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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검진 수검자에서 골격근량과 사망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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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al Muscle Mass as a Predictor of Mort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Hee Won Jung, Sun Wook Kim, Ho Jun Chin, Cheol Ho Kim, and Kwang Il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nam, Korea

Background/Aims: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mortality has been reported. However, 
controversy exists as to whether skeletal muscle mass affects mortality in healthy older adults. We evaluated the independent 
association of BMI or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 with mortality in elderly people.
Methods: A total of 4,261 consecutive subjects older than 65 years who underwent health examin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angnam Center between 2005 and 2009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M, ASM/height² and ASM/weight were 
estimated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Sarcopenia was defined as a relative skeletal muscle mass of 1-2 SD below (class I) 
or more than 2 SD below (class II) the gender-specific mean for healthy young adults. BMI was grouped into five groups (A-E).
Resul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27.2 ± 13.5 months), 63 subjects died. The subjects who died were significantly older and 
had a male predominance, increased levels of inflammatory markers and poor nutritional statuses. In a fully adjuste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BMI was not associated with mortality. However, class I sarcopenia (HR 2.11, 95% CI 1.17-3.79) and 
class II sarcopenia (HR 3.47, 95% CI 1.62-7.43), defined by ASM/height², were related to all-cause mortality. This association was 
not observed when sarcopenia was defined by ASM/weight. Class II sarcopenia defined by ASM/height² was associated with 
cancer-related mortality (HR 5.73, 95% CI 2.22-14.78), but not with cardiovascular mortality (HR 1.56, 95% CI 0.17-14.27).
Conclus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lower skeletal muscle mass is a risk marker for cancer-related and all-cause mortality in 
Korean elderly people. (Korean J Med 2013;85: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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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비만과 연관된 고혈압, 2형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과 이에 따른 이환율과 사망률이 중

요시되면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사망률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1,2]. 이러한 연구들

의 결과에 따라 성인 인구에서 BMI와 총 사망이 U자형 관

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2].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노인 인구에 초점을 둔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

며 노인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과체중보다 저체중에서 더 

사망률의 증가가 뚜렷함이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으며[3] 이

는 소위 ‘obesity paradox’라 불리고 있다[4].

노인에서 저체중이 사망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영양 결핍에 의한 면역 저하, 질병

에 의한 소모 증후군으로서의 체중 감소, 근감소증에 의한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노인 증후군의 발생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 중 특히 노쇠와 근감소증이 근래에 주목을 받아 왔는

데, 노쇠는 노인 증후군의 핵심 요소로 단면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킴이 보고된 바 있다

[5]. 따라서 노쇠의 주요 인자로서의 근감소증이 사망과 연

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한 노인[6]과 요

양기관에 입소한 노인[7]에서 골격근량의 저하가 사망을 예

측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는 달리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에서 골격근량은 사망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근력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도 있다[8]. 또한, 입원 환자에서 지방의 양이 사망의 보호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골격근량이나 BMI 등은 사망과 유의

한 연관이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다[9]. 이처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골격근량, 근력, 지방, BMI와 사

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골격근량과 BMI, 사망의 연관성을 

관찰한 대개의 연구들에서는 한 가지 주요 변수와 사망의 

연관성을 규명코자 하였고 골격근량과 BMI의 상대적인 중

요성을 비교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있어 노쇠와 근감소증 등 노인증후군이 점차 많은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근감소증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국

내의 자료는 없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시행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체성분 검사 자료

를 바탕으로 노인에서 BMI와 골격근량 그리고 사망의 관계

를 각각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체 

성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시행받은 65세 이상의 총 

4,261명의 수검자 중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받았

던 수검자 358명을 제한 3,903명의 수검자를 분석 대상에 포

함시켰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자 

및 사인, 사망진단명과 ICD-9 코드 등을 확인하였다.

측정

수검자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시행하게 되는 병력 

청취(문진) 및 신체 계측, 폭넓은 종류의 생화학적 검사를 시

행 받았다. 체질량 및 총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 

SMM, kg), 지방량을 Biospace (Seoul, Korea)사의 Inbody 4.0

을 통하여 bioimpedence analysis (BIA)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였으며, 임피던스는 1 kHz, 5 kHz, 50 kHz, 250 kHz, 500 kHz, 

1,000 kHz에서 측정되었다. 

단면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어 있는 한국의 근감소증을 진단

하기 위한 참고치는 전신 DEXA에 의한 appendicular muscle 

mass (ASM, kg)를 보정한 것이므로 수검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SMM에 보정계수 0.75를 곱하여[10] ASM을 환산하였다.

분류

골격근량은 제4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고치를 이용하

여 분석한 기준에 근거하여[11] 정상, 1단계 근감소증(Class I 

sarcopenia), 2단계 근감소증(Class 2 sarcopenia)으로 분류하

였다. 1단계 근감소증은 건강한 20-39세 남, 녀의 성별별 근

육량 평균으로부터 1-2 표준편차 부족한 것, 2단계 근감소증

은 2 표준편차 이상 부족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Kim 등[11]은 

체격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골격근량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Baumgartner 등[12]이 사용한 방법(ASM/weight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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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demographic, anthropometric and laboratory data in examinees who di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and 
those who did not

Dead (n = 63) Alive (n = 3,840) p value 
Age (yr) 72.6 (5.8) 69.4 (4.2) < 0.001 
Sex (male) 52 (82.5%) 2148 (55.6%) < 0.001 
Diabetes mellitus 13 (20.6%) 604 (15.4%) 0.290 
Hypertension 29 (46.0%) 1622 (42.2%) 0.546 
BMI (kg/m2) 23.1 (3.5) 24.1 (2.8) 0.040 
CRP (mg/dL) 0.714 (1.560) 0.182 (0.490) 0.011 
WBCs (/µL) 6,814.1 (2,452.8) 5,814.9 (1,604.9) 0.002 
Albumin (g/dL) 4.1 (0.4) 4.3 (0.3) 0.001 
ALP (IU/dL) 103.3 (115.4) 67.3 (0.9) 0.016 
ALT (IU/dL) 38.6 (62.2) 24.9 (19.0) 0.086 
BUN (mg/dL) 16.1 (5.5) 16.0 (4.4) 0.827 
Cholesterol (mg/dL) 182.5 (36.0) 192.1 (35.8) 0.036 
HDL (mg/dL) 49.3 (13.1) 53.1 (13.5) 0.029 
TGs (mg/dL) 117.6 (53.2) 119 (65.1) 0.832 
SBP (mmHg) 132.3 (20.2) 126.5 (16.5) 0.027 
PP (mmHg) 53.2 (14.6) 49.4 (12.1) 0.014 
DBP (mmHg) 79.1 (13.3) 77.1 (10.9) 0.153 
GFR (mL/min) 65.6 (12.5) 66.1 (10.1) 0.706 
Glucose (mg/dL) 104.8 (25.0) 103.7 (22.4) 0.714 
Hb (g/dL) 13.8 (2.0) 14.0 (1.4) 0.304 
HbA1c (g/dL) 6.12 (0.75) 6.07 (0.75) 0.540 
Uric acid (mg/dL) 5.64 (1.49) 5.45 (1.40) 0.286 
ASM/height2 (kg/m2) 7.05 (1.02) 7.04 (0.97) 0.893 
ASM/weight (%) 30.6 (2.81) 29.3 (3.46) 0.010 
BMI, body mass index; CRP, C-reactive prote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or number (%).

ASM/wt, %)과 Janssen 등[21]이 사용한 방법(ASM/height2, 

ASM/ht2, kg/m2)에 따라 ASM을 보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분류의 참고치는 아래와 같다.

Height (ASM/height2, kg/m2): Class I, 7.50 (men), 5.38 

(women); Class II, 6.58 (men), 4.59 (women)

Weight (ASM/weight × 100): Class I, 32.2 (men), 25.6 

(women); Class II, 29.1 (men), 23.0 (women)

BMI는 세계 보건기구의 아시아인 비만 기준에 따라 Group 

A (Underweight, BMI < 18.5), Group B (Normal, 18.5 ≤ BMI 

< 23), Group C (Overweight, 23 ≤ BMI < 25), Group D (Class 

I Obesity, 25 ≤ BMI < 30), Group E (Class II Obesity, 30 ≤ 

BMI)의 총 5단계로 분류하였다[13].

통계 분석

수검자의 인구학적 정보, 계측 정보 및 검사실 검사 결과를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퍼센트로 나타냈다. 생존군과 사망군의 비교에서 범

주형 변수의 경우는 χ2 검정, 연속형 변수의 비교는 t test를 

이용하여 양 군 간에 유의한 변수를 분석하였다. 사망 분석

은 Kaplan-Meier curve 및 Log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앞서 

양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

로 fully adjuste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따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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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aplan-Meier analyses of mortality according to BMI and 
sarcopenia (defined by ASM/height2 and ASM/weight). (A) 
Mortality by BMI. (B) Mortalicy by ASM/ht2. (C) Mortality by 
ASM/wt.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Inc.,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결     과

분석에 포함된 총 3,903명의 수검자의 나이는 69.5 ± 4.2

세였으며 1,857명(43.6%)이 여성이었다. 골격근량을 측정한 

시기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또는 사망한 시점까지를 추적 

관찰기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추적 기간은 27.2 ± 13.5개월이

었다. 수검자 중 사망한 사람은 63명이었으며 생존한 사람은 

3,840명이었다. 사인은 종양이 31예(49.2%), 심혈관 질환이 

15예(23.8%), 패혈증, 결핵, 노쇠, 외상 등 기타가 17예

(27.0%)였으며 생존 및 사망한 수검자 양 군 간의 대상자 특

성은 표 1에 기술하였다. 사망한 군에서 유의하게 연령이 높

았으며 남성이 많으며 BMI가 낮고 C-반응단백 및 백혈구 수

치가 높았다. 혈청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

롤은 사망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수축기 혈압과 맥압, 

alkaline phosphatase, ASM/wt는 사망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이환 여부는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에 기술된 사항 외에 문진에서 

관상동맥의 질환을 163명(4.2%)이 보고하였으며 간 질환의 

병력을 281명(7.2%)이, 신 질환의 병력을 122명(3.1%)에서 

보고하였으며 생존 및 사망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 3,181명 중 144명(4.5%)이 현 흡연자였으며 

663명(20.8%)이 과거 흡연자였고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SM/ht2에 의한 class I sarcopania는 남성에서 762명

(34.6%), 여성에서 112명(6.6%), class II sarcopenia는 남성에서 

182명(8.3%), 여성에서 11명(0.6%) 보였다. ASM/wt에 의한 

class I sarcopania는 남성에서 1,044명(47.5%), 여성에서 608명

(35.7%), class II sarcopenia는 남성에서 190명(8.6%), 여성에서 

89명(5.2%)에서 확인되었다. BMI는 group A에서 E 순으로 

각각 남성에서 50명(2.3%), 683명(31.0%), 697명(31.7%), 733명

(33.3%), 37명(1.7%), 여성에서 43명(2.5%), 556명(32.6%). 476

명(28.0%), 565명(33.2%), 63명(3.7%)이었다. 

Kaplan-Meier curve를 통하여 cumulative all-cause mortality

와 BMI, sarcopenia by ASM/ht2, sarcopenia by ASM/wt 각각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ASM/ht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1).

앞서 표 1에서 기술하였던 변수 중 사망과 유의한 관련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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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mortality with BMI and 
sarcopenia (defined by ASM/height2 and ASM/weight) using a 
fully adjuste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 Associations of BMI and sarcopenia (defined by ASM/height2

and ASM/weight) with all-cause mortality
 OR 95% CI 
BMI   
  Group A (BMI < 18.5) 2.46 0.83-7.34
  Group B (18.5 ≤ BMI < 23) - -
  Group C (23 ≤ BMI < 25) 0.67 0.34-1.33
  Group D (25 ≤ BMI < 30) 0.76 0.40-1.45
  Group E (30 ≤ BMI) 0.46 0.06-3.45
Sarcopenia by ASM/height²   
  Class I sarcopenia 2.11 1.17-3.79
  Class II sarcopenia 3.47 1.62-7.43
Sarcopenia by ASM/weight   
  Class I sarcopenia 1.17 0.66-2.06
  Class II sarcopenia 1.18 0.46-3.01
Variables adjusted for: age, sex, CRP, WBCs,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sy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pressure.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or 3,582 persons because data for at 
least one of the laboratory variables were missing in 321 persons. 
Reference groups: BMI-Group B; sarcopenia-no sarcopenia.

B. Associations of sarcopenia (defined by ASM/height2) with 
cancer and cardiovascular-related mortality
 OR 95% CI 
Cancer related mortality   
  Class I sarcopenia 1.72 0.69-4.30
  Class II sarcopenia 5.73 2.22-14.78
Cardiovascular related mortality   
  Class I sarcopenia 3.10 0.99-9.71
  Class II sarcopenia 1.56 0.17-14.27
Variables adjusted for: age, sex, CRP, WBCs, albumin, alkaline 
phosphatas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sy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pressure.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or 3,582 persons because data for at 
least one of the laboratory variables were missing in 321 persons. 
Reference group: no sarcopenia.

있는 변수가 BMI, sarcopenia by ASM/ht2, sarcopenia by ASM/ 

wt과 사망과의 관련성에 교란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ully adjusted Cox-proportional hazard 

model에 p < 0.05인 변수를 포함시켜 사망률에 대한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Table 2A). ASM/ht2에 따른 근감소증이 사

망률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class I (HR: 2.11, 

95% CI: 1.17-3.79)보다 class II (HR: 3.47, 95% CI: 1.62-7.43)

에서 hazard ratio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관련성은 BMI, sarco-

penia by ASM/wt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사망률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sarcopenia by ASM/ht2과 

원인별 사망률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분석이 가능하

였던 종양 및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같은 방

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2B). Class II sarcopenia

의 경우 종양에 의한 사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HR: 

5.73, 95% CI: 2.22-14.78),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HR: 1.56, 95% CI: 0.17-14.33).

고     찰

본 연구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골격근량 자료를 바탕으로 

ASM/ht2와 ASM/wt에 의한 근감소증, BMI, 그리고 사망률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sarcopenia by ASM/ht2가 전체 사

망률 및 종양에 의한 사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단면조사로서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라 보고된 근감소증 기준에 따라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상당히 큰 인구 집단에서 사망의 연관성을 관찰한 

최초의 국내 보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골격근량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건강한 노인[6] 및 시설 입소 노인[7]에서 골격근량 또는 마

른체중(lean body mass)의 감소가 사망률을 증가시킴이 보고

된 바가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 사회 거주 노인에서 마른체

중의 감소가 단기간의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

한 연구가 있다[14]. 그러나 골격근량보다 근력이 사망을 예

측하는 데에 보다 중요한 인자임을 보고한 연구들도 상당수 

있으며[15] 24년 이상을 추적관찰한 한 연구에서는 악력이 

사망을 예측하였으나 이를 근육량이나 지방량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6]. 최근 노인에서의 보행 속

도가 사망과 유의한 연관이 있음이 중시되고 있으며[17,18] 

이러한 연관은 근력을 보정한 이후에도 지속이 되었다는 보

고가 있다[19]. 이처럼 골격근량과 근력, 사망과의 관계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근육량과 근력의 상관관계는 알려져 있으며[20] 

근력이 근육량보다 중요함을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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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근육량을 모두 측정한 후 근육량을 보정하여도 근력

이 유의한 사망의 예측인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

면 흔히 건강검진에서 근력 측정 없이 보고되는 근육량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골격근량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기존에 Baumgartner 등[12]

이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ASM/ht2과 Janssen 등[21]

이 근육량을 체중으로 나눈 ASM/wt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이 더 임상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근감소증의 기준으로 이용한 국내의 연구[11]

에서 ASM/ht2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관찰될 것으로 예상

되는 근육량의 감소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점 등으로 해석

에 유의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한

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서 대사 증후군과 ASM/wt가 더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22]. 그러나 ASM/ht2과 

ASM/wt 중 어떤 방법이 사망과 더 연관되어 있는지는 보고

된 적이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SM/ht2가 사망과 연관되

어 있으며 ASM/ht2에 따른 근감소증이 Class I일 때 보다 

Class II에서 더 사망률이 증가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건강 검

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분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수검자가 이미 근감소증을 초래할 수 있는 모종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채로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껴 건강검진을 위

해 내원하였을 수 있으므로 선택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선택 치우침의 효과를 배제하고자 암으로 사망한 31명 

중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거나 암 의심 소견이 있

어 추적검사를 하여 결국 암이 진단된 14명을 제외하고 전

체 분석을 재 시행하였으나 전체 사망과 암 사망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추가로 관찰 기간이 24

개월 이상인 총 1818예의 수검자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

망에 대한 Cox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ASM/ht2에 의한 

Class I, Class II의 근감소증은 각각 2.73 (95% CI 0.94-7.88), 

3.61 (95% CI 0.85-15.35)의 상대위험도를 보였다. 2년 이후

에 발생한 사망의 수가 15에 불과하여 Cox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동일 수검자를 대상으로 경

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근감소증이 없는 것에 비하여 Class I, II로 근감소증 기준이 

증가될 때 마다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2.13배(p = 0.025) 증가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 치우침의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근감소증과 사망의 인과관

계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근감소증의 진단기준이 도출된 

DEXA 검사로 근육량을 측정하지 않고 BIA로 근육량을 측

정하여 보정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또한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EWGSOP)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감소증의 진

단 기준[23] 등 현재의 근감소증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준에는 근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력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관찰한 기간이 짧은 점과 총 사망 발생

이 적어서 제 2종 오류에 의하여 기존 U자형 관계가 알려져 

있는 BMI와 사망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감소증과 사망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일반 노인 인구에서 근육량 

및 근력을 측정하고, 사인별 사망률을 장기간 추적관찰하여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적: BMI와 사망의 U자형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건강한 노인에서 골격근량이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골격근

량, BMI와 사망 간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에서 건강검진을 시행받은 4,261명의 수검자 중 중복된 예를 

제외한 3,90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자료를 이용하여 ASM, ASM/height2, ASM/weight를 

계산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라 젊고 건강한 

20-39세 남, 여의 성별별 근육량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평균에서 1-2 표준편차 부족인 경우를 class I 근감소증, 2 

표준편차 이상 부족한 경우를 class II 근감소증으로 분류하

였고 BMI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결과: 27.2 ± 13.5개월의 기간 동안 63명이 사망하였고 사

망자는 유의하게 연령이 높고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염증 

지표가 증가되었으며 영양학적 지표가 나쁜 경향을 보였다. 

보정된 Cox 회귀분석에서 ASM/height²에 따른 class I (HR: 

2.11, 95% CI: 1.17-3.79), class II (HR: 3.47, 95% CI: 1.62-7.43)

의 근감소증은 사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었으나 ASM/weight

나 BMI는 사망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ASM/height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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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Class II 근감소증은 종양과 연관된 사망의 증가와 유의

한 관련성을 보였지만 심혈관계 질환 사망과는 유의한 관련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한국의 노인 인구에서 낮은 골격근량은 전체 사망

률과 종양 연관 사망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중심 단어: 노인; 골격근량; 근감소증;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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