이 남녀 모두 근육량이 감소하는 기

1. 대상자

울기는 연령과 함께 커졌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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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로 보면 팔은 남자가 20대보다 30대가 약간 높았

－ 대한비만학회지: 제 21 권 제 4 호 2012 －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Sex and
Muscle mass
n
Ht (cm)
Wt (kg)
UE
LE
Trunk
Age Range, yr
*
*
*
*
*
Men
2,512
169.7 (6.5)
68.6 (10.6)
6.0 (1.0)
17.1 (2.6)
25.9 (3.3)
Women
3,269
156.4 (6.5)
56.7 (8.9)
3.5 (1.0)
11.5 (1.8)
18.4 (2.5)
Men
265
174.5 (5.4)
71.8 (11.1)
6.4 (0.9)
18.8 (2.6)
25.9 (3.3)
20~29
492
173.5 (5.7)
73.1 (11.1)
6.4 (0.9)
18.4 (2.5)
26.4 (3.3)
30~39
498
170.6 (5.7)
70.9 (5.7)
6.3 (0.9)
17.6 (2.5)
25.8 (3.3)
40~49
458
168.7 (5.8)
68.0 (9.1)
6.1 (0.9)
16.8 (2.2)
25.2 (3.1)
50~59
450
166.7 (5.7)
65.4 (9.1)
5.7 (0.8)
16.1 (2.0)
24.2 (3.0)
60~69
349
164.4 (5.7)
61.7 (9.0)
5.1 (0.7)
14.9 (2.0)
22.6 (3.0)
70+
Women
359
161.4 (5.9)
55.1 (9.5)
3.4 (0.6)
11.9 (2.1)
18.0 (2.5)
20~29
647
159.9 (5.4)
56.7 (9.1)
3.5 (0.6)
11.9 (1.8)
18.7 (2.4)
30~39
603
158.4 (5.2)
58.4 (8.7)
3.6 (0.6)
12.0 (1.8)
19.2 (2.5)
40~49
671
155.5 (5.1)
57.9 (7.9)
3.6 (0.5)
11.5 (1.6)
18.7 (2.2)
50~59
529
153.5 (5.0)
57.5 (8.2)
3.6 (0.5)
11.2 (1.5)
18.3 (2.3)
60~69
460
149.7 (5.9)
53.3 (9.2)
3.4 (0.5)
10.3 (1.6)
17.3 (2.5)
70+
Values are means (SD). Ht, height; Wt, weight; UE, upper extremity; LE, lower extremity.
* Men significantly greater than women, P < 0.001

Fig. 1. A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upper extremity MM in
men and women. Solid lines, regression lines. Men: upper
2
2
extremity MM = -0.001 (age ) + 0.036 (age) + 5.892; R =
0.215 (P < 0.001). Women: upper extremity MM = 0.000 (age2)
2
+ 0.039 (age) + 2.64, R = 0.036 (P < 0.001).

Total
*
48.2 (6.7)
33.4 (4.6)
51.1
51.2
49.7
48.0
46.0
42.6

(6.5)
(6.4)
(6.4)
(5.9)
(5.4)
(5.3)

33.2
34.2
34.7
33.7
33.0
31.0

(4.9)
(4.6)
(4.7)
(4.2)
(4.0)
(4.3)

Fig. 3. A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runk MM in men and
women. Men: trunk MM = -0.002 (age2) + 0.12 (age) + 24.22;
R2 = 0.139 (P < 0.001). Women: trunk MM = -0.002 (age2) +
2 =
0.014 (P < 0.001).
0.185 (age) + 14.68. R

고, 여자는 40대에 가장 높은 근육량을 보였다. 팔 근육량의
감소기울기는 비교적 완만하며, 특히 여자는 60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다리의 경우 남자는 20대, 여
자는 40대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그 이후 50대까지 완만
한 감소(남: 500 g/10년, 여: 400 g/10년)를 보이다가 70대
에 급격하게 떨어졌다(남: 1.2 kg/10년, 여: 800 g/10년)
(Fig. 2). 몸통 근육량은 남자가 30대까지, 여자는 40대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Fig. 3). 전신 근
육량은 남자가 30대까지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였고, 여자
Fig. 2. A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lower extremity MM in
2
men and women. Men: lower extremity MM = -0.001 (age ) 2
0.024（age）＋ 19.817; R = 0.238 (P < 0.001). Women:
lower extremity MM = -0.001 (age2) + 0.067 (age) + 10.786;
2
R = 0.099 (P < 0.001).

는 50대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60대에 감소하였다
(Fig. 4).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근육량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
하여 70대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80대(남: 50명, 여: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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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uscle mass (MM) and distribution in men and women.
Values are means; nos. within bars are percentages of total
body muscle upper and lower extremity, and trunk. In
comparison to women, men have significantly greater (P <
0.001) total, trunk, and upper extremity MM.

Fig. 4. A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otal body MM in men
and women. Men: total body MM = -0.003 (age2) - 0.14 (age)
+ 49.93; R2 = 0.200 (P < 0.001). Women: total body MM =
2
2
-0.003 (age ) - 0.291 (age) + 28.10; R = 0.071（P < 0.001).

Table 2. Comparison of 20 age group and 80 age group in muscle mass distribution
UE MM, kg
LE MM, kg
Trunk MM, kg
Male
20 yr (n = 265)
6.4
18.8
25.9
80 yr (n = 50)
4.8
14.2
21.3
Difference, %
24.8
24.5
17.8
∆/decade
-0.27
-0.76
-0.77
Female
20 yr (n = 359)
3.4
11.9
18.0
80 yr (n = 87)
3.1
9.5
16.1
Difference. %
8.8
20.2
10.6
∆/decade
-0.05
-0.40
-0.32
UE, upper extremity; LE lower extremity.

Total MM, kg
51.1
40.3
21.1
-1.80
33.2
28.8
13.3
-0.73

와 20대를 비교하였다(Table 2). 감소율은 20대에서 80대까

(6.0 kg)이고 여자도 비슷하였다(Fig. 5). 연령에 따른 부위

지 감소량을 20대의 값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로 나

별 근육량의 감소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컸다. 즉 남

타냈다. 감소율은 남자가 팔(24.8%) 다리(24.5%), 전신

자(여자)의 팔, 다리, 몸통 부위에서 근육량의 감소크기는

(21.1%), 몸통(17.8%)순이었고, 여자는 다리(20.2%), 전신

각각 -0.03 (0.005), -0.08 (0.04), -0.08 (0.03) kg/년이었다.

(13.3%), 몸통(10.6%), 팔(8.8%)순으로 성차를 보였다. 20
대와 80대 사이에서 다리 근육량의 절대적 감소 크기는 남

고

찰

자가 4.6 kg, 여자가 2.4 kg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2배
나 많았으나, 상대적 크기는 이보다 작았다(20.7 vs 13.4%).

최근, 근감소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근육량의

한편, 다른 부위보다 팔 근육에서 성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

유지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으나25), 한국

타났으나 여자의 팔 근육량의 최고값이 20대(3.4 kg)가 아

인을 대상으로 한 근감소증에 관한 연구는 적다.
2,27,28)

26)

근육량

근감소증을 동정하는

닌 40~60대(3.6 kg)라는 점을 고려하면 0.025 kg/년 감소하

은 인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 다른 부위보다 오히려 성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사지에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의 근육량의 실태를

서 다리 근육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녀 각각 74%, 78%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육량은 신장이나 체중의

다. 그리고 다리 근육량에 대한 팔 근육량의 비율은 남녀 각

2)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량을 평가할 때 신장이나 체중으

각 2.8, 3.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사지근육에 대한 다리 근

로 보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구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

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 근육량을 보정하지 않고 한국인 5,781명을 대상으로 근

더욱이 20대의 전신 근육량을 100%로 하여 부위에 따른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의 전신 근육량(48.2 kg)은 몸통이

육량의 나이증가에 따른 변화를 성별, 부위별로 실측치를
검토하였다.

52.1% (25.9 kg), 다리가 35.5% (17.1 kg), 팔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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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40대, 여자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체지방량은 남자가

하였으나 Janssen 등13)은 55%를 상회한다고 하였다.

30대에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완만한 감소를 보여 70대는

2)
Gallagher 등 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전신 및 사

30대보다 2.3 kg이나 작았다. 한편, 여자는 60대까지 완만

지 근육량이 많다고 하였고, 캐나다 여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증가(△2.6 kg)를 보이다가 70대에 급격하게 감소(∇2.0

한 Janssen 등13)은 체중에 대한 근육량의 비율(31%)은 이

kg)하여 나이증가로 인한 변화에서 뚜렷한 성차를 보였다.

14)
연구(59%) 및 谷本 등 (67%)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인

모든 부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았으며, 전신

종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육량이 적으면 골다공증의 위

근육량은 남자가 여자보다 14.8 kg (31%)이나 많았다. 체중

험이 크기 때문에 이 결과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미국인

에 대한 근육량의 비율이 남자는 70%였으나 여자는 59%밖

에 비하여 골다공증이 적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차

에 안 되어 체중 및 신장에서 성차를 통제해도 성차는 컸다.

이를 보이는 원인의 하나는 인종이나 생활환경, 근육량의

2)
Gallagher 등 도 신장, 체중, 연령으로 조정한 후에도 남자

추정방법, 그리고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대상자의 개인인자

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령과 함께 모든 부위에서 근육

가 다르기 때문이다.

량은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전신 근육량은 남자가 40년 동

한편, 이 연구에서 남자는 60대 이후, 여자는 70대 이후

안 약 8.6 kg 감소한 반면, 여자는 30년 동안 약 3.7 kg 감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체중감소의 영향

소하여 2배 이상의 성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

도 있다.

2,13,14)

29,31)

Forbes31)는 제지방량 손실이 체중을 유지한 사

과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성차 원인의 하나는 단

32)
람보다 감량한 사람이 컸다고 하였다. Kyle 등 은 체중이

백동화작용을 가지는 근육량의 발육을 촉진하는 테스토스

많이 증가한 사람의 제지방량은 증가하였지만 약간 증가한

테론의 영향이다. 남자는 사춘기 이후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사람은 유지 또는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신체활동량도 근육

와 함께 근육량이 많아지고 중년기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지방량 유지를 위하여

이 줄어 근육량의 감소비율이 커진다. 여자는 연령과 함께

운동을 권장하기도 한다. 즉 좌식생활은 노인의 근위축의

구들

2)

이상과 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으면 체중증가가

근육의 양이나 나이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성차가 분명하기

적더라도 제지방량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체활동량의 감소는

때문에 근육량을 검토할 경우에는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조

팔보다 다리근육 사용의 감소와 관련이 크다. 한편, Pollock

사도 필요하다.

33)
등 은 체중변화가 크지 않은 운동 그룹과 규칙적으로 운동

감소하는 여성호르몬 분비량도 관련이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함께 모
2,13-15,29)

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비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

, 연

기의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서 연령, 성, 그리고

령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크기나 양상은 연구자 혹은 나라마

신체활동량도 고려해야 하지만 체중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다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사지 근육량의 경

한 것 같다. 노년기에 제지방량손실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

18)
우 캐나다 사람은 45세 이후 빠른 감소를 , 미국인은 60세

법은 10년마다 체중증가가 남자는 2.3 kg 정도, 여자는 이

든 부위에서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15)

이후 큰 변화를 보였으며 , 일본인은 30대 이후 완만한 감
14,19)

31)

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양자 사이

2

이

에 남녀 모두 높은 상관(R = 0.7)을 보여 위와 같은 사실을

연구 역시 40대 전·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분명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변화 크기의 관계를 보다 정확

성차를 보였다. 연령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절대적 감소는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를 보이며, 45세 이후 감소크기가 컸다고 하였다.

여자보다 남자가 컸으나 이 크기는 상대값으로 나타내면 작

근육량이 연령과 함께 감소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

았다. 예를 들면 다리의 경우 60년 동안 감소크기를 절대값

지 않지만 연령에 따른 운동신경 수의 감소나 근·신경

으로 나타내면 남녀 각각 4.6, 2.4 kg이지만 변화율로 표시

접합부의 변화, 호르몬의 양 및 반응의 감소, 호흡·순환기

하면 각각 24.5, 20.2%로서 상대적 차이는 크지 않다. 앞에

쇠퇴

서 근육량의 성차 원인을 호르몬 영향이라고 하였지만 연령

에만 있는 노인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신체활동량 부

에 따른 절대적 성차가 큰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족으로 인한 근육의 위축과 영양실조도 한 원인이 될 수 있

이와 같이 인종, 성, 부위에 따라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다. 그러나 근육이 부위나 성별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는

보였으나 대체로 40대부터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일치하

시기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충

는 것 같다. 근육량이 40대 이후 감소하는 것은 근섬유 횡

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연령증가로 인한 근육량 손실을 예

4)

30)

2,13,34)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입원환자나 집

단면적 과 근력 이 40대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

방하는데 필요한 신체활동량 수준과 체중변화 역치를 알기

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위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전신 근육량에 대한 다리 근육량의 비율은 성별, 연령대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값을 비교하면 35% 전·

제지방량의 감소 크기보다 근육량, 특히 사지근육량의 감소

후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谷本 등14)과 비슷한 값을 보고

가 컸다. 이와 같이 총 제지방량보다 사지 근육량의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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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것은 골격근육량 손실이 비골격근 손실보다 크다는

결

론

것을 의미하며, 체중으로 보정한 후 근육량 손실을 나타내
이상의 결과로부터 연령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는 부

는 사지근육량 지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14)

리고 谷本 등 이 보고한 자료와 비교하면 한국인의 체중

위에 따라 다르고, 성차를 보였다. 특히 다리 근육량은 다른

과 신장이 일본인보다 높지만 여자의 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보다 조기에 연령과 함께 감소율이 크며 특히 70대에

부위에서 근육량이 일본인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추정

변화크기가 현저하였다.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다리

방법이 다른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영양 및 신

근 기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0대 이후 노인의

체활동량의 차이를 고려한 추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예방과 자립생활에 중요한 다리 근육량의 유지 또

다리 근육량은 남자가 30대 이후, 여자는 40대 이후 유의

는 저하 방지를 위하여 운동트레이닝을 포함한 다양한 개입

한 감소를 보였다. 70대의 남녀 다리 근육량의 평균값은 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들은 노화 및 질

각 14.9 kg, 10.3 kg으로 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환의 영향 그리고 재활 효과와 인종간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다리 근육량의 감소율이 다른 부위보다 큰 것은 선행연구와

비교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치하였다.

2,13,15,19,21)

13)

Janssen 등 은 45세 이후에는 다리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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