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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폐폐폐경경경전전전 및및및 폐폐폐경경경후후후 여여여성성성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골골골밀밀밀도도도와와와 우우우울울울지지지수수수와와와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현현현재재재위위위치치치
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골다공증은 여러 약제에도 불구
하고 치료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다.그래서 골다공증은 치료보다 예방
이 중요하며,위험인자의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중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우울증이다.많은 연구에
서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그 결과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골밀도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지금까지 골다공증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은 표본 수가 작거나,
여러 위험인자들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본 연구는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여러 위
험인자를 보정한 후,독립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건강 검진실 및 가
정의학과를 내원하여 골다공증 검사와 우울증에 대한 설문지에 답한 폐경
전 여성(126명)및 폐경후 여성(92명)을 대상으로 SDS지수와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혈압,CRP,키,몸무게,운동,술,흡연등의 혼란변수를 같이
측정하였으며 SDS지수 50을 전후로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으
며 이러한 변수를 교정하여 독립적인 상관성을 보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결결과과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성에서 SDS지수 50을 전후로 골밀도의 차이가 있
는 것을 보여주었으며,모든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폐경전 여성에서는 몸
무게,SDS지수가 독립적인 상관관계(P=0.018)로 ,폐경후 여성에서는 나
이,몸무게,SDS지수 순으로 독립적인 상관관계(P=0.011)로 나타났다.

결결결론론론...
폐경전 및 폐경후 여성에서 우울증과 골밀도와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우울증을 가진 여성에서 골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
다.

핵심되는 말 골밀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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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전 및 폐경후 여성에 있어서 골밀도와 우울지수와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강강강희희희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민민민준준준

ⅠⅠⅠ...서서서론론론

골다공증은 골밀도의 감소와 골절 위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다.1 그리고 특히 폐경여성의 절반 정도가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한
다고 하며,이들 중 25%가 척추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으며,15% 정도
는 치명적인 고관절골절로 고통 받고 있다고 추정된다.2미국의 경우 1년
에 약 130만건 정도의 골다공증 관련 골절이 발생하며,45세 이상의 골절
환자 중 약 70%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3몇 가지 전향적 코호
트 연구들에 의하면 골밀도와 골절 사이에는 용량-반응관계가 존재하며,4
골밀도 검사상 1표준편차가 감소함에 따라 골절의 위험이 1.5-2.8배 증
가한다는 연구가 있다.5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골절의 과거력,가족력,저체중,흡연,과음,
코르티솔 호르몬 사용,여러 약제(갑상선 약제,항경련제,류마치스 치료
로의 Methotrexate)등이 알려져 있다.6그러나,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인
자들을 다 합해도 골다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국내
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의 유병율은 50대에서 26.9%,60대에서
55.4%,70대에서 77.2%이었다.7신8등이 1개 도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자료와 의무기록 자료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
령표준화 골절발생률이 10만 명당 1,162명(95% CI1,096-1,231)으로 추정
되며,남성에서는 671명,여성에서는 1,421명으로 추정된다.일부 연구에서
연령,체중 등의 모든 변수를 교정한 후,정량적 초음파 검사에서 초음파
음영변화가 1표준편차 감소하면 사망률이 16% 증가하고 동시에 심혈관
질환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9현 시점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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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제가 나와 있음에도 골다공증은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이에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한다 하겠고,위험인자의 조기발견과 교정은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중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우울증이다.많은 연구에
서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으며,그 결과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골밀도가 낮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10우울증은 여성에게
흔한 질환으로 성인 남성은 1-2% 정도의 유병율이 나타나지만,여성의
경우에는 그 4,5배인 5-9%의 유병율을 보인다.112001년에 시행된 만18
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6,242명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우울장애(주요우
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의 1년 유병율은 2.2%(남자 0.8%,여자 3.5%)였
고,주요 우울장애의 1년 유병율은 1.8%였다.12또한,전체우울증 환자 중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는 환자들은 정신과를 방문하는 우울증 환자와는 달
리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통증이나 신체 기능저하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3최근에는 정신신체화
기전으로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많다.현재까지 이러한 골밀도와 우울증
과의 상관성 연구는 주로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10김 등
은 단지 폐경 후 여성에서의 우울성향과 골밀도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
을 규명하였다.14
골밀도와 우울증과의 관계는 CT를 사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한 이후 계속
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15Michelson등은 DSM-ⅢR을 이용해 과
거나 현재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정상
여성보다 대퇴부에서 골밀도가 13.6% 낮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또한 소
변의 콜티졸 분비의 증가,혈청 osteocalcin및 요중 deoxypyridinoline의
감소를 보고하였다.16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환자군과 대조군사이에 T-검정만을 실시하고 우울지수와
골밀도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또한 중요한 위험인자인
음주력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Coelho등은 102명의 포르투갈 45세
이상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BDI와 DEXA를 이용한 결과 골다공증을 가
진 여성에서는 교차비 2.9로 우울증이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17우울증과
골절과의 상관관계는 whooley등이 1999년 발표하였는데,7414명의 대단위
연구로서 노인우울지수와 DEXA를 사용하여 3.7년이상 조사하였다.이 연
구에서는 우울지수와 골밀도와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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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골절의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보고했는데,이것은 우울 자체
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여준다.18Schweiger등은 2000년에 2년
간의 추적기간 동안 우울증을 가진 대상자중 남성이 여성보다 골밀도의
감소가 크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19이 연구의 한계점은 10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비교했고,CT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으며,
측정대상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다.주요 우울증을 가진 폐경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요추골과 대퇴부위에서 골밀도가 정상인 보다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20 이 연구의 취약점은 표본수가 적어서(25명)비모수적 검정
을 실시하였고,골밀도에 대한 다른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골밀도의 감소를 보인다면 우울증은 골다공증의
중요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또한,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요소로 인해
서 우울증과 골밀도와의 상관성이 있다면 모든 여성에서도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폐경 전 및 폐경 후 여성에서의 우
울성향과 골밀도와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골다공증의 여러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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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건강 검진실 및 가
정의학과를 내원하여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증에 대한 설문지에
충실히 답한 폐경 전 여성 및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한 218명을 조사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1)조사기간 이전에 골다공증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던 사람
2)칼슘제나 호르몬제를 복용했거나,복용하고 있는 사람
3)부인과적 시술을 받았거나,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람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골밀도 측정
DEXA(Lunar,DPX-IQ)를 이용하여 요추골에서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이하 BMD)를 측정하였다.이중 가장 낮은 척추 T-score를 기
준으로 하였다.

나.신체계측
Fanics사의 FA600자동 신장 체중기를 가지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으
며,체질량지수(BMI)는 체중(kilogram)/신장의 제곱(m2)으로 계산하였다.

다.혈압측정
일본 AND TM2654자동 혈압 측정계를 가지고 2회 측정하여 가장 낮
은 값을 산정하였다.혈압 측정전 2시간 전부터는 금연을 하도록 하고 5
분이상 앉은후 측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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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생활양식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운동,흡연,음주,과거력을 기입하도록 하
였으며,운동과 흡연은 구간변수로서 각각 측정하였다.음주는 1주일의 평
균 소주양을 알콜양(gram)으로 환산하였다.

마.우울 성향측정
우울 척도를 측정하는 ZungSelf-RatingDepressionScale(SDS)으로
측정하였다.SDS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총점은 20-80점이다.
Zung의 SDS는 구성 문항이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할 수 있다. SDS결과는 지수 50이상에서 정신운동 지체,혼돈,무가치
감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SDS의 해석에 있어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21등은 1차 진료의사
를 방문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평가 척도로
서의 SDS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56점을 우울증 기준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신 등의 조사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Beckdepressioninventory(BDI)점수와 비교하여 타당도를 제시하였기 때
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SDS지수 50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설문지는 송억헌 등이 번역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333...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각 변수들과 폐경 전후 여성들과의 평균비교는 student-T test및 카이제
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우울성향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신뢰도에 대한 검증구간은 95% 이내로
검증되었고,통계처리는 한글 SPSS10.0.7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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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폐경전 여성의 평균나이는 35.5세 폐경후 여성은 59.6세였다(Table1).
BMD는 폐경전 여성에서는 약 0.15폐경후 여성에서는 -1.89로 약 2정도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C-반응 단백질
(C-reactiveprotein,이하CRP),BMD,운동량,흡연량 등에서 통계적 차
이를 보였으나(P<0.05),음주량 및 SDS지수에서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였다.

Table1.Base-line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

Variable Premenopause Postmenopause Total
(N=126) (N=92) (N=218)

Age(years) 35.5±4.6 59.6±5.7 45.6±13.0
Bloodpressure
(mmHg)
Systolic 111.0±12.3 127.9±20.3 118.1±18.2
Diastolic 69.3±9.9 81.4±11.6 74.4±12.2

Weight(kg) 54.2±7.1 58.0±8.8 55.8±8.1
Height(cm) 160.0±27.0 153.2±5.6 157.2±21.1
CRP(mg/L) 1.6±2.1 3.1±7.8 2.2±5.3
BMD(T-score) 0.15±0.9 -1.89±1.1 -0.89±1.3
Exercise(%)*✝ 21.4 28.3 24.3
Smoker(%)✝ 9.5 3.2 6.8
Alcohol 16±40 16±80 16±64
(gram/week)
SDSscore 44.1±7.4 44.7±9.6 44.3±8.4
*:more3/week
✝:Chi-squaretest.
BMD:Bonemineral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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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우우우울울울 성성성향향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여여여러러러 인인인자자자들들들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전체 대상자들의 여러 인자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하여 SDS지수 50점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BMD,흡연자등
이 SDS 50점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P<0.05)보였다
(Table2).

Table2.ComparisonofFactorsassociatedwith
depressivescore

Variables Non-depressed Depressed*
(N=162) (N=56)

Age(years) 45.2±12.9 47.0±13.0
Bloodpressure(mmHg)
Systolic∬ 116.6±17.2 122.6±20.2
Diastoric∬ 73.4±12.2 77.3±11.8

Weight(Kg) 56.3±8.3 54.3±7.3
Height(Cm) 158.3±24.1 153.9±6.3
CRP(mg/L) 2.17±5.9 2.55±3.2
BMD(T-score)∬ -0.71±1.2 -1.4±1.3
Exercise(%)✝ ‡ 27.2 16.0
Smoker‡ ∬ 46 10
Alcoholconsumption 16±56 24±80
(gram/week)

*:SDSscore≧50
✝ :3ormoreexerciseperweek
‡ :Chi-squaretest.
∬ :P<0.05
BMD:Bonemineraldensity.
SDS:Zung'sSelf-RatingDepression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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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D는 높은 우울지수를 가진 군에서 약 0.7정도 차이로 낮은 골밀도를
보여 주어 큰 차이를 나타남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통계기법은 다
른 인자들을 보정하지 않고,단순비교를 실시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시행되어져 왔고,비록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독립적인 상관성
을 나타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333...우우우울울울지지지수수수와와와 골골골밀밀밀도도도와와와의의의 독독독립립립적적적인인인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우울지수와 BMD간의 독립적인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든 교란요인을 보정
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도 BMD와 SDS지수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Table3).

Table3.FactorsassociatedwithBMDusingmultiplelinear
regressionstepwisemethod

Group Independent Regression Standard ModelR2 P-value
variables coefficient error

Premenopause Weight 0.03452 0.011 0.002
(T-score) SDSscore -0.0249 0.010 0.132 0.018

Postmenopause Age -0.0562 0.012 0.002
(T-score) Weight 0.05447 0.018 0.000

SDSscore -0.0208 0.011 0.345 0.011

Total Age -0.0709 0.012 0.000
(T-score) Weight 0.04483 0.008 0.000

SDSscore -0.0284 0.008 0.513 0.000

α <0.05
Adjusted forsystolic,diastolicblood pressure,weight,height,CRP,BMD,
exercise,smoker,alcohol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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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과를 보면 나이,몸무게,SDS지수 순으로 BMD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폐경 후 여성에서는 나이,몸무게,SDS
지수 순으로 BMD에 영향을 미치지만,폐경 전 여성에서는 몸무게,SDS
지수 순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미쳤고,나이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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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논문은 골밀도와 우울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 실시하였다.연구 결과,폐경 후 여성
뿐 아니라 폐경전 여성에서도 골밀도와 우울지수간의 독립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러 통계방법 중에 단면연구에서 교란 변수를
보정하여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다.다
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연속변수 일 때 상관성을 보는데 좋
은 통계기법이고,2개의 비 연속변수도 포함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흡
연과 운동이 정량화 하기 힘들어서 비연속변수로 입력하여 데이터를 산출
하였다.다중회귀분석 결과,폐경전 여성에서의 R제곱값이 폐경후 여성보
다 작지만(0.345vs.0.132),골밀도와 우울지수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또한,폐경 후 여성에 있어
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폐경과 상관
없이 몸무게는 BMD와 양의 상관성,즉 몸무게가 감소하면 BMD가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3).
현재까지 골밀도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전은 정신신체학적 측
면으로서 크게 6가지가 알려져 있다.우울증이 골다공증을 야기한다는 기
전으로서 첫째,혈중 콜티졸의 증가로 골다공증이 일어난다는 기전으로서,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의 이상에 의한 콜티졸 분비 호르몬의 항진으로 인
해 콜티졸이 증가한다는 기전이다.22이것은 현재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상
관성에 대한 주축이 되는 기전으로서 가장 널리 받아지고 있다.또한
Michelson등에 의해 소변에서의 콜티졸의 증가가 증명된 바가 있다.16둘
째,성선기능 부전으로 인해 혈중콜티졸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기전이다.23
셋째,성장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콜티졸분비 호르몬의 항진되어서 골형
성의 중요인자인 성장호르몬-인슐린-유사 성장인자의 축의 활성을 감소
시켜서 생긴다는 기전이다.24넷째로는 Interleukin6(IL-6)의 증가가 있다.
IL-6는 골파괴의 중요인자로서 현재 심혈관질환과 인슐린저항에 관여한
다.우울증을 가진 환자,특히 노인에서는 이러한 IL-6의 증가가 보고되어
있다.25다섯번째로,카테콜아민의 증가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한다는 기전
이다.이것은 IL-6의 증가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여섯째,Leptin이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보고 되고 있는데,우울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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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는 이러한 Leptin이 밤에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가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김14등이 발표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일반적으로 골
밀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운동,흡연,음주 등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김 등의 연구의 취약점은 표본수가 적어서(25명)비모수적
검정을 실시하였고,골밀도에 대한 다른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독립적인 상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또,음주,흡연 등이 골
밀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측정대상자가 여성으로서 음
주군과 흡연군으로 포함된 대상자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한다.운동
은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가 적었고,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중
부하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을 하는 군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김14등의 연구에서 폐경 주변기 여성에
서는 골밀도와 우울지수와의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성
을 보이기에는 표본수가 적은 것이(36명)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
구에서는 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많은 표본수(126명)의 폐경 전 여성을 대
상으로 여러 교란인자를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적인 상관
관계를 보았다는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취약점은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단위 전향적
연구가 아닌 단면 연구라는 점,흡연과 운동을 완전히 정량화하지 못했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다수 대
상자가 재측정을 거부하였으며,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하지
못하였다. 앞서 논의했지만,우울과 골밀도와의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주
로 단면연구로서 되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다.또한 폐경전여성과 남성에 대한 대단위 전향적 연
구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우울증으로 인해 골밀도의 감소를 보이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대단위
의 전향적인 연구만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규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

요약
폐경전 및 폐경후 여성에서 골밀도와 우울지수와의 독립적인 상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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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의미 있
는 상관성을 보여주었다.이에 골다공증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향후 대단위적인 전향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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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폐경전 및 폐경후 여성에서 골밀도와 우울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건강 검진실 및
가정의학과를 내원한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과 우울증에 대한 설문
지조사를 실시한 후 여러 인자를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여러 인자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하여 SDS지수 50점을 기준으로 평균치
를 비교한 결과,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BMD,흡연자등이 SDS50점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2.SDS지수 50점을 기준으로 골밀도가 약 0.7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3.우울지수와 골밀도와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보기위해 실시한 다중회
귀분석에서 폐경 후 여성에서는 나이,몸무게,SDS지수 순으로,폐경 전
여성에서는 몸무게,SDS지수 순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시점에서 골다공증에 있어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이에 우
울증과 골밀도와의 독립적인 상관성을 알아봄으로써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우울지수
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보다 골밀도가 감소된 것을 보여주었고, 다른 선
행연구와는 달리 골밀도와 우울지수간의 여러 인자를 보정한 후 실시한,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폐경후 여성뿐
아니라 폐경전 여성에서도 같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
증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울증을 염두해 두어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더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서 골밀도 감소를 막을 수
있는지,또한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 중 우울증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대상
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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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ooofffdddeeeppprrreeessssssiiiooonnnaaannndddbbbooonnneeemmmiiinnneeerrraaallldddeeennnsssiiitttyyyiiinnnppprrreee---
aaannndddpppooossstttmmmeeennnooopppaaauuussseeewwwooommmeeennn

Kim, Min j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ang, Hee cheol)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
Wehavemanydrugsforosteoporosiswhichhavemanyproblemsinmedical
field,butnotdefinitiveone.So,prevention isimportant.Recently,there's
many articles thatdepression is one ofthe risk factorofosteoporosis.
However,therearefew studiesontheindependentrelationbetweenthetwo
areas,contrasted to many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m.We
studiedtherelationshipbetweenthebonemineraldensityandthedepression
ofwomeninbothpre-andpostmenopause.
MMMeeettthhhooodddsss
Imeasured SDS(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and bone mineral
densitywithtwogroups,162womeninthepremenopauseand92womenin
thepostmenopause,visitingtothehealthcarecenterandoutpatientclinicof
thefamilymedicineinuniversityhospitalinSeoul,Jan.2001throughSep.
2003.Imeasured confounding factors ofboth groups,such as the blood
pressure,CRP,heights,weights,andhow much in drinking,smoking,and
exercise.Ialsotriedtofindthedifferencesofvariablesbetweenbeforeand
after 50 in SDS . Iused multiple regression in the analysis ofthe
independentrelationwithcorrectingthosevariables.
RRReeesssuuullltttsss
There'sdifferencesbetweenbeforeandafter50inSDS ofallparticipated
women. After adjusted by variables, Premenopause women show the
independentinterrelation,P=0.018,betweenweightsandSDSin theorderof
weightsandSDS,whilethoseinpostmenopauseshowsP=0.011intheorder
ofages,weights,andSDS.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Thereistheintimaterelationsbetweendepressionandbonemineraldensity
inpre-andpostmenopausewomen.Itmeansthedepressedwomenneedto
bemuchmoreconcernedforbonemineraldensity.

Keywords: depression,bonemineral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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