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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게서 당뇨병과 근감소증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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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Sarcopenia in Korean Adults
Se Hwa Kim, Yoo Mee Kim, Young Jun W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Backgroun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diabetes mellitus (DM) and sarcopenia among Korean adults.
Methods: Data of DM associated with sarcopenia information was extracted from the 2008 to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among subjects aged 50 years or older (n=5,867). The prevalence of sarcopenia was main
outcome. Key independent variable was DM. We perform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of the prevalence of sarcopenia
after adjusting for age, current smoking, exercise, hypertension, chronic kidney disease, 25-hydroxyvitamin D,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Final regression models were stratified by gender and age categories.
Results: Study subjects were aged mean 63.7±5.8 years old and 47.2% were men. The prevalence of DM was 18.2% in men
and 15.8% in women. The prevalence of sarcopenia was higher in subjects with DM compared with subjects with non-DM
in men (20.8% vs. 12.2%) and women (21.7% vs. 15.2%). The prevalence of sarcopenia increased monitonically in older subjects
of men and women. The disparity of prevalence of sarcopenia between DM and non-DM subjects widened in older subjects.
As compared with non-DM subjects, DM subjects were over 60% more likely to have sarcopenia in men and 37% more likely
in women.
Conclusion: DM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arcopenia in Korean adults. The risk of sarcopenia in people with
DM increases with advance i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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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속적으로 감소하여, 신체기능의 약화, 삶의 질 저하, 사
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정의하였다[2]. 근감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의 하나

소증의 진단은 근육량의 감소와 근육기능의 약화(근력의

로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의미한다[1]. The European

약화 또는 신체수행능력의 감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EWGSOP)

다. 2018년 EWGSOP2에서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데 근

에서는 근감소증을 근육량과 근력(muscle strength)이 지

력의 저하와 함께 근육량의 감소 또는 근육질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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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요건으로 변경하였고, 신체수행능력이 떨어진

에 대한 문진과 신체계측을 하였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경우 심한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도록 제안하였다[3].

정맥혈을 채취한 후 중앙검사실에서 24시간 내에 분석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진단기준과 대상에 따라 약간씩

하였다.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 mg/dL 또는 당화혈색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는 1∼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약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29% [4-8], 요양기관 등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는 14∼33% [9,10]였다. 그리고 Health, Aging, and Body
Composition (Health ABC)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을 가

3. 체성분 분석 및 근감소증 정의

진 노인들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근육량은 많았

체질량지수는 체중/키의 제곱(kg/m2)으로 계산하였고,

으나, 근육 소실과 근력 감소가 더 빨랐다[11-13]. 한국

허리둘레는 늑골하부에서 장골능의 중간지점에서 측정

인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근감소증의 연관성을 분석한

하였다. 체성분분석은 전신 DXA (Hologic Discovery,

연구는 많지 않다. Kim 등은 65세 이상 노인 414명(당뇨

Hologic, USA)를 이용하여 총제지방량(total body lean mass),

병군 144명, 대조군 27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군에서 대

부위별 제지방량(regional lean mass), 총체지방량(total

조군에 비해 사지근육량(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body fat mass), 총체지방률(total body fat percentage)을 측

이 적었고, 근감소증의 유병률도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정하였다. 반복 측정 시 변이계수는 체지방량 2%, 제지

[14]. 20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도

방량 0.6%였다. 사지근육량은 양측 팔과 다리의 제지방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근감소증의

량 값에서 뼈의 무기질량을 뺀 근육량의 합으로 구하였

위험이 높았다[15].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국인을 대표

다. 근감소증의 진단은 Janssen 등[16]의 방법을 변형하

할 수 없는 특정 지역과 병원을 방문한 비교적 적은 수

여, 사지근육량을 체중으로 보정한 값이 젊은 성인 집단

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들의 수도 적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0년 자료에서 20∼29세 남

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성 855명, 여성 1,104명)의 평균값보다 −2 표준편차(남성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0

28.7%, 여성 22.4%)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비당뇨병
군에 비해 근감소증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이

4. 통계분석

당뇨병 유무에 따른 근감소증 유병률의 차이에 영향을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2.0 (SPSS Inc.,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뇨병 이외에 근감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평균±표

소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나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분석하였고,

았다.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간의 독립변
수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러 변수들의 비교는 t-test

대상 및 방법

와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근감소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연

1. 연구대상

령, 현재 흡연, 운동, 고혈압, 신기능, 혈중 25-히드록시

본 연구는 200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비타민D,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보정한 후 당뇨병과 근

만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이중에

감소증이 독립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너지엑스선흡수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결과는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

DXA) 측정을 포함한 검사를 하고, 건강설문을 마쳤으

하였다.

며, 암 병력이나 신기능장애(만성신장병 4기 이상)가 없
는 5,867명을 분석하였다.

2. 문진 및 생화학 검사

결

과

1. 대상군의 임상적 특징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동반질

대상군의 임상적 특징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대상

환의 유무와 종류, 흡연, 음주력, 신체활동 정도, 운동 등

군은 총 5,867명으로 남성 2,770명, 여성 3,097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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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Men

Women

Non-diabetes group Diabetes group
(n=2,266)
(n=504)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2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Fasting plasma glucose (mg/dL)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2
eGFR (mL/min/1.73 m )
25(OH)D (ng/mL)
Current smoking (%)
Exercise (%)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 (years)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Oral antidiabetic agents (%)
Insulin (%)
Hypertension (%)

62.9±8.6
166.7±5.9
65.5±9.5
23.6±2.9
84.6±8.4
124.3±17.0
77.3±10.4
96.6±10.0
187.5±35.8
49.3±12.5
85.2±12.2
22.2±7.4
34.5
28.0
43.0

64.1±8.3
166.3±5.8
67.6±9.7
24.4±2.9
87.8±8.8
126.0±16.2
75.4±10.1
140.8±44.5
7.2±1.3
180.8±38.3
45.9±11.7
83.3±13.9
21.2±7.5
33.2
27.1
5.9±6.0
63.1
4.2
61.3

P value
0.002
0.288
＜0.001
＜0.001
＜0.001
0.042
＜0.001
＜0.001
＜0.001
＜0.001
0.004
0.005
0.588
0.674
＜0.001

Non-diabetes group Diabetes group
(n=2,609)
(n=488)
63.1±8.6
153.3±5.7
56.5±8.5
24.0±3.1
81.6±9.0
125.4±17.8
76.6±9.9
94.6±9.2
203.1±35.3
52.5±12.2
88.7±12.7
19.0±7.0
4.6
23.8
43.3

66.4±7.9
152.9±5.6
59.2±9.3
25.3±3.5
87.1±9.6
131.4±18.4
75.8±9.8
135.3±37.9
7.2±1.3
195.6±40.9
48.3±12.1
83.0±15.5
19.3±7.6
3.7
20.0
7.0±6.9
66.2
5.1
69.3

P value
＜0.001
0.180
＜0.001
＜0.001
＜0.001
＜0.001
0.098
＜0.001
＜0.001
＜0.001
＜0.001
0.305
0.472
0.070
＜0.001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25(OH)D, 25-hydroxyvitamin D.

Figure 1. Association of age and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in men and women.

남성의 18.2%, 여성의 15.8%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

연율과 운동 여부의 차이는 없었다.

다. 당뇨병의 평균 유병기간은 약 6.5±6.4년이었고, 당뇨
병 환자의 4.6%에서 인슐린을 사용하였다. 당뇨병군은

2. 연령, 당뇨병 유무에 따른 근육량 및 지방량 분석

비당뇨병군에 비해 연령과 체질량지수가 높았다. 허리둘

연령과 사지근육량의 연관성은 남성 및 여성 모두에

레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당뇨병군에 비해 당뇨병군에

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였다

서 더 컸는데, 여성에게서 차이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남성, =−0.411; 여성, =−0.274) (Figure 1). 여성에게서

(여성 5.1 vs. 남성 3.2 cm). 당뇨병 유무에 따른 현재 흡

는 당뇨병군에서 비당뇨병군에 비해 연령과 사지근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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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경향을 보였으나(=−0.331

였다(50∼64세 3.5%, 65∼74세 12.8%, 75세 이상 15.2%).

vs. =−0.276), 남성에게서는 당뇨병 유무에 따른 차이는

또한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만 당

크지 않았다(당뇨병군, =−0.405 vs. 비당뇨병군, =−

뇨병 유무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Table 3).

0.413).

여성에게서도 남성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고, 75세 이상
에서는 근감소증 유병률이 당뇨병군에서 2배 정도 높았

당뇨병 유무에 따른 지방량과 근육량의 차이를 살펴

다(P=0.002) (Table 3).

보면, 총체지방량 및 총체지방률은 남성 및 여성 모두
당뇨병군에서 비당뇨병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Table

근감소증과 당뇨병과의 독립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기

2). 사지근육량은 남성에게서는 당뇨병 유무에 따라 차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고혈압, 당

이가 없었으나(P=0.473), 여성에게서는 당뇨병군에서 의

뇨병, 25-히드록시비타민D 농도,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미있게 많았다(P=0.008).

근감소증과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다른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근감소증 위험이
남성에게서 1.6배, 여성에게서 1.4배 높았다(Table 4).

3. 당뇨병과 근감소증의 연관성 분석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50∼64세군 12.3%, 65∼74세군
18.1%, 75세 이상군 20%로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였다

고

찰

(P for trend ＜0.001). 남성에게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당뇨병군에서 비당뇨병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20.8 vs.

본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당뇨병이 있는

12.2%, P＜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군과 비당뇨

경우 비당뇨병군에 비해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의미있게

병군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

높았다. 그러나 연령별로 분석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젊

Table 2. Body composition of study subjects

Men

Women

Non-diabetes
group
(n=2,266)

Diabetes
group
(n=504)

P value

Non-diabetes
group
(n=2,609)

14.6±4.7
22.1±5.1
8.2±3.0
50.4±6.2
20.7±2.9
31.8±2.6

15.8±4.5
23.3±4.8
9.2±2.9
51.2±6.6
20.6±3.1
30.6±2.4

＜0.001
＜0.001
＜0.001
0.006
0.473
＜0.001

19.4±5.1
34.1±5.4
10.3±3.2
36.7±4.4
14.0±1.9
24.9±2.5

Total body fat mass (kg)
Total body fat (%)
Trunk fat (kg)
Total body lean mass (kg)
ASM (kg)
ASM/weight (%)

Diabetes
group
(n=488)

P value

20.7±5.3
34.8±4.9
11.8±3.3
38.0±5.0
14.3±2.1
24.2±2.4

＜0.001
0.002
＜0.001
＜0.001
0.008
＜0.001

ASM,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Table 3. Prevalence of sarcopenia using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weight in population with/ without diabetes

Men

All age
Age group (years)
50∼64
65∼74
≥75

Women

Non-diabetes group
(n=2,266)

Diabetes group
(n=504)

P value

Non-diabetes group
(n=2,609)

Diabetes group
(n=488)

P value

12.2%

20.8%

＜0.001

15.2%

21.7%

＜0.001

9.9%
14.1%
19.9%

13.4%
26.9%
35.1%

0.086
＜0.001
0.014

13.8%
17.8%
15.6%

15.7%
24.0%
30.5%

0.479
0.044
0.002

Sarcopenia was defined as less than 2 SD below the sex-specific mean for a young reference group from the data sets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2008 to 2010 (855 men and 1,104 women, 20∼29 years old). The cutoff point for sarcopenia
was 28.7% for men and 22.4%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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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esence of sarcopenia as a dependent variable

Men

Age
Current smoking
Exercise
Diabetes
Hypertension
Prehypertension
Hypertension
CKD stage
Stage 2
Stage 3
25(OH)D
Total cholesterol

Women

Exp (B)

P value

95% CI

Exp (B)

P value

95% CI

1.035
0.801
0.767
1.608

＜0.001
0.086
0.053
＜0.001

1.021-1.050
0.621-1.032
0.587-1.003
1.237-2.090

1.015
0.630
0.896
1.370

0.039
0.092
0.371
0.014

1.001-1.029
0.367-1.079
0.704-1.140
1.066-1.760

1.607
2.305

0.009
＜0.001

1.124-2.297
1.690-3.142

1.220
0.869

0.197
＜0.001

0.902-1.651
1.443-2.420

1.096
1.792
0.949
1.004

0.495
0.024
＜0.001
0.007

0.842-1.428
1.081-2.972
0.934-0.965
1.001-1.007

0.878
0.998
0.965
1.004

0.262
0.992
＜0.001
0.002

0.700-1.102
0.617-1.614
0.951-0.979
1.002-1.007

CKD, chronic kidney disease; 25(OH)D, 25-hydroxyvitamin D.
Age, current smoking, exercise, diabetes, hypertension, CKD stage, serum 25(OH)D, and serum total cholesterol were entered int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은 50∼64세 연령군에서는 당뇨병 유무에 따른 근감소증

혈압 등 여러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

유병률이 비슷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근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약 3배 높았다(P＜0.004). 다른

보였고, 75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더 뚜렷하였다.

연구자들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면연구를 시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비만하면

행하였다[14]. 대상자들의 연령은 70∼71세였고, 당뇨병

서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더 많은 특징을 나타낸다[17].

이환기간은 10.7∼13.0년이었다.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Health ABC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근육량이 더

서 당뇨병을 가진 경우 대조군에 비해 근감소증의 유병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력 등 근육기능은 비당뇨인에 비

률이 높았다(남성 23.7 vs. 12.3%, 여성 25.9 vs. 15.0%).

해 감소되어 있었다[11]. 또한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후 근감소증의 위험은 당뇨병 남

에 비해 근육량이 더 빠르게 소실되었다[12,13]. 당뇨병

성에게서 약 2.9배 높았으나(교차비 2.88, 95% 신뢰구간

을 가진 아시아인의 특징은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1.14-7.30, P=0.026), 당뇨병 여성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

비만하지 않지만, “대사적으로는 비만한(metabolically obese)”

(교차비 2.05, 95% 신뢰구간 0.83-5.09, P=0.122).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체중은 정상이나 복

우리 연구에서는 근감소증과 연관이 있는 여러 요인

부비만을 동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들을 보정한 후에도 근감소증 위험이 당뇨병 남성과 여

[18]. 따라서 당뇨병에서 근감소증의 발생 위험은 아시

성에게서 각각 1.6배(P＜0.001), 1.4배(P=0.014) 높았다.

아인에게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 유무에 따른 총체지방량 및 사지근육량을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예측한대로 당뇨병 남성은 비당뇨병 남성에 비해 사지

고하였다. Kim 등은 1개 대학병원을 방문한 당뇨병 환자

근육량은 비슷하나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높은데, 이는

428명과, 지역사회거주 건강한 성인 중 연구에 자발적으

주로 총체지방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

로 참여한 대조군 396명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

뇨병 여성에게서도 체중이 증가할수록 총체지방량과 사

하였다[15]. 대상인들의 연령은 58∼59세였고, 체질량지

지근육량이 늘었으나, 체중증가의 약 20%만을 사지근육

2

수는 24.3∼25.0 kg/m 이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당뇨병군

량의 증가가 차지하고 있어, 체중의 증가함에 따라 발생

에서 15.7%, 대조군에서 6.9%였고, 60세 이상 남성 및 여

하는 체성분의 변화는 주로 지방량의 증가임을 알 수 있

성 모두에게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남성 19.0

었다. 이런 경향은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vs. 5.1%, P=0.005; 여성 27.0 vs. 14.0%, P=0.013). 또한

였다. 즉, 근감소가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75세 이상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약물치료,

의 초고령에서도 사지근육량의 분포는 다른 연령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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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여성에게서
사지근육량이 더 적었다며 우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런 차이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상자들의 연
령이나 당뇨병 유병기간 등 여러 특징들이 연구마다 다
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면적 연구로 근감소
증과 당뇨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연관성만
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특성상 근력과 신체수행
기능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데 근육량 감소 기준만을 사용하였다. 최근 EWGSOP2
에서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데 근력 감소를 필수적인 1
차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근육량 또는 근육질
의 감소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였다[3]. 따라서 근감소
증의 유병률이나 위험인자 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최
소 근력의 평가를 통한 근감소증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제1형 당
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50세 이상 대상자만을 선택하였고, 우리 나라
에서 제1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
면, 이 제한점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당뇨병을 가
진 남성 및 여성은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감소증 유병률의
증가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에게서 의미있게 나타났
고, 75세 이상의 초고령에게서 더 현저하였다. 따라서 당
뇨병을 가진 노인은 근감소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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