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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ve body composition related to metabolic diseases in our body include fats and muscles, 
and accumulation of abdominal fats and loss of muscles caused by aging are the main causes of type 2 
diabetes mellitus. Such changes in body composition vary according to sex and age; in particular, women 
exhibit significant changes, especially during menopa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new 
anthropometric indicators that reflect differences in muscles and fats mass changes caused by aging, 
as well as their distributions, and to establish diagnostic criteria for stratifying the risks of metabolic 
diseases in both men and wome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underlying mechanisms and recent 
epidemiological findings that support how muscles decrease and visceral fats increase the risk of type 2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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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몸에서 대사질환과 관련 있는 대표적 체성분(body 

composition)은 지방과 근육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

생되는 복부 지방의 축적 및 근육의 소실은 2형당뇨병 발생

의 주요 원인이다. 근육은 체내 일차적 단백질 저장고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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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시 아미노산의 주요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근육으로부터 

방출되는 아미노산은 간의 포도당 신생(hepatic gluconeo-

genesis)의 원료가 된다[1]. 또한 근육은 식후 포도당의 80%

가 소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과거 단순히 잉여 

에너지의 저장고로만 알려져 있던 지방조직은 1994년 지방세

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독

립적이고 능동적인 내분비기관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 렙틴 이외에도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resistin, adiponectin 등과 같은 여러 

아디포카인들이 지방대사, 에너지항상성 및 인슐린감수성을 

조절하면서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발생에 주요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본 글에서는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를 살펴보

고, 체성분 변화와 2형당뇨병 발생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1.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화

연령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는 근감소증(sarcopenia)이라

는 질환 카테고리로 명명되고 있는데, 근감소증은 현재까지 

인종별, 연령대별 명확한 진단 기준 및 통일된 평가방법이 설

정되지 않고 있다. 근육의 감소는 70대까지 10년에 8%씩 감

소되고,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10년마다 15%씩 감소된다

[3]. 연령에 따른 근육의 감소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도드라

지며,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다[4]. 연령에 따

라 근육의 양만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섬유의 굵기 및 근

섬유 수도 감소하는데, 특히 2형 근섬유의 수 감소가 도드라

져 연령이 증가할수록 2형 근섬유에서 1형 근섬유로 전환되

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5]. Health ABC (Health, Aging, 

and Body Composition) 연구에 의하면, 지방량은 75세까

지도 증가하다가 75세 전후 감소하기 시작한다[6]. 18~44세

와 45~65세 사이의 423명의 대상자를 4~20년간 추적 관찰

하면서 체성분을 분석한 Fels Longitudinal Study [7]에서

는 45~65세 사이의 성인의 경우 매년 남성에서는 0.37 kg, 

여성에서는 0.52 kg의 지방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7]. 

하지만 지방조직의 절대적 양보다 지방조직의 분포와 기능이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조직은 재배열되

는데, 특히 중장년층부터 지방조직은 피하지방에서 내장지방

으로 전환된다[9]. 피하지방은 지방분해능이 감소되어 있고, 

잉여 에너지의 저장 창고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내장지방은 대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인슐린저항

성을 유발시키는 여러 아디포카인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10]. 따라서 내장지방 증가 및 복부, 간 및 근육의 이소성 지

방(ectopic fat)의 침착은 대사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반면

[11,12], 대퇴둔부(gluteofemoral)와 같은 피하지방의 증가

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 및 낮은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13]. 내장지방대 피하지방의 비율을 대변해 주

는 허리둘레 대 엉덩이 둘레비(waist to hip ratio)가 단순 체

질량지수에 비해 5년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하였다는 연구 결

과는 지방 분포의 임상적 중요성을 잘 뒷받침해 준다[14]. 이

러한 지방조직의 재분포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에 

가속화되므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여러 대사질환의 위험

성이 폐경 후 여성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폐경 후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폐경 전 여성에 비해서 심

혈관질환 발생 빈도가 두 배 가량 증가된다[16]. 노화 및 폐경

에 따라서 지방의 재배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내 침

착되어 있는 대식세포의 표현형도 변화하는데,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M1 대식세포 대 항염증반응을 유도하는 M2 대식

세포의 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17].

2. 체성분과 2형당뇨병의 연관성 2. 체성분과 2형당뇨병의 연관성 

1) 근육과 2형당뇨병 사이의 연관성

포도당 소비의 가장 주요한 기관인 근육은 인슐린감수

성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근감소증을 위

험요인으로 두고 2형당뇨병의 발생을 결과 지표로 추적 관

찰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다소 제한적이며, 통일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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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감소증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이 연

구마다 다양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별로 근감소

증이 2형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일 것으로 생각된다. 4~5차 국민건강영양조사(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근감소증이 동

반되어 있는 경우 비비만군에서 특히 2형당뇨병 발생의 위

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odds ratio [OR], 2.140; 95% 

confidence interval [CI], 1.549~2.956; P < 0.001) [18]. 

국내에서 200,000여 명의 건강검진 수검자를 평균 2.9년 추

적관찰하면서 총근육량을 체중으로 나눈 백분율인 skeletal 

muscle index (SMI)를 기준으로, SMI 값이 가장 낮은 사분

위를 갖는 그룹이 가장 높은 사분위 그룹에 비해 2형당뇨병 

위험도가 남녀에서 각각 96%, 121% 증가하였다[19]. 하지만 

3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MAILES (Men Androgen 

Inflammation Lifestyle Environment and Stress) Study

에서는 근육량 감소가 아닌 악력(grip strength)의 감소와 2

형당뇨병 발생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20].

근감소증이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반대 방향

으로, 당뇨병이 근감소증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다

양한 역학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Health ABC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는 3년에 걸쳐 다리 근육 0.29 kg, 팔 근

육 0.08 kg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당뇨병 환자 0.23 kg, 

0.06 kg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빠른 감소였다[21]. 65

세 이상의 414명의 대상자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도 사지 

근육량을 신장의 제곱 혹은 몸무게로 나눈 지표를 활용하여 

근육량 감소를 정의할 경우, 근감소증 발생 위험도는 2형당뇨

병 환자가 정상군에 비해 연령, 체질량지수 및 흡연력을 포함

한 다른 여러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2~4배가량 증가하였

다[22].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른 사지 근육의 감소 속도가 더딘 편이나, 이러한 여성호르

몬의 긍정적 효과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아 당뇨

병이 동반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대퇴부 근육 

감소 속도가 2~3배가량 빠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3]. 

이처럼 2형당뇨병 자체가 근감소증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기저 메커니즘으로는 인슐린저항성이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

고 단백질 붕괴를 저해하는 mammalian target of rapa-

mycin (mTOR) 신호전달을 억제하고, 고혈당에 의하여 생

성된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이 만성 염증 및 내피세포 기능 부전을 유발시킴으로써 

근육 내 미세혈류 순환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24]. 

2) 지방과 2형당뇨병 사이의 연관성

지방과 2형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기저 메커니즘 제

시 및 일관된 역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잘 알려진 바이다. 내

장지방이 2형당뇨병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병인 중 

하나로 대사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는 대표적 아디포카인

인 아디포넥틴의 내장지방 조직에서의 분비 저하를 들 수 있

다[25]. 감소된 아디포넥틴은 C-reactive proteins, inter-

leukins, TNF-α와 같은 2형당뇨병 발생을 유발하는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킨다[26]. 또한 증가한 내장

지방에서는 지방분해(lipolysis)가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혈

중 유리 지방산의 간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여 인슐린저항

성을 유도하게 된다[27]. 내장지방량(visceral fat mass)에 

따른 2형당뇨병 발생에 대한 연구는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다

른 여러 위험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내장지방량이 증가할수

록 2형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일치되는 연구 결과

들을 보여주고 있다[28-30]. 체성분과 2형당뇨병 발생의 연

관성을 살펴본 20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장지방량이 1 kg 증가할 때마다 2형

당뇨병 발생의 교차비는 남성에서 2.3배(OR, 2.28; 95% CI, 

1.42~3.65; P = 0.001), 여성에서는 4.2배(OR, 4.24; 95% 

CI, 1.64~11.02; P = 0.003)까지 증가하였다[31]. 

그렇다면, 복부비만과 근감소증이 동시에 있는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의 경우에는 2형당뇨병의 발생 위

험도가 어떠할까? 기전상으로는 단순히 복부비만 혹은 근감

소증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보다 근육감소와 복부비만이 동시

에 있는 근감소성 비만일 경우 인슐린저항성이 더욱 악화되

어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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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 결과는 아직 제한적

이다. 본 교실에서는 233명의 2형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하여 허리둘레(남성: ≥ 90 cm, 여성: ≥ 85 

cm) 및 사지 근육량(남성: ≤ 7.0 kg/m2, 여성: ≤ 5.4 kg/

m2)을 기준으로 정상군, 복부비만군, 근육량 감소군, 근육량 

감소를 동반한 복부비만군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슐린저

항성을 비교하였을 때, 근육량 감소를 동반한 복부비만군에

서 인슐린저항성 악화(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 3)의 위험도가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OR, 9.39; 95% CI, 2.41~36.56) [32]. 근감

소성 비만과 2형당뇨병 발생의 위험도에 대하여 60,000여 명

의 대상자가 포함된 11개의 연구로 메타분석한 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는데, 비만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근감소

성 비만 환자의 경우 2형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38% 더 증

가하였다[33]. 하지만 이 메타분석에 인용된 연구들은 통일

된 근감소성 비만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

라 근감소증의 2형당뇨병 발생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디자인의 전향적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본 교실에서는 4~5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5,000여 

명의 수검자를 대상으로 지방량 및 근육량에 따른 2형당뇨병

과의 연관성을 연령대별 및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지방량 증가에 따라 당뇨

병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지만, 근육량 감소는 전 연령대 여성

에서 당뇨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반면,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근육량 감소 및 지방량 

증가에 따라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34]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근육 및 지방량의 2형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대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

고령 사회에서 2형당뇨병의 유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

로, 2형당뇨병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건강한 노령화를 이

룰 수 있는 여러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육과 지방은 대사질환 발생을 매개하는 여러 물질들을 생

성함으로써 인슐린저항성 및 체내 염증반응을 조율하고 에너

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근육과 지방량의 변화 및 분포의 차이

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체 지표를 발굴하고, 대사질환위

험도를 층화할 수 있는 신체 지표의 기준값 설정을 위한 연구

가 향후 추가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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