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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동맥석회화 또는 상당히 진행된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공통된 기전에 의해 질병초기부터 같이 진행하는지 또는 한가지 질환이 

다른 나머지 질환의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맥경화증의 

초기상태를 반영하는 맥파전파속도와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진단에 이용되는 표

준화된 방법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으로 측정한 골밀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성남지역 1개 종합병원에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으로 골밀도를 측정

하고 상완-발목 맥파전파속도를 모두 측정한 7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기입식 

설문지 미비자와 동맥협착의심자, 만성신질환 의심자, 갑상선질환 의심자 159명을 제

외한 623명(남자 329명, 여자 294명)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 8.0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여성 모두에서 맥파전파속도와 부위별 골밀도(대퇴경부, 총엉덩이, 총요추)

사이의 단순회귀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남성에서 대퇴돌기부 골밀도와 요추부위(L1-L4, 총요추부) 골밀도와 맥파전

파속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맥파전파속도와 골밀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연령, 수축기혈압 및 여러 동맥경화증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맥파전파속도

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골밀도 부위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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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들 중 두가지인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질환들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의 증가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질환들로 

생각하여 각각에 대한 임상지침을 만들어 관리해오고 있다. 만약 두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인 연령 즉, 노화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새로운 임상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대부분은(Bank LM 등, 1994; Jie KG 등, 1996; 

Barengolts EI 등, 1998; Hak AE 등, 2000; Kiel DP 등, 2001;; Tanko LB 등, 

2003) 연령을 보정한 후 동맥석회화가 낮은 골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Reid IR 등, 1991; Frye MA 등, 1992; Vogt MT 등, 1997; 

Aoyagi K 등, 2001)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 두 질환들 

기저에 유사한 또는 공통된 병태생리학적 기전들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Sattler AM 등, 2004; Kammerer CM 등, 2004). 

 맥파전파속도는 동맥의 경직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O’Neal DN 등, 2003)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맥경화증의 지표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총경동맥 내막-중막 두께와 함께 맥파전파속도로 평가한 대동맥경직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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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van Popele NM 등, 2001). 대동맥의 

맥파전파속도는 통상적으로 경동맥과 대퇴동맥에서 tono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Sun K 등, 2002) 최근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oscillo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사지에서 혈압 및 맥파전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많은 대상자에서 동맥 경직도의 선별검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n K 등, 

2002; Kubo T 등, 2002). Oscillmetric 방법으로 측정한 상완-발목 

맥파전파속도는 중심 탄성동맥과 말초근육동맥의 맥파전파속도를 반영하며, 

통상적인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속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동맥경화성 

혈관손상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표지자로 이용되고 

있다(Yamashina A 등, 2003). 

골다공증은 골절을 초래하는 골격의 미세구조 변화들을 동반하는 골량이 

감소하는 골격질환으로 정의한다(WHO 1994). 골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대에 최대값에 도달하여 40세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Seeman E 등, 2002; Riggs BL 등, 2004). 따라서 개개인의 골밀도값은 

연령을 보정한 참고집단의 평균값과 비교될 수 있으며(Z값) 젊은 건강한 

인구집단의 평균값과 비교되거나(T값)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서 관찰되는 

상한치(골절역치)에 비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골밀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이를 단순화, 표준화하기 위해 1994년 WHO에서 골밀도 측정값을 

바탕으로 T값이 -2.5이하를 골다공증으로 정의하였으며 T값이 –1과 –2.5사이인 

경우를 낮은 골량 또는 골감소증으로 분류하였다(WHO, 1994). WHO 분류법에 

의한 진단기준은 많은 역학연구 및 임상시험과 치료전략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 3 -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즉, 골밀도 평가시 최적부위는 어느 곳이며 남성 및 

다른 인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성한지 , 또한 새로운 진단도구들의 

적용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Kanis JA 등, 2000). 골밀도를 측정하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 이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정량적 초음파(QUS)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론 말초부위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과 유사하게 노인여성에서 

골절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방법에 의해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없으며 또한 

골다공증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는 척추와 엉덩이뼈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이 ‘golden 

standard’이다(Black DM 등, 1992). 뼈는 크게 피질골과 해면골로 나눌 수 

있으며 골강도와 골대사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피질골은 

전체 사람 뼈의 80%를 차지하며 골대사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해면골은 

전체 뼈 중 20%를 차지하고 골대사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부위별로 

피질골과 해면골의 구성비가 다른데 요추의 경우는 75%가 해면골 25%는 피질골, 

대퇴경부는 75%가 피질골 25%가 해면골, 엉덩이 돌기사이 부위는 해면골과 

피질골이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위별로 

골소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위에서 측정한 값으로 다른 부위의 

골밀도 값을 예측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골밀도를 근거로 분류시 

발생하는 오차의 절반은 기술적인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생물학적인 

것이다(Kanis JA 등, 2000). 서로 다른 부위에서 측정한 골밀도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65세이상 여성보다는 최근에 폐경된 여성에서 더 많다(Pouilles JM 

등, 1993). 이는 골극과 같은 전반적인 척추변형들, facet 경화증, 대동맥 석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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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생각되어지며 따라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정부위는 

대퇴경부이다(Cummings SR 등, 1993).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을 언급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65세이상 

백인 노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엉덩이(hip) 부위의 골밀도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엉덩이 부위의 낮은 골밀도가 심혈관성 사망률

의 독립적 예측인자임이 밝혀졌고(Trivedi DP 등, 2001) 폐경된 65세이상 백인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소실 속도와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는 골소

실 속도가 빠를수록 동맥경화증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Kado 

DM 등, 2000). 또한 55세이상의 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대퇴경부의 골밀도가 낮은 여성에서 말초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했

다(van der Klift M 등, 2002). 반대로, 대동맥 석회화가 낮은 골밀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Schulz E 등, 2004; Trivedi DP 등, 2001; Hak AE 등, 

2000). 하지만 동맥경화성 질환들과 대동맥 석회화는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상당히 진행된 단계의 동맥경화증에서만 발생한다. 현재까지 조기단계에서 이 

두 질환의 진행을 조절하는 공통된 기전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에 대

한 연구들이 대부분 백인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동양인(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에서 연령과 잘 알려진 동맥경화 위험요인들을 보정한 

뒤에도 맥파전파속도와 골밀도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지만(Hirose K 등, 

2003) 골밀도 측정방법이 표준화된 전형적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맥파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보정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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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있어 표준화된 측정방법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을 이용하여 요추 및 

엉덩이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맥파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알려

진 요인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후  맥파전파속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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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위별 요추 골밀도와 총요추 골밀도가 맥파전파속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각 부위별 대퇴부 골밀도와 총 엉덩이 골밀도가 맥파전파속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동맥경화증에 대한 여러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요추부 및 

엉덩이부위 골밀도가 맥파전파속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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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틀틀틀틀    

    이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주독립변수 

 

골밀도골밀도골밀도골밀도    

� 요추(lumbar) 

� 엉덩이(hip) 

주종속변수 

 

맥파전파속도맥파전파속도맥파전파속도맥파전파속도    

혼란변수(2) 

연령, 운동유무, 흡연유무, 음주유무, 

폐경유무, 약물복용력 

혼란변수(1)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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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대상의연구대상의연구대상의연구대상의    설정설정설정설정    

    

연구대상은 2004년 4월1일부터 2005년 9월30일까지 경기도 성남지역 1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Hologic Discovery W, Hologic, Inc., Bedford, MA)을 

사용하여 요추(L1-L4)와 엉덩이(hip)에서 골밀도를 측정하고 자동파형분석기 

(Waveform analyzer: VP-1000, Colin Co, Japan)를 사용하여 상완-발목 

맥파전파속도를 측정한 782명이었다. 이들중 구조화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와 

검진결과를 통하여 만성신부전 의심자, 발목상완지수가 0.9이하로 동맥협착이 

의심되는자,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의심자들을 제외한 623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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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주요주요주요주요    변수의변수의변수의변수의    정의와정의와정의와정의와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가. 일반적 특성 
 

구조화된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폐경유무, 흡연유무, 음주유무, 정기적인 

운동유무를 조사하였다. 정기적인 운동은 주당 3일이상, 하루 30분이상 운동할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현재 흡연중인 사람을 흡연가로 현재 음주중인 사람을 

음주가로 정의하였다. 

 

나. 맥파전파속도 측정 
 

맥파전파속도는 최소 8시간 공복상태에서 오전10시~11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혈압과 맥파전파속도는 누운자세에서 최소 5분간 안정 후 파형분석기(Waveform 

analyzer: VP-1000, Colin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상완 및 발목의 

혈압과 맥파전파속도는 양팔과 발목에 진동감지기를 가진 cuff를 감아 기록하였다. 

 

 다. 골밀도 측정 
 

골량(bone mineral content)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E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Hologic Discovery W, Hologic, Inc., Bedford, MA)을 

사용하여 척추(L1-L4)와 엉덩이(hip)에서 측정하였다. 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 g/cm
2
)는 골량을 스캔된 부위의 투사된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였다. 

총엉덩이 골밀도는 대퇴경부, 대퇴돌기, 대퇴돌기사이 부위의 골량을 모두 더한 

값을 이 세부위의 총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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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사실 검사 
 

채혈전 9시간 공복상태에서 아침 8시~9시에 전주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공복혈당(fasting blood sugar),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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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자료자료자료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 분석의 통계적 처리는 SAS(Window용 Ver.8.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가. 조사된 모든 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하여 정규분포하는 연속형 변수들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정규분포하지 않는 연속형 변수들은 

중간값(최저값-최고값)으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들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나.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맥파전파속도는 왜도를 줄이기 위해 로그치환한후 요추 

및 엉덩이 골밀도와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 맥파전파속도와 골밀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들을 보정한 후 맥파전파속도를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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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신체계측값과 검사실 소견은 표1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표2에서는 각 부위별 골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3에서는 흡연유무, 음주유무, 

규칙적 운동유무와 약물복용력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폐경유무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294명의 

여성 중 폐경후 여성은 183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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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들 

 남성 여성 P값 

연구대상자수(명) 329 294  

연령(세) 51(30-75) 52.64 ± 9.28 ns 

신장(cm) 168.76 ± 5.96 156 ± 5.2 <.0001 

체중(Kg) 70(40.6-110.8) 57.4(39-91.2) <.0001 

엉덩이둘레(cm) 94.7(82.5-116.6) 94.18 ± 4.96 0.04 

허리둘레(cm) 83.3(61.3-118) 83.92 ± 8.21 ns 

체질량지수(kg/m
2
) 24.5(17-35.7) 23.96 ± 3.07 0.001 

허리엉덩비 0.88(0.71-1.01) 0.89 ± 0.05 0.02 

수축기혈압(mmHg) 120(87-179) 117(73-172) 0.04 

이완기혈압(mmHg) 81(54-133) 74.66 ± 12.35 <.0001 

평균혈압(mmHg) 93.67(68.33-148.33) 89.67(55.67 -133.33) <.0001 

맥압(mmHg) 41(17-97) 43(25-82) <.0001 

맥파전파속도(cm/s) 1432(951-2968) 1342.5(951-2555) 0.001 

총콜레스테롤(mg/dl) 191(115-308) 202.55 ± 36.73 0.02 

중성지방(mg/dl) 128(33-532) 104(31-1113) <.0001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mg/dl) 

47.5(26-102.6) 54.6(15.4-97.4) <.0001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mg/dl) 

125.2 ± 32.41 129.8 ± 34.01 ns 

공복혈당(mg/dl) 100(71-279) 94(71-328) <.0001 

평균±표준편차, 중간값(최저값-최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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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각 부위별 골밀도 

 남성 여성 P값 

제1요추골밀도(g/cm
2
) 0.922 ± 0.144 0.793 ± 0.153 <.0001 

제2요추골밀도(g/cm
2
) 1.001 ± 0.141 0.887 ± 0.164 <.0001 

제3요추골밀도(g/cm
2
) 1.008 ± 0.146 0.950 ± 0.164 <.0001 

제4요추골밀도(g/cm
2
) 1.013 ± 0.147 0.983 ± 0.161 0.001 

총요추부골밀도(g/cm
2
) 0.989 ± 0.136 0.915 ± 0.163 <.0001 

대퇴경부골밀도(g/cm
2
) 0.788(0.485-1.253) 0.708 ± 0.111 <.0001 

대퇴돌기골밀도(g/cm
2
) 0.707(0.462-1.001) 0.637 ± 0.089 <.0001 

대퇴돌기사이골밀도(g/cm
2
) 1.136(0.789-1.786) 1.024 ± 0.144 <.0001 

대퇴Ward’s triangle 골밀도 

(g/cm
2
) 

0.568(0.254-1.121) 0.556(0.248-1.127) 0.01 

총엉덩이골밀도(g/cm
2
) 0.948(0.66-1.462) 0.852(0.367-1.258) <.0001 

평균±표준편차, 중간값(최저값-최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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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생활습관 특성들 

 남성 여성 P값 

흡연력 

비흡연군 

흡연군 

 

186 

143 

 

282 

12 

<.0001 

음주력 

비음주군 

음주군 

 

68 

261 

 

185 

109 

<.0001 

운동력 

규칙적운동군 

비운동군 

 

133 

196 

 

114 

180 

ns 

 

 

폐경유무 

폐경전 

폐경후 

 

 

 

 

111 

183 

 

 

 

약물복용력 

비약물복용군 

혈압약,당뇨약,고지혈증약,갑상선약, 

골다공증약,여성호르몬 복용군 

건강보조식품,한약,기타병원처방약 복용군 

 

173 

72 

 

84 

 

122 

88 

 

8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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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단순회귀분석을단순회귀분석을단순회귀분석을단순회귀분석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맥파전파속도와맥파전파속도와맥파전파속도와맥파전파속도와    부위별부위별부위별부위별    골밀도와의골밀도와의골밀도와의골밀도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그림 2는 남성에서 로그치환한 대퇴경부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19로 대퇴경부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19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LOGPWV, 맥파전파속도를 로그치환한 값;  

LOGBMDFN, 대퇴경부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2. 남성에서 대퇴경부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19 

p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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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남성에서 로그치환한 대퇴돌기사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18로 대퇴돌기사이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18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1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LOGBMDINTER, 대퇴돌기사이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3. 남성에서 대퇴돌기사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18 

p =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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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은 남성에서 로그치환한 Ward’s triangle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15로 Ward’s triangle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15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4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LOGBMDWARD, Ward’s triangle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4. 남성에서 대퇴 Ward’s triangle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15 

p =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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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은 남성에서 로그치환한 총엉덩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17로 총엉덩이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17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2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LOGBMDFTOT, 총엉덩이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5. 남성에서 총엉덩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17 

p =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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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와 대퇴경부 골밀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42로 대퇴경부 골밀도가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42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1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BMDFN, 대퇴경부 골밀도. 

 

그림 6. 여성에서 대퇴경부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42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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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와 대퇴돌기 골밀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58로 대퇴돌기 골밀도가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58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1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BMDTROCH, 대퇴돌기 골밀도. 

 

그림 7. 여성에서 대퇴돌기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58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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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와 대퇴돌기사이 골밀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27로 대퇴돌기사이 골밀도가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27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3으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BMDINTER, 대퇴돌기사이 골밀도. 

 

그림 8. 여성에서 대퇴돌기사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27 

p =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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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Ward’s triangle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25로 Ward’s triangle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25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3으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LOGBMDWARD, Ward’s triangle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9. 여성에서 대퇴 Ward’s triangle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2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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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총엉덩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 0.29로 총엉덩이 골밀도 

로그값이 1 단위 증가시 맥파전파속도 로그값은 0.29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1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LOGBMDFTOT, 총엉덩이 골밀도를 로그치환한 값 

    

그림 10. 여성에서 총엉덩이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β = -0.29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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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성별에 따른 요추부 각 부위별 골밀도와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에서는 요추부 각 부위별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맥파전파속도와 제1요추부 

골밀도에서 제4요추부 골밀도까지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요추부 각 부위별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남성 여성 변수 

β P값 β P값 

제1요추골밀도(g/cm
2
) -0.0004 0.993 – 0.34 <.0001 

제2요추골밀도(g/cm
2
) -0.028 0.672 – 0.32 <.0001 

제3요추골밀도(g/cm
2
) -0.046 0.478 – 0.27 <.0001 

제4요추골밀도(g/cm
2
) -0.039 0.413 – 0.23 0.0004 

총요추부골밀도(g/cm
2
) -0.038 0.582 – 0.28 <.0001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맥파전파속도는 요추부 및 엉덩이부위 골밀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남성에서 맥파전파속도와 요추부 골밀도 사이의 

관련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성보다 관련성이 더욱 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맥파전파속도와 부위별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대퇴경부 

골밀도가 가장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대퇴돌기사이, Ward’s triangle 순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대퇴돌기 골밀도는 맥파전파속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약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서는 제1요추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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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위로 내려갈수록 맥파전파속도와의 음의 상관관계는 약해졌으며 엉덩이 

부위에서는 대퇴돌기 골밀도가 가장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대퇴경부, 

대퇴돌기사이, Ward’s triangle 순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표5는 맥파전파속도와 여러 변수들과의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회귀계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성별에 따라 맥파전파속도와 여러 임상변수들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변수들 회귀계수 

 남성 여성 

연령(세) 0.47
a
  0.01

a
  

신장(cm) -0.006
a
  -0.009

a
  

체중(kg) -0.14
b
  0.15 

엉덩이둘레(cm) -0.04 0.007
a
  

허리둘레(cm) 0.06 0.006
a
  

체질량지수(kg/m
2
) -0.03 0.01

a
  

허리엉덩비 0.28 1.37
a
  

수축기혈압(mmHg) 0.67
a
  0.79

a
  

이완기혈압(mmHg) 0.52
a
  0.007

a
  

평균혈압(mmHg) 0.64
a
  0.69

a
  

맥압(mmHg) 0.18
a
  0.37

a
  

총콜레스테롤(mg/dl) 0.006 0.001
a
  

중성지방(mg/dl) 0.02 0.1
a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mg/dl) 

0.06 -0.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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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mg/dl) 

-0.0002 0.001
a
  

공복혈당(mg/dl) 0.19
a
  0.37

a
  

흡연유무 -0.02 -0.09 

음주유무 -0.01 -0.07
a
  

규칙적운동유무 0.02 -0.01 

폐경유무  0.16
a
  

DRUGQ2 0.11
a
  0.08

a
  

DRUGQ3 0.0006 -0.02 

DRUGQ2, 혈압약,당뇨약,고지혈증약,갑상선약,골다공증약,여성호르몬 복용자; DRUGQ3, 건강보조식품,

한약,기타병원처방약 복용자. a P<0.01; 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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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은 폐경전과 폐경후 여성들에서 맥파전파속도와 여러 변수들과의 단순회귀 

분석을 통한 회귀계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폐경전, 후 여성에서 맥파전파속도와 여러 임상변수들 사이의 단순회귀분석 

회귀계수 변수들 

 폐경전(n=111) 폐경후(n=183) 

연령 0.01
a
  0.01

a
  

신장(cm) -0.007
a
  -0.004 

체중(kg) 0.05 0.12 

엉덩이둘레(cm) 0.003 0.005 

허리둘레(cm) 0.003
b
  0.004

b
  

체질량지수(kg/m
2
) 0.007 0.009 

허리엉덩비 0.74
a
  1.06

a
  

수축기혈압(mmHg) 0.6
a
  0.73

a
  

이완기혈압(mmHg) 0.006
a
  0.006

a
  

평균혈압(mmHg) 0.53
a
  0.64

a
  

맥압(mmHg) 0.06 0.37
a
  

총콜레스테롤(mg/dl) 0.001
b
 0.001

b
  

중성지방(mg/dl) 0.05 0.08
a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mg/dl) -0.04 -0.09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mg/dl) 0.001
b
  0.001 

공복혈당(mg/dl) 0.09 0.37
a
  

제1요추골밀도(g/cm
2
) -0.1 -0.16 

제2요추골밀도(g/cm
2
) -0.08 -0.16

b
  

제3요추골밀도(g/cm
2
) 0.03 -0.13 

제4요추골밀도(g/cm
2
) -0.05 -0.06 

총요추부골밀도(g/cm
2
) -0.01 -0.15 

대퇴경부골밀도(g/cm
2
) -0.009 -0.28

b
  

대퇴돌기골밀도(g/cm
2
) -0.03 -0.41

a
  

대퇴돌기사이골밀도(g/cm
2
) 0.0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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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Ward’s triangle골밀도(g/cm
2
) -0.06 -0.17

a
  

총엉덩이골밀도(g/cm
2
) 0.04 -0.13 

흡연유무 -0.08 -0.1 

음주유무 -0.01 -0.06
b
  

규칙적운동유무 0.02 -0.03 

DRUGQ2 -0.007 0.05 

DRUGQ3 -0.01 0.02 

DRUGQ2, 혈압약,당뇨약,고지혈증약,갑상선약,골다공증약,여성호르몬 복용자; DRUGQ3, 건강보조식품,

한약,기타병원처방약 복용자. a P<0.01; 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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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다중회귀분석을다중회귀분석을다중회귀분석을다중회귀분석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맥파전파속맥파전파속맥파전파속맥파전파속도와도와도와도와    골밀도골밀도골밀도골밀도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표7은 남성에서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와 대퇴경부골밀도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1에서 연령, 수축기혈압, 체질량지수를 통제하였을 때 

대퇴경부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을 추가로 통제한 모델2와 흡연유무와 

맥파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력을 통제한 모델3에서도 

대퇴경부골밀도는 맥파전파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공복혈당과 흡연력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맥파전파속도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남성에서 맥파전파속도와 대퇴경부골밀도와의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변수들 

β P값 β P값 β P값 

연령 0.367 <.0001 0.347 <.0001 0.352 <.0001 

수축기혈압 0.588 <.0001 0.571 <.0001 0.581 <.0001 

체질량지수 -0.070 0.313 -0.122 0.086 -0.118 0.093 

공복혈당   0.119 0.001 0.109 0.003 

중성지방   0.019 0.197 0.013 0.386 

흡연유무     0.038 0.012 

DRUGQ2     0.031 0.092 

대퇴경부골밀도 -0.072 0.193 -0.098 0.076 -0.091 0.095 

R
2
 0.386 0.409 0.421 

DRUGQ2, 혈압약,당뇨약,고지혈증약,갑상선약,골다공증약,여성호르몬 복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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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은 여성에서 로그치환한 맥파전파속도와 제1요추골밀도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1에서 연령, 수축기혈압, 체질량지수를 통제하였을 때 

제1요추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을 추가로 통제한 모델2와 흡연유무, 폐경유무 및 

맥파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력을 통제한 모델3에서도 

제1요추골밀도는 맥파전파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맥파전파속도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8 여성에서 맥파전파속도와 제1요추골밀도와의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변수들 

β P값 β P값 β P값 

연령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수축기혈압 0.635 <.0001 0.589 <.0001 0.591 <.0001 

체질량지수 -0.007 0.004 -0.008 0.001 -0.008 0.001 

공복혈당   0.141 0.001 0.145 0.0008 

중성지방   0.030 0.032 0.032 0.024 

흡연유무     -0.022 0.531 

DRUGQ2     -0.010 0.525 

폐경유무     -0.012 0.558 

제1요추골밀도 0.019 0.718 0.038 0.468 0.030 0.569 

R
2
 0.562 0.587 0.583 

DRUGQ2, 혈압약,당뇨약,고지혈증약,갑상선약,골다공증약,여성호르몬 복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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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고고고고    찰찰찰찰    

    

이 연구에서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와의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남성에서 대퇴돌기부 골밀도와 요추부위(L1-L4, 총요추부)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맥파전파속도와 골밀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연령, 수축기혈압 및 여러 동맥경화증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맥파전파속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골밀도 부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Hak AE 등, 2000; Kado DM 등, 

2000; Uyama O 등, 1997)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이유로 첫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방법과 관련된 방법론적 오차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골관절염, 

골극과 같은 척추의 퇴행성변화, 복부대동맥 석회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요추골밀도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Tuppurainen M 200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사선촬영법 또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과 

같은 투사방법보다 동맥과 골조직내 무기질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 scan)을 이용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chulz E 등, 2004). 둘째는 연령증가로 인한 골소실이 부위별로 다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Kanis JA 등, 2000).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파워가 약해 나온 결과일 수 있다. 여성에서의 골다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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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에 난포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골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제1형 

일차성골다공증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피질골보다 해면골에서 골소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해면골이 75%를 차지하는 요추에서의 골소실이 

해면골이 25%밖에 없는 대퇴경부보다 더욱 많이 일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여성에서 이런 관련성은 폐경후 더욱 강한 관련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의 발생 및 진행을 

조절하는 공통된 또는 관련된 기전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르다. 이 연구에 있어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수가 너무 적었고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자 및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선택편견이 작용하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제한점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낮은 골밀도가 혈압과 혈청 콜레스테롤보다 노인들에 있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대해 독립적이며 더 좋은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도 

있다(Tanko LB 등, 2003). 폐경후 여성에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이 골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척추압박골절환자에서 중성지방이 낮다는 사실이 관찰되어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 사이를 연결짓는 공통된 요인으로 지질과 골량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Yamaguchi T 등, 2002). 

최근 연구들에서 혈관석회화와 골무기질침착에 동일한 호르몬들(비타민D 등)과 

사이토카인(bone morphogenetic protein-2)들이 작용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Wallin R 등, 2001). 하지만 혈관석회화 자체를 포함한 진행된 동맥경화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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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기전을 통해 골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동맥협착으로 인해 골세포 

기능들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 말초혈액공급이 감소된다. 둘째 관상동맥 심질환 

또는 뇌졸중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감소는 골소실을 

초래할 수 있다(Marcus R, 1999). 따라서 혈관과 골조직 모두에 공통적인 

인자들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하나가 다른 하나의 결과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의 초기 표지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속도는 좌심실비대 또는 경동맥의 

내막중막 두께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의 초기 단계에 

대한 표지자로 간주되어 진다(Blacher J 등, 1999; Smulyan H 등, 2001). 비록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속도가 맥파전파속도 측정에 있어 입증된 정통적인 

방법이지만(Smulyan H 등, 2001) 최근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완-발목 맥파전파속도도 동맥경화증의 표지자로 이용가능함이 몇몇 연구들에서 

확인되었으며(Suzuki E 등, 2001; Tomiyama H 등, 2003) 재현성과 타당성도 

몇몇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Yamashina A 등, 2002). 

바탕질단백들(matrix proteins)은 동맥경화증 발생과 골형성 둘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ostrom K 등 2000). 제1형 콜라겐, proteoglycans, osteopontin, 

osteonectin, osteocalcin, 바탕질 Gla 단백질과 같은 몇가지 바탕질단백들은 뼈와 

혈관 바탕질 구성성분들에서 발견되었다(Barnes MJ 등 1999). 또한 낮은 

골밀도와 관련된 제1형 콜라겐 유전자형이 맥파전파속도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Grant SF 등, 1996) 동맥경화증과 골감소증의 발생에 관여된 

공통기전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Brull DJ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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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증 발생에 또다른 중요한 역할인자는 평활근세포들이다. 

평활근세포들의 증식은 지방줄무늬형성에 주요요소이다. 골수간질세포들은 

골모세포 뿐만 아니라 혈관 평활근세포들로도 분화한다(Simper D 등, 2002). 최근 

동맥경화성 병변들에 존재하는 평활근세포들이 골수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Sata M 등,2002). 이와 같은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골수세포들이 

골모세포보다 평활근세포로 우선하여 분화하는 것이 동맥경화증과 골감소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기전들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골수세포들의 이상분화가 골다공증과 관련되어 있다. 동맥경화성 자극들이 

평활근세포로의 분화를 우선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골모세포로의 분화가 

감소되고 이로인해 골감소증이 초래될 수 있다. 

에스트로겐 결핍은 남성과 여성에서 파골세포 활성화를 초래하는 중요 

요소이다( Riggs BL 등, 2002). 에스트로겐은 IL-1, IL-6, TNFα와 같은 

파골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cytokine들을 억제하며 파골세포들을 억제하는 

osteoprotegerin(OPG)을 자극한다(Pfeilschifter J 등, 2002). 또한 이와 같은 

시토카인들은 동맥경화증 병인에 관여한다(Shioi A 등, 2002; Bucay N 등, 1998). 

따라서 폐경후 여성에서 골소실과 동맥경화증의 가속화를 초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시토카인들의 활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폐경후 여성에서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와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남성에서도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와 관련성이 있고 여성에서도 폐경유무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맥파전파속도가 골밀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rose 등,2003). 또한 연령증가(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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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산화 저밀도 지단백 또는 부갑상샘호르몬과 같은 에스트로겐이외의 다른 

기전들이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Clarke BL 등, 2002). 

최근 동맥경화증 발생에 OPG의 역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다(Hofbauer LC 등, 2002). OPG는 처음에는 파골세포 전구체들에서 발현되는 

수용체 RANK에 결합함으로써 파골세포 형성을 촉진하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B(RANK) ligand (RANKL)에 대한 내인성 길항체로써 

확인되었다(Schoppet M 등, 2002). 골모세포와 혈관세포들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에 의해 분비되는 OPG는 RANK ligand 유도수용체로써 작용하여 

RANK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한다. OPG결핍 쥐에서 

심한 골다공증과 함께 신동맥과 대동맥 석회화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Bucay N 등, 1998) 사람에서도 혈청 OPG농도가 높은 경우 

관상동맥질환 발생 및 정도가 높아지며(Jono S 등, 2002; Schoppet M 등, 2003)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소견들은 지역적, 인종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Browner WS 등, 2001). 또한 혈청 OPG 농도는 

골밀도가 낮은 사람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며 골형성촉진 호르몬들에 의해 

조절된다(Khosla S 등, 2002). 따라서 혈관 석회화와 골다공증과의 관련성에 있어 

OPG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전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 몇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단면연구로써 골밀도와 맥파전파속도 

사이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전향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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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모집되지 않고 경기도 성남시내 1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맥파전파속도와 골밀도 모두를 시행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편견이 발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 

파워가 낮았다. 넷째, 통제하지 못한 요인들(에스트로겐 농도, 운동 및 신체활동량, 

음주량, 흡연량, 비타민K,C,D 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제한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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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VIVI.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골밀도는 맥파전파속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 파워가 

낮았기 때문에 추후 전향적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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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associations between arterial calcification or advanced 

atherosclerosis and osteoporosis have been well documente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ne is the result of the other or they coprogress from the early 

stages through common mechanism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baPWV), 

which reflects earlier phase atherosclerosis, and bone mineral density(BMD) 

of the spine and hip using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DXA).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29 men and 294 women aged 30 to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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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who underwent health-screening tests in Bundang CHA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from 1 April 2004 to 30 September 2005. With an automatic 

wave form analyzer, baPWV was measured and BMD was measured by DXA in 

all subjects. None of the subjects had chronic renal failure, hyper- or ,hypo-

thyroid disease, peripheral arterial diseases. All subjects had a normal 

ankle/brachial pressure index(ABI).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oftware package from SAS 

for Windows(version 8.0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a un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MD at femur neck, total hip, total lumbar negatively correlated with PWV in 

both genders. But in males, total lumbar BMD was not correlated with PWV. In 

both genders, femur neck BMD was highest correlated with PWV. But this 

correlation was more prominent in females than in male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and other atherosclerotic risk 

factors, pulse wave velocity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with bone mineral 

density.  

Large prospective studies should provide further insights into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atherosclerosis and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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