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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oncentrations of Serum Albumin May Predict Muscle Loss
in Korean Adults Aged 60 Years and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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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factors for predicting aging-related muscle loss are not clearly identifi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muscle loss in Korean older adults.
Methods: We assessed 329 subjects aged 60 year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health checkup programs twice in one
to two years’ time period. Muscle loss group was defined as those with 5% or more decrease in fat-free mass. The biomarkers
were compared between the muscle loss and non- loss groups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Results: The number of subject in muscle loss group was 30 (9.1%). Serum albumin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muscle loss group than that in the non-loss group. Based on the ROC curve results, serum albumin was the predictor
of muscle loss (Area Under Curve=0.656). Multivariate regression results presented the odds ratio of 1 standard deviation of
baseline albumin level for the muscle loss was 0.446 (95% confidence intervals 0.271-0.734, P=0.001).
Conclusion: Baseline serum concentrations of albumin may be a significant indicator to predict muscle mass loss in Korean
adults aged 60 years and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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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5-8].
한편 근감소증과 연관 있는 인자를 찾고 선행인자들

근육량은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젊은 성인에 비해 80

을 찾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9,10]. 유전적 소인이

대 노인의 근육량은 약 30% 적다[1]. 근육량 또는 근력

나 영양, 활동량 등과 같은 요소들뿐 아니라 호르몬, 염

의 감소는 기능저하나 장애 등과 연결되며[2,3], 높은 사

증지표 등이 근 소실과 연관 있는 인자들로 생각되어 왔

망률과도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4]. 따라서

다[9,10]. 그러나 아직 특정 생체표지자가 근감소증의 좋

근감소증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

은 지표가 된다고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혈청 알부

여 세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지속되어 왔다

민 감소는 노인에서 흔히 보이는 이상소견이며 나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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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11,12]. 알부민 감소는 흔히 영

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운동은 중등도 이

양불량, 특히 단백질 영양 불균형의 표지자로 인정받아

상의 강도로 주 3회 이상 시행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주

왔다[13]. 따라서 알부민 저하가 근육량 감소와 연관된

기적 운동(routine exercise)으로 정의하였다.

다는 보고도 있어 왔다[14]. 그러나 일부 연구만이 알부

키와 체중은 신발을 벗고 선 채로 측정하였고, 허리둘

민 저하가 향후 근육량 또는 근력의 저하를 예측하는 인

레는 아래 갈비 경계와 엉덩뼈능선의 중앙 부위에서 측정

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추적 연구로 진행되었다[15-17].

하였다. 혈압은 10분간 앉은 상태로 휴식 후 측정하였다.

그 중 한 연구에서는 알부민 저하가 근육량 감소를 예측

채혈은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에서 팔꿈치 앞쪽 정맥

하였지만[15],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16]. 그

에서 이루어졌다. 혈청은 섭씨 4도에서 보관하다가 채혈

외 연구들에서는 일부 새로운 지표들이 근감소의 예측

당일에 분석을 시행하였다. 혈당, 크레아티닌, 총 단백,

인자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나[18], 아직까지 그 지표들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이 인구집단에서 노화에 따른 근감소를 예측한다고 하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아스파르테이트

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아미노전달효소,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등은 자동분석기

아직까지 전통적인 인자들 가운데 노화에 따른 근감

(HITACHI 76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다. 특히 한국인에게서 근육량 감소를 예측할 수 있

3. 근육량 측정 및 근감소군의 정의

는 선행인자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체질량,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은 Inbody 720 (Biospace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종단적인 근육량

Co., Seoul, Korea)을 이용해 생체전기저항분석(bioimpedence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analysis, BIA)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전기저항은 1 kHz,

전체적인 체중감소와 근육량 감소의 선행인자가 동일한

5 kHz, 50 kHz, 250 kHz, 500 kHz, 1,000 kHz에서 측정

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골격근지수(skeletal

대상 및 방법

muscle index, SMI)는 제지방량(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체중과 제지방량은 변화량과 변화율

1. 연구 대상

을 모두 계산하였고, 5% 이상의 체중감소를 의미 있는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병원의 건

체중감소로 평가하므로[19], 제지방량이 5% 이상 감소

강검진센터를 내원했던 60세 이상의 남녀 가운데, 1-2년

한 경우 의미 있는 제지방량 감소로 정의하였다. 제지방

후 재방문하였던 41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

량 감소 집단을 근감소군(muscle loss group), 그렇지 않은

든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서면으

집단을 비감소군(non-muscle loss group)으로 정의하였다.

로 동의하였다. 체중이나 근육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암, 급

4. 통계 분석

성기 질환, 투석이 필요한 신장질환, 간경변, 갑상선질환,

기술 분석을 통해 결과는 근감소군과 비감소군에서

갑상선자극호르몬 0.4 mIU/L 이하 또는 5 mIU/L 이상,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사분위 구간), 또는

5% 이상의 체중증가가 있었던 사람들도 연구에서 배제

대상자 수와 분율로 표시하였다. 두 군의 비교를 위해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329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

student t-test, Mann-Whitney U-test, chi-square test를 이용

었다. 본 연구는 분당차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하여 P 값을 계산하였다. 각 지표와 BMI, SMI, 체중 변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BD2013-081).

화율 및 제지방량 변화율과의 관련성은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es)을 시행하였다.

2. 문진 및 생화학 검사

근감소군과 비감소군 사이의 비교와 상관분석에서 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의 과거력, 생활습관

미 있었던 지표들을 중심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

등을 조사하였다. 흡연력은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

하였다. 체중 변화율과 제지방량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음주는 알코올 소비를 하는 사람

하고, 잠재적 혼란변수들을 포함시켜 모델을 형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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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ge (years)
Men
Hypertension
Diabetes
Smoking
Non-smoker
Current smoker
Ex-smoker
Alcohol consumer
Routine exercise
Anthropometry
Body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Waist circumference (cm)
Fat proportion (%)
Fat mass (kg)
Non-fat mass (kg)
Skeletal mass index (kg/m2)
Changes of body weight and non-fat mass
Body weight change (kg)
Proportion of body weight change (%)
Non-fat mass change (kg)
Proportion of non-fat mass change (%)
Blood pressures and pulse rat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Pulse rate (/min)
Laboratory results
Hemoglobin (g/dL)
Hematocrit (%)
White blood cell count (103/L)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glutamyl transferase (IU/L)
Total bilirubin (mg/dL)
Direct bilirubin (mg/dL)
Alkaline phosphatase (IU/L)
Urea nitrogen (mg/dL)
Creatinine (mg/dL)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1.73 m2)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Uric acid (mg/d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mm/h)

Non-muscle loss group (n=299)

Muscle loss group (n=30)

P value

66.1±5.3
191 (63.9%)
139 (46.5%)
57 (19.1%)

67.1±5.7
19 (63.3%)
16 (53.3%)
7 (23.3%)

0.329
1.000
0.600
0.748

160
34
105
137
186

22
3
5
11
17

0.093

(53.5%)
(11.4%)
(35.1%)
(45.8%)
(62.2%)

(73.3%)
(10.0%)
(16.7%)
(36.7%)
(56.7%)

0.442
0.691

65.7±9.4
24.5±2.7
86.1±7.7
28.4±7.1
18.7±5.4
47.1±8.0
17.4±1.7

64.2±7.8
23.9±1.5
84.7±5.4
26.0±7.0
16.5±4.3
47.8±8.6
17.7±2.0

0.401
0.064
0.331
0.074
0.032
0.645
0.448

0.0±1.8
−0.1±2.8
0.0±1.4
0.1±2.9

−1.2±2.4
−2.0±3.8
−3.5±2.7
−7.1±3.4

0.001
＜0.001
＜0.001
＜0.001

126.0±13.6
76.3±9.2
68.7±10.4

122.9±18.0
72.9±8.9
69.8±10.3

14.6±1.3
43.6±3.8
5.9±1.5
7.2±0.4
4.7±0.2
24.0 (20.0-31.0)
22.0 (17.0-30.0)
24.0 (15.0-36.0)
0.8 (0.6-1.0)
0.4±0.2
177.0±46.8
15.6±4.0
1.0±0.2
71.8±11.1
102.0 (94.0-116.0)
194.2±38.9
115.0 (87.0-158.0)
51.8±11.5
111.8±32.4
5.1 (4.3-6.4)
10.0 (5.0-16.0)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proportion).

14.4±1.1
43.0±3.5
5.9±1.5
7.1±0.4
4.5±0.2
25.5 (20.8-28.3)
19.5 (16.0-29.3)
19.0 (13.0-28.0)
0.7 (0.5-1.0)
0.4±0.2
183.8±43.2
14.6±3.7
0.9±0.2
73.4±10.8
103.5 (89.8-116.0)
185.0±45.4
110.0 (82.5-180.5)
50.9±9.8
104.8±38.0
5.0 (4.4-6.1)
8.5 (2.8-16.0)

0.365
0.050
0.555
0.419
0.372
0.944
0.121
0.002
0.664
0.454
0.098
0.427
0.344
0.444
0.229
0.508
0.465
0.376
0.227
0.660
0.677
0.268
0.73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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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및 성별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 군 사

다.
제지방량 변화율과 관련성을 보이는 생체표지자들을

이에 체중, BMI, 허리둘레 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제지방량 저하에 대한 수신기작동

며, 기저 제지방량 또한 근감소군 47.8±8.6 kg, 비감소군

특성(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그리고,

47.1±8.0 kg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저 지

곡선 아래 면적을 계산하여 의미 있는 지표를 찾아보았

방량은 근감소군이 16.5 kg으로 비감소군보다 의미 있게

다. 최종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낮았다(P=0.032). 생체표지자 가운데에는 혈청 알부민

근감소군에 들어갈 의미 있는 지표를 확인하였다.

농도가 근감소군 4.5±0.2 g/dL, 비감소군 4.7±0.2 g/dL로

통계 분석은 SPSS 21.0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IBM,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2).
Table 2에서는 BMI, SMI, 체중 및 제지방량 변화율과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P 값 0.05 미만을 통

임상지표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BMI는 대부분의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사 지표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MI는 헤모글

결

로빈,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

과

테롤, 요산 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체
총 329명의 대상자 가운데 30명(9.1%)에서 의미 있는

중 변화율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총 콜

제지방량 감소를 보였다(Table 1). 근감소군의 평균 근감

레스테롤과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이었다. 제지방

소량은 −7.1 kg이었다. 근감소군과 비감소군 사이에 연

량 변화율은 총 단백, 알부민, 총 빌리루빈, 적혈구침강속도

Table 2. Th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indices with adjusting for age and sex

BMI

Systolic BP
Diastolic BP
Pulse rate
Hemoglobin
Hematocrit
WBC count
Total protein
Albumin
AST (log)
ALT (log)
GGT (log)
T. bilirubin (log)
D. bilirubin (log)
ALP
Urea nitrogen
Creatinine
Estimated GFR
Glucose (log)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g)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Uric acid (log)
ESR (log)

SMI

Weight change

Non-fat change

r

P value

r

P value

r

P value

r

P value

0.110
0.142
0.001
0.194
0.172
0.174
0.141
0.012
0.071
0.180
0.209
0.141
0.125
−0.031
0.018
0.031
−0.030
0.060
0.043
0.247
−0.186
0.054
0.211
0.123

0.048
0.010
0.979
0.000
0.002
0.002
0.011
0.824
0.203
0.001
0.000
0.011
0.025
0.575
0.753
0.573
0.584
0.281
0.443
0.000
0.001
0.330
0.000
0.028

0.056
0.117
−0.091
0.129
0.100
0.064
0.014
−0.077
0.051
0.117
0.048
0.098
0.092
−0.042
0.051
0.104
−0.111
−0.046
0.059
0.058
−0.111
0.089
0.113
0.044

0.316
0.034
0.099
0.019
0.072
0.245
0.804
0.164
0.359
0.034
0.384
0.076
0.101
0.445
0.356
0.060
0.044
0.405
0.288
0.299
0.045
0.108
0.041
0.431

0.027
0.004
−0.088
0.043
0.019
−0.053
0.042
−0.010
0.016
0.010
−0.021
−0.001
−0.017
−0.084
−0.050
−0.027
0.010
−0.091
0.199
0.019
0.079
0.199
−0.003
0.004

0.626
0.948
0.110
0.434
0.735
0.342
0.452
0.854
0.772
0.854
0.704
0.989
0.763
0.129
0.372
0.622
0.861
0.102
0.000
0.731
0.154
0.000
0.962
0.942

0.024
0.082
−0.052
0.072
0.085
0.019
0.167
0.171
0.078
0.056
0.065
0.112
0.112
0.055
0.027
0.064
−0.062
0.037
0.047
0.030
0.054
0.035
0.086
0.117

0.661
0.140
0.349
0.194
0.123
0.727
0.002
0.002
0.159
0.315
0.239
0.043
0.046
0.317
0.623
0.246
0.261
0.508
0.397
0.584
0.331
0.528
0.122
0.036

BMI, body mass index; SMI, skeletal muscle index; BP, blood pressure; WBC, white blood cel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lutamyl 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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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등과 양의 상관관계

였다. 그 결과 기저 혈청 알부민 농도가 1SD 큼에 따라

를 보였다.

근감소군에 들어가게 될 교차비(odds ratio)는 0.446 (95%

기저 변수들 가운데 체중 변화율 및 제지방량 변화율

confidential interval, 0.271-0.734)이었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후보 변
수 가운데,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농도는 독립적
으로 체중 변화율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 모델에
서 당뇨병은 체중의 감소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인자였
다. 알부민과 ESR은 독립적으로 제지방량 변화율과 양
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당뇨병은 제지방량 감소의 예측
인자 역할을 하였다. 알부민 대신 총 단백으로 만든 회
귀모형에서도 총 단백은 제지방량 변화율의 독립적 예
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기저 지표들 가운데 근감소 발생의 위험인자를 찾기
위해 총 단백, 알부민, ESR에 대한 ROC 곡선을 작성하
였다(Figure 1). 그 가운데 알부민의 곡선 아래 면적은
0.656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P=0.005).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는 알부민의 값은 4.55 g/dL였다.
혈청 총 단백 농도와 ESR은 의미 있는 P 값을 갖지 못
하였다. 해당 지표와 다른 후보 지표들을 하나의 로지스
틱 모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표시하

Figure 1.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of
candidate markers for the muscle loss group. The areas under
curves were 0.656 for albumin levels, 0.859 for total protein
levels, and 0.541 fo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levels, respectively. The serum concentration of albumin was a
significant indicator for muscle loss group.

Table 3.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for the changes of body weight and non-fat mass in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s

ΔBody weight

ΔNon-fat mass

Model 1
Beta (SE)
Age
Men (vs. women)
Diastolic BP
Total protein
Albumin
Total bilirubin (log)
LDL cholesterol
ESR (log)
GGT (log)
Estimated GFR
Hypertension
Diabetes
Alcohol consumer
Routine exercise
Current smoker

Model 2
P value

Beta (SE)

Model 3
P value

Beta (SE)

P value

−0.076 (0.058)
−0.051
0.060 (0.056)
0.153 (0.062)

0.187
0.495
0.282
0.014

0.097
−0.052
0.101
0.014
−0.047
−0.020
−0.118
0.039
−0.052
0.084

0.107
0.381
0.121
0.824
0.402
0.718
0.052
0.559
0.358
0.149

−0.033 (0.059)
0.082
−0.018 (0.055)

0.572
0.270
0.740

−0.049 (0.059)
−0.035
0.080 (0.055)

0.405
0.630
0.146

0.027
−0.050
0.166
−0.014
−0.004
0.021
−0.041
−0.159
0.074
0.047
−0.008

0.650
0.414
0.006
0.827
0.945
0.712
0.459
0.009
0.273
0.398
0.887

0.199
0.079
−0.052
0.160
0.018
−0.054
−0.013
−0.132
0.021
−0.041
0.082

0.001
0.192
0.381
0.010
0.774
0.328
0.816
0.029
0.759
0.466
0.157

(0.060)
(0.061)
(0.060)
(0.062)
(0.063)
(0.056)

(0.060)
(0.060)
(0.059)
(0.062)
(0.063)
(0.055)

(0.060)
(0.060)
(0.065)
(0.063)
(0.056)

Model 1 is a regression model for the change of body weight change, and Model 2 and 3 are models for the change of non-fat mass.
BP, blood pressure; LDL, low-density lipo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GGT, -glutamyl transfer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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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odds ratios of the variables for muscle loss group
i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OR (95% CI)
Age (1SD)
Men (vs. women)
Diastolic BP (1SD)
Albumin (1SD)
Total bilirubin (log; 1SD)
LDL cholesterol (1SD)
ESR (log; 1SD)
GGT (log; 1SD)
Estimated GFR (1SD)
Hypertension
Diabetes
Alcohol
Routine exercise
Current smoker

0.991
1.025
0.683
0.446
1.075
1.001
0.711
0.681
1.269
1.716
2.291
0.846
0.711
0.952

(0.653-1.503)
(0.331-3.167)
(0.447-1.044)
(0.271-0.734)
(0.671-1.723)
(0.641-1.564)
(0.447-1.131)
(0.410-1.131)
(0.844-1.906)
(0.753-3.909)
(0.760-6.901)
(0.316-2.262)
(0.310-1.629)
(0.233-3.881)

P value
0.965
0.966
0.078
0.001
0.764
0.995
0.150
0.138
0.252
0.199
0.141
0.738
0.420
0.945

BP, blood pressure; LDL, low-density lipo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GGT, -glutamyl transfer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연구에서는 혈청
총 단백이나 알부민 농도가 단면적인 BMI 또는 제지방
지표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외국의 추적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15,16]. Health ABC 연구와
MrOS 연구가 혈청 알부민 농도가 이후의 근육량 감소
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Health
ABC 연구 결과에서 기저 알부민 농도는 단면적으로 사
지 근육량 및 제지방량 상태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15]. MrOS 연구 결과에서도 4.4 g/dL 이상의 혈청
알부민 농도에서 오히려 낮은 BMI를 보였으며, 알부민
농도는 사지근육량과 비례하지 않았다[16]. 좀 더 이전
의 단면 연구에서 혈청 알부민이 노인에게서 근육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14], 우리 연구를 포
함한 추적 연구 결과들에서는 혈청 알부민 농도가 현재
의 근육량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
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기저 알부민 농도가 근육량 변화

고

찰

에 독립적인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러한 결과는 Health ABC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남녀에서 보편적인 임상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에 산화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지표 가운데 제지방량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무

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28]. 알부민은 세포 글루타티

엇인지 탐색하였고, 혈청 알부민 저하가 가장 중요한 예

온 세부 조절[29]과 phosphoinositide 3-kinase 경로 활성화

측인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감소군과 비감소군과의

[30]에 역할을 하므로, 산화손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

기저 알부민 농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다양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혈청 알부민이 근육량 감

인자를 보정하여도 혈청 알부민 농도는 제지방량 감소

소를 막는 기전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면 우리

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 우리 연구에서는 단면적으로

결과에 반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65세 이상의 남성을

SMI와 관련 있는 인자들이라도 제지방량 감소를 예측

대상으로 했던 MrOS 연구에서는 기저 알부민 농도와

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근육량 또는 근력 감소 사이에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혈청 알부민 농도는 전신의 단백질 상태를 나타내는

[16]. 근육량을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Longitudinal Aging

중요한 지표이다. 이 수치의 저하는 단백질 저장량 감소

Study Amsterdam 연구에서도 알부민 농도는 향후 악력

를 나타내며, 체내에서는 이화작용으로 근육 분해를 초

변화와 관련성이 없었다[17]. 연구들마다 결과가 다른

래할 수 있다[20]. 이러한 점에서 혈청 알부민 농도가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기저 건강상태와 성비,

근육량 또는 근육량 변화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인종 등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할 만 하다. 향후 한국인

있을 것이다. 노인에게서 알부민 저하는 영양상태나 질

을 포함한 다른 인종에서도 근력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

병의 심각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13,21,22]. 또 생리적 스트레스, 신장 및 간질환, 염증,

우리 연구에서는 ROC 곡선을 이용하여 근감소군에

수술 등과 같은 조건에서 혈청 알부민이 저하된다[23-26].

해당할 기저 알부민 농도의 결정값(cut-off value)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단순히 단백질 섭

4.55 g/dL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값은 지극히 정상적

취량만 줄인 경우에는 혈청 알부민 농도는 변화하지 않

인 수치이며, 기존 연구들에서 4.2 또는 4.4 g/dL를 가장

았다[27]. 이런 점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인구집단에서

높은 알부민 군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 연

혈청 알부민 농도를 단백질 대사와 관련한 지표로 사용

구의 결정값은 이미 해당 연구들의 가장 높은 알부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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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고 있다[15,16]. 우리 연구가 상대적으로 건강

는 추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정 질병에서의 악액질 지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비

표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인구집단에서 노화에 따른 근감

해 높은 알부민 평균값을 가졌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소증의 예측인자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알부민 농도가 정상 범위라도 근육량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점은 특이한 결과로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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