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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술을 받는 근감소증환자의 임상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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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penia refers to reduced muscle mass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is malady is of great interest in clinical course,
including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mortality when treating major cancer in the elderly. The definition of sarcopenia
vari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measuring muscle mass, and the skeletal muscle index (SMI) tends to be extensively
used in retrospective studies. In many reports, sarcopenia has been reported to be a poor prognostic factor after
gastrectomy, colectomy, pancreatectomy and liver transplantation, with regards to complications and the length of the
hospital stay. Additionally, patients suffering from sarcopenia have a higher medical burden due to their poor clinical
outcome after surger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nutritional support and exercise training to improve sarcopenia
before surgery is helpful, and so further studies that focus on these treatments need to be conducted. (Surg Metab Nutr
20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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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환자에서
주요 암이 발병하여 주요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근감소

근감소증(sarcopenia)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체내 근육
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근감소증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증이 동반된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과 임상경과에 관하여 관심
이 높다.

다양하며, 지속적인 근력운동이나 영양치료를 잘 시행한다면

본 종설에서는 수술 전 근감소증이 주요수술을 받는 환자에

근감소증상태를 어느정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게 어떤 임상적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에 대하여 논하고

임상적으로 근감소증 자체에 의한 허약함(Frailty)으로 인해 질

자 한다.

병이환율이 높으며, 외상을 당하거나 대수술을 받을 때 예후가

근감소증의 정의와 체내근육량의 측정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1]
한국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인구학적으로 고령화현
상을 명확히 경험하고 있다. 1970년대에 3.1%에 불과한 65세

근감소증(sarcopenia)은 그리스어로 근육(muscle)을 뜻하는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0년대에는 7.2%로 증가하여 고령화사

“sarco”와 감소되어 있다는 뜻인 “penia”의 합성어로서 기본

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고령사회(aged so-

의미는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 노화와 연관

ciety)를 넘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의 진입을 눈

된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근육이란 골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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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al muscle)을 의미하고 평활근(smooth muscle)의 감소

상당수 있으며, 수술을 위해 하는 CT는 대부분 시행했기 때문

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근감소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골격근

으로 생각된다.

량의 측정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 사이에 완전
히 합의된 진단기준은 없으나, 가장 흔히 쓰이는 근감소증의

주요 대수술환자에서 근감소증의 임상적의미

정의는 1998년 Baumgartner등에 의해 제시된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로 측정한 lean mass index가

국내의 한 보고에 의하면, 골다공증성 골반골절환자에서 근

젊은 성인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하로 감소한 경우이다.

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이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들보다 5년 사망

현재 주로 사용하는 근감소증의 정의는 The European Working

률의 의미있는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4] Cox 위험도분석에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EWGSOP)에서 제시

서는 5년 사망률에 근감소증의 유무와 bone mineral density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DEXA로 측정한 사지의 근육량의 합

가 골반수술에 있어서 위험인자임을 보고하였다. 노인연령에서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을 키의 제곱으

골반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근감소증이 동반

로 나눈 골격근인덱스(skeletal muscle index: SMI, ASM/height

된다면 임상경과가 더욱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2

2

[m] )을 계산하여 남자에서는 7.26 kg/m 여자에서는 5.5
2

위장관계 암으로 수술과 항암화학요법등 치료를 받는 환자

kg/m 은 기준으로 한다. 손잡는 힘(handgrip strength)은 남

에서 근감소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다.[5]

자는 30 kg 이하 여자는 20 kg 이하일 때로 정의하며, 신체활

위암환자에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가 수술 후 합병증과 재원

동지수(physical performance)는 보행속도(gait speed) 초당

기간에 대해 의미있는 불량한 예후인자임이 보고되고 있

0.8 m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2]

다.[6,7] 최근 고령위암환자의 위절제술에서 신체허약함(frailty)

아시아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룹들이 있으며(the

또는 근감소증과 수술 후 임상경과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근감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AWGS]) 개념적으로

소증이 수술 후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유럽의 것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유럽에서 몸무게 보정을 하는

보고하였다. 문헌으로 보고된 연구가 많지 않고, 각 연구들 마

것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키로 보정하여 그 수치가 조금씩 다르

다 근감소증의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질성(asymme-

다(Table 1).[3]

try)과 출판 바이어스(publication bias)여부는 없음을 보고하

본 종설에 다루고자 하는 대수술을 받는 근감소증환자에서

였다. 이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사용한 근감소증의 정

임상적 유의미성을 고찰한 연구들에서는 근감소증의 정의를

의들이 CT에서 측정한 skeletal muscle index 뿐 아니라 4m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수술 전에 시행한 복부CT에서

Gait speed나 hand grip strength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을 사

3번 또는 4번 요추레벨에서 측정한 스캔에서 보이는 근육의

용한 연구들도 있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기준을 가

양을 알고리즘을 구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사용

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였다. 이런 유형의 연구들은 대부분 후향적 연구들로서 대수

근감소증이 수술 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위암에서와 같

술 전 후 근육량 측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례들이

이 대장암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6,8] 국내 단일기관에
서 보고한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국소진행성 대장암에서 neoadjuvant chemoradiation therapy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Table 1. Comparison of Cutoffs for the diagnosis of sarcopenia
Variable
Skeletal muscle index (kg/m2)
DEXA
Male
Female
Handgrip strength (kg)
Male
Female
Gait speed (m/sec)

EWGSOP

AWGS

한 환자 188명을 분석하여, 이중 74명(39.4%)의 환자가 근감
소증으로 분류되었다. 근감소증이 수술 후 임상경과에 암태아
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과 함께 전체생존율

7.2
5.5

7.0
5.4

30.0
20.0
0.8

26.0
18.0
0.8

EWGSOP =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AWGS =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DEXA =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overall survival)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
러요인들 중 내장비만은 질병특이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8] 일본의 단일기관에서 보고
한 코호트연구에는 39명의 위암환자와 82명의 대장암환자를
함께 분석하여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의 전체생존율이 유의미
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HR: 2.48, 95% CI: 0.91∼6.81,
P=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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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수술 중 난이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췌장절제술[9]

주요 대수술을 받는 상황을 흔히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과 간이식[10]의 경우 더욱더 명백하다. 미국외과학회의 보고

시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근감소증은 주요 대수술 후 합병증을

에 의하면 근감소증이 재원기간과 감염성 합병증, 위배출지연

증가시키고, 재원기간이 늘어나며, 전체생존률에 좋지 않은 영

등에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보고하였고,[11] 또 다른 연구에서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용의 증가로

CT를 통해 측정한 근감소증 또는 근 감소성 비만을 구분하여

이어진다. 수술 전 후 준비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점

분석해 볼 때 근감소성 비만이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주요합병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들이 부족하다. 앞으로

증의 유일한 결정인자라고 보고하였다.[12]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감소증은 췌장암 과 췌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합병
증과 생존율에 대한 독립적인 예후인자라고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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