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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다공증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골다공

증성 골절로 인한 삶의 질감소와 의료비 지출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와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군을 찾아내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골밀도의 예측인자(predict 

or)로서 체중, 체질량지수(BMI)와 골밀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골밀도측정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1143명 이며 이들의 골

밀도, 키, 체중을 측정하고 문진을 하여 골밀도점수인 T-score와 연령, 폐경후

경과기간, 당뇨병과 고혈압유무,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기간, 폐경연령, 걷기

운동, 흡연을 조사하였다. 골밀도 정상 여부에 대해 t-검정, Chi-square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증 정상골밀도군은 362명(31.7%) 이었고 비정상골밀도군은 781명

(68.3%) 이었다. 정상골밀도군의 연령, 키, 체중의 평균은 각각 56.7세, 

155.9cm, 58.0kg 이었고 비정상골밀도군의 연령, 키, 체중의 평균은 각각 64.5

세, 153.4cm, 55.8kg, 이었으며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

가 있었다. 그러나 정상골밀도군과 비정상골밀도군의 BMI의 평균값은 각각

23.88 kg/㎡과 23.72 kg/㎡ 으로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8)

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 걷기운동, 폐경, 당뇨병, 고혈압과 골밀도와의 관계를 Chi-square 검정

으로 분석한 결과 걷기운동 안한군, 페경후 군, 고혈압환자군 이 비정상골밀

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Chi-square

검정 결과 흡연과 당뇨병은 골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BMI를 모형에 넣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연령1세 증가시 비정상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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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될 오즈비는 1.044(95% CI=1.009-1.080), 폐경후기간 1년 증가시 비정상

골밀도가 될 오즈비는 1.046(95% CI=1.013-1.079), 걷기운동 안할시 비정상골

밀도가 될 오즈비는 2.597(95% CI=1.878-3.591), BMI 1kg/㎡ 증가시 비정상골

밀도가 될 오즈비는 0.909(0.862-0.959)였다.

  체중을 모형에 넣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연령1세 증가시 비정상골

밀도가 될 오즈비는 1.044(95% CI=1.009-1.080), 폐경후기간 1년 증가시 비정

상골밀도가 될 오즈비는 1.046(95% CI=1.013-1.079), 걷기운동 안할시 비정상

골밀도가 될 오즈비는 2.598(95% CI=1.881-3.587), 체중 1kg 증가시 비정상골

밀도가 될 오즈비는 0.963(0.942-0.984)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골밀도와 키, 체중, BMI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BMI보다 체중의 상관계수가 더높아 다른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는 저체중이 저BMI보다 골다공증의 더 강력한 예측인자 인것을 보여주었으

나 연령, 키, 폐경후기간, 걷기운동을 고려하였을 때는 BMI가 골다공증의 예

측인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심되는 말 : 골다공증, 골밀도, 폐경, 체중,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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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골다공증이란 대사성 골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골 형성(bone 

formation)의 감소 및 골 흡수(bone resorption)의 증가로 골 양(bone quantity)의

전반적인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이다(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 1991).   

  골 피질(cortical bone)이 얇아지고 골소주(trabecula)의 수량과 크기가 감소되

어, 골의 약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약한 충격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잘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골의 양은, 사춘기를 지나 30대까지 골형성이 증

가되어 최고치에 달하고, 이후 골 형성과 골 소실의 비율이 비슷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골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Looker et al, 1995). 그러나 40세 이후에는

골 소실이 점차 증가하여 골 양이 감소되며, 특히 여성에서는 폐경기 후 감

소한다(Ensrud et al, 1995). 

   골다공증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현대의학의 주

된 관심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개발이 많

이 있어 왔지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 아주 건강한 뼈의 상태로 회

복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위험인자 관리의 중요

성을 찾을 수 있다(NOF, 1998).

   골다공증의 임상적 중요성은 골절의 발생이며 골다공증이 치료되지 않으

면 이후에 백인여성의 약 반수이상에서 한 곳 이상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ROSS, 1996). 대퇴골골절이 가장 심각하여 사망률이 높고 척추

골절은 대퇴골골절에 앞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손목골절은 폐경을 전후로

빈도가 급증하는 합병증이 된다(Haczynski et al, 2001). 임상에서는 우선 골다

공증이 있는 환자와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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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존에 밝혀졌고 논의되어 왔었던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알아보고 실제 그러한 위험요인을 연구함에 의해 위험요인 관

리를 더잘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2. 연구목적

   기존에 밝혀졌던 그리고 논의되었던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검토하

여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인자중 어떤 인자가 골다공증의 예측인자로 더 유용

한지, 특히 위험인자중 체중과 체질량지수(BMI)중 여성에서 어떤 것이 더 골

다공증의 예측인자로서 유용한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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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골다공증의 정의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손상으로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정의되고 있다.  골강도는 골밀도와 골의 질로 결정된다(Cummings et al, 

1995). 골의 질을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정의로 골다공증의 진

단과 빈도를 추정하기에는 임상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골강도의 80%까지 골밀도에 의존하므로 골밀도의 측정이 진단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골다공증의 정의는 골밀도에 의존하고 있다

(Cummings et al,1995). 

  1990년대 초반, 대퇴골과 상완골 부위를 측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젊은 성인군 평균치의 2.5 표준편차 이하의 골밀도를 골다공증이라 정의 하

였고, 골밀도가 젊은 성인군의 평균치보다 아래 1과 2.5 표준편차 사이를 골

감소증(osteopenia)혹은 낮은 골량(low bone mass)이라 하였고 이들 여성들을 중

간정도의 위험군이라고 제시하였다(NOF, 1998). 

  미국국립골다공증재단(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의 지침서는 골밀도가

젊은 성인 평균치보다 2.0 표준편차 이상 아래인 여성들에게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을 권장하여 골다공증이 되기 전에 치료해야 됨을 제시하고 있다

(NOF, 1998).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골다공증의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

으나, 이는 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남성과 타인종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골다공증 기준을 그대로 적

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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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연구 발표되기 전까지는 세계보건기

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연령 증가와 골밀도 변화

  한국, 일본 및 대만여성들과 한국 및 일본남성들의 척추, 대퇴골 골밀도의

연령별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 한국 및 일본여성과 남성들의 경우 최고 골

밀도에 도달한 후 연령이 증가 하면서 감소됨이 보고되었다(Sugimoto et al, 

1992).

  국내에서는 13개 대학병원에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QDR2000, XR26 및

XR36을 이용하여 2-4번 요추부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연령 증가와 역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Sugimoto et al, 1992). 36-40세 사이에 최고 골밀도에 도달

하였고 이 후 5년마다 2%씩 감소되고 폐경 후에는 감소정도가 3배 정도로

증가되었다(Sugimoto et al, 1992). 

  20-89세 사이의 홍콩 거주 중국여성들에게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척추 및

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감소되어 20-79세가 되면 척추는 23%, 대퇴골 경부는

30%의 소실이 관찰되지만, 47-70세 사이의 남성들에게서는 척추 골밀도의 감

소가 관찰되지 않았고, 40대와 비교하여 70대의 대퇴골 경부는 10%의 감소가

있었다(Woo et al, 2001).

  미국으로 이민을 한 아시아 여성(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들에게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지만 남성에게서는 요추부 골밀도가 연령 증가에 따

른 변화가 없었다(Marquez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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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다공증 빈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역학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바

가 없고, 일부 병원에서 내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골밀도 변화, 생화

학적 혈액, 소변검사 등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보고와 일부 지역을 대상으

로 골다공증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및 골절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신현호 외, 

2001). 그러나 각 병원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자료들을 한

국인의 골다공증 빈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일부 지역인을 대상으로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빈도를 조

사한 연구중,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35-65세 사이의 여성들을

초음파기로 종골을 측정한 결과 3.0%에서 골다공증, 40.9%에서 골감소증으로

관찰되었으며, 주로 폐경후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구간(50-64세)에서는 골다공

증이 4.5%, 골감소증은 46.6% 로 나왔다. 이 연구 결과에서 연령, 폐경후 기

간 증가에 따른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었다(Cho et al,2001). 

  울산지역 폐경 주변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중방사선 에너지 측정법으로 척

추 및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요추부에서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이 각

각 9.8%, 30.7%이었고, 대퇴골 경부는 각각 1.4%, 24.4%이었다(김영일 외, 

2002). 

  현재 미국에서 약 1000만명의 여성이 골다공증이고 추가적으로 1,800만명

이 골감소증으로 추정되고 있다(NIH Consensus Development Panel 2001). 일본

에서는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골격 부위마다 5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여 골격 부위에 따른 골다공증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Hagin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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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절 위험인자

  골강도는 밀도로 설명이 되며, 골절 위험은 골밀도의 1표준편차 감소시 약

1.5배씩 증가한다(Cummings, 1993). 그러므로 골밀도 측정이 골다공증을 평가

하는데 표준 진단법이 된다(Cummings, 1995). 골밀도 이외에, 비외상성 골절의

병력이 향후 골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45세 이후에 대퇴골, 늑골, 

손목 및 척추골절 발생은 1년 내 골절 발생 위험이 1.72-2.14배 높다고 한다

(NOF, 1998).

  골다공증 혹은 골절의 가족력도 골절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척추

이외의 대부분의 골절들은 낙상이 원인이다. 낙상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

하면서 증가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Dempster, 2011). 낮은 골밀도와 관련이

있는 흡연은 골절위험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다(Ward et al, 2001). 나쁜 건

강, 허약, 치매, 알코올 중독증, 체중 감소, 저하된 악력, 제한된 활동, 신경안

정제 사용, 갑상선기능항진증 병력, 의자에서 기립자세로의 불가능, 보행장애

및 시력저하들도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NOF, 1998). 

5. 골다공증성 골절의 빈도

  척추, 대퇴골 및 손목의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주된 골절 부위로 생각

되고 있다. 이외에 근위부 상완골, 쇄골, 골반, 근위부 경골 및 원위부 대퇴골

의 골절들도 낮은 골밀도와 관련이 있다(Dempster, 2011). 골다공증의 주된 골

절이면서도 골절 진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척추골절

의 역학자료를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척추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중 가장흔한 골절이고 가장 먼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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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심한 척추골절 여성환자는 골반골절의 위험도가 3.4배 높고, 새로운

척추골절의 위험도는 12.6배 높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여성환자는 약20%가

1년 이내 다른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Haczynski et al, 2001). 

  대퇴골 골절은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

들이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므로 발생 빈도 및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대퇴골 골절 빈도는 다양한 편으로, 남성 및 여성

100,000명마다 발생 정도가 각각 홍콩은 180 및 459, 싱가폴 164 및 442, 말

레이시아 88 및 218, 그리고 태국은 114 및 459로 보고되었다. 싱가폴 및 홍

콩에서의 발생이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의 비율보다 높았다(Lau et al, 2001).

  일본의 경우 남녀 100,000명에서 1986년에는 가각 40.7 및 114.1 이었는데

1994년에는 57.1 및 145.2 로 변하였다(Hagino et al, 1999). 중국 센양에서의

역학 연구는 50세 이상 여성은 67, 남성에게서는 81로 보고하였다. 대퇴골 골

절의 원인으로 단순 낙상,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고들까지 포함시켰지만 다

른 아시아 국가보다 발생 빈도가 낮았다(Yan et al, 1999).

6. 골다공증성 골절의 역학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역학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의료보험 자료를 이

용하여 대퇴골 골절 빈도를 관찰한 연구에서 60세 이전까지 1,000명당 0.5 미

만이지만 이후부터는 골절 발생률이 증가하며, 75세 이후에는 여성이 약1,000

명당 4.3, 남성은 2.97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조남한 외, 1999).

  전라남도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의 성인남녀에서 대퇴골 골절 발

생률이 3.4/10,000명이었고, 같은 지역에서 10년 후 다시 대퇴골 골절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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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50세 이상에서 10,000명당 13.4로 4.1배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Rowe SM et al, 1993). 제주도지역의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대퇴골 골절에 대

한 역학조사에서 100,000명당 남녀에서 각각 78 침 168의 발생률이 관찰되어

호남지역에서의 보고와 유사하였다(하용찬 외, 2004). 

  1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골절조사에서 65세 이상 남녀에서 손목골절은

100,000명당 426명, 척추골절은 162명, 대퇴골절은 23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척추골절은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신현호 외, 2001). 아직 골절 발생의 경우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외국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대퇴골 골절 발생률은 미국, 유럽보다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Lau et al, 2001). 

7. 골다공증성 골절의 영향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 이환 및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NOF,199

8).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탈리아의 경우 골반골절이 5.9%증가 하였으며, 척추골절

은 3.1%가 증가하였고 손목관절골절은 3.9% 증가하였다(Piscitelli, 2011). 골다

공증성 골절은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재골절, 우울증, 기능적

손실, 통증, 불구를 포함한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손실을 가져온다

(Colon-Emeric, 2006). 골절, 특히 척추골절은 만성적인 교정불가능한 통증과 연

관된다(NIH,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자료에 의한 코호트분석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척추골절의 발생률은 10만인년당 984명 이었고, 척추골절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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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은 남자에서 각각 5.56%, 9.41%, 14.6%, 20.61% 였

으며 여성에서는 각각 2.41%, 4.36%. 7.16%, 10.48% 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

았다. 남자 여자 모두 일반인구 군보다 척추골절환자군에서 연령보정사망률

이 높았고 표준화사망비(SMR, Standardized Mortality Ratio)는 3개월 사망률에서

가장 높았고 점차 감소하여 2년사망률은 남자에서 2.53 여자에서 1.86 이었다

(Lee et al, 2011).  

  골반골절은 1년내 사망률을 10-20% 증가시키고, 향후 재골절의 위험도를

2.5배 증가시킨다(Colon-Emeric, 2003). 골반골절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골절후 1

년사망률이 16.9% 대 8.4%로 2배 증가하였다(LeBlanc et al, 2011).

  골반골절환자의 1/3은 1년이내에 장기 요양기관에 입원하게된다(NIH, 

2001). 골반골절환자의 약 20%는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들 대부분은 골절 이전의 독립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긴 재활기간을 필요로 하게되고, 많은 사람들은 골절이전의 활동수준으로 회

복되지는 않으며, 이것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Pasco et al, 2005).

  예를 들면, 기능저하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전적 혹은 부분

적으로 수행불가능하게 하며 장기요양시설에 계속남아 있게하여 우울증과 같

은 정신적문제를 일으킨다.

 

8. 골다공증성 골절의 주요 위험인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가운데 있다. 실제 골다공

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의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골밀도

측정 등의 다른 검사가 있어야 하나 위험인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보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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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에 중요하다. 그 동안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

어 왔으며 이 위험인자의 관리에 많은 나라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 골다공증 재단(NOF)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주요 위험인자를

정하였으며, 이 위험인자에는 교정가능한 인자와 불가능한 인자가 있으며 위

험인자가 많을수록 골절의 위험도는 증가한다. 골절의 과거력과 골절의 가족

력, 흡연과 저체중(<57.8 kg)은 골반골절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알려져 있다(NOF, 1998). 미국 골다공증 재단이 제시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인자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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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4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한 병력

  1촌 이내 친족의 골반, 손목 혹은 척추골절의 병력(가족

   력)

  저체중 ≤ 57.8 kg(마른체격)

  현재 흡연

표 1.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인자(미국 골다공증 재단)

  

  또한 유럽 골다공증 재단에서는 골밀도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임상적인 위

험인자로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는

골절위험가 같은 연령군에서 30%정도 증가한다.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별검사 방법이 된다(EFF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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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위험요인의 존재

   에스트로겐 결핍
    - 조기폐경(<45세)
    - 지속적 2차성 무월경(>1년)
    - 1차성 저성선증
   부신피질스테로이드 치료(7.5mg/일, 1년이상)
   모측의 골반골절 가족력
   낮은 BMI (<19 kg/m²)
   골다공증과 연관된 다른질환들
    - 거식증
    - 영양흡수장애
    - 1차성 부갑상선기능저하증
    - 장기이식수술후
    - 만성신부전
    - 갑상선기능항진증
    - 지속적 저활동상태
    - 쿠싱증후군
2. 방사선소견상 골감소증 과/또는 척추변형

3. 골반, 척추, 손목골절의 기왕력

4. 키의 감소, 흉추후만증

표 2. 진단적 골밀도측정을 해야하는 임상적 위험요인 (유럽 골다공증

       재단)

즉 미국 골다공증 재단에서는 저체중(Low body weight, <57.8kg)을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인자로, 유럽 골다공증 재단에서는 저체질량지수(Low body mass 

index, <19 Kg/m²)를 골밀도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임상적인 위험인자로 제시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ittee for Osteoporosis Clinical Guideline(ICOCG) 에서는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표 3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ICOC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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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 45세이후의 저외상성 골절

- 모계의 골반골절 가족력

- 고령(≧65 세)
- 조기폐경(<45 세)
- 지속적인 무월경

- 마른체격
- 만성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사용(>6개월)
- 골다공증 유발 질환

전술한 위험인자를 개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나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훨씬 많은 이유로는 폐경이후 골소실이 가

속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더욱 약해지고 골량의 감

소가 나타나 골다공증의 위험은 증가한다(Ensrud et al, 1995).

‣종족

  아시아인이나 백인에게서 골다공증은 흔하게 발생한다(Lydick et al, 1998).

‣가족력

  골밀도 최대치는 50%이상이 유전적영향에 의해 결정된다(Pocock et al, 

1987). 한 연구결과 어머니가 척추골절을 가졌던 여성이 그러한 병력이 없는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적은 골량을 가졌다(Seeman et al, 1989). 

  Cummings 등(1995)은 골량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모측의 골반골절병력이

골반골절의 강력한 위험인자라는 것을 발표했다. 어머니가 골반골절병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여성에 비해 골반골절의 위험도가 2

배정도 높았다. 그러난 골반골절이외의 다른 골절의 모측병력은 골반골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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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며, 이것은 골량, 키, 체중과 독립적으로 골반

골절위험도를 높였다.

‣폐경(menopause)/월경력(menstrual history)

  골다공증과 골절은 특히 노령의 폐경여성에서 흔하다. 골소실의 기전은 여

성에서 폐경후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로 골형성에 비해 골흡수가 급속히 증

가하여 골다공증이 초래된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

며 에스트로겐 결핍시 뼈는 칼슘소실로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여성은 소주골량의 30-50%를 소실하고, 피질골량의 25-30%를 소실

하게 되며 폐경기 근처에서 가장 많은 골소실이 일어난다(Riggs et al, 1986). 

  골량은 20-30대 까지 증가하고 생리가 있는동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그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폐경후 5-10년간은 대개 1년에 2-3%, 때로는 1

년에 5%의 골소실이 일어난다(Bachrach, 2003; Christiansen, 1994). 또한 폐경이

빨리 오게 된 경우나 자연폐경전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보다 높다(Kritz-Silverstein et al, 1993).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과다

한 운동 등에 의한 장기간의 무월경도 역시 그 기간동안에 에스트로겐 결핍

을 초래하여 뼈가 약하게 되며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다(Kanis et al, 1997).

‣흡연/음주(smoking/high alcohol intake)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 혹은 과거흡연자에 비해 골량(bone mass)이 적고, 골

소실 속도가 빠르며 골반골절위험도가 높다(Krall et al, 1991). 흡연은 근골격

계 기능을 저하시켜 골반골절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Nelson et al, 

1994). 알콜중독자는 간혹 골반골절이나 다른골절을 가진다. Framingham Heart 

Study 코호트에 기반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 현재과다음주자(1주일에 7온스

(207ml)이상)는 연령보정후 여성에서 골반골절위험도 RR(relative risk)=1.5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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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골반골절위험도 RR=1.26 이었다. 연령, 성별, 체중, 흡연을 통제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현재 알콜섭취는 골절위험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였다(p=0.01). 결론적으로 알콜섭취는, 특히 장기 과량섭취시 골반골절위험도

를 높였다(Felson et al, 1998).  

‣운동부족(lack of exercise, immobilization)

  뼈의 강도는 골격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침대나 휠체

어에 앉아 지내는 사람, 움직이기 싫어 운동부족인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한다(Karlsson et al, 2012).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수영이

나 체조와 같은 운동은 자신감과 조화로운 몸의 활동성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켜 골다공증성골절을 예방한다(Kanis et al, 1997).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척추

신경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이 올수 있는데 이것은 신

경손상에 의해 근육을 쓰지않게 되므로 병변이하의 골격근에 골밀도 저하를

일으키며 여기에는 호르몬도 영향을 미친다(Jiang et al, 2006). 골격계의 건강

을 위해서는 걷기운동같은 체중부하가 되는 활동이나 운동이 유익하다. 매우

격렬한 운동은 성호르몬결핍을 일으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Kanis  

et al, 1997). 그러므로 골다공증환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잘짜여진 계획에 의

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른 체격

  다른 사람에 비해 골격이 가는 사람(<57.8 kg), 여성 등은 골량이 처음부터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특히 폐경이 되면 더

욱 골소실이 동반되므로 골절의 가능성이 증가한다(N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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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약제

 갑상선 기능항진증, 간질환, 신경성 식욕부진 등의 일부 질환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천식이나 류마치스 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에도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그 외에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약들은

다음과 같다(Kanis et al, 1997).

 - excessive thyroid hormone

 - anticonvulsants

 - antacids containing aluminum

 - GnRH used for treatment of endometriosis

 - methotrexate for cancer treatment

 - cyclosporine A, an immunosuppressive drug

 - heparin

 - cholestyramine

 ‣칼슘섭취 부족(Low calcium intake)

  영양결핍 혹은 칼슘공급원이 되는 식이의 부족한 섭취는 골다공증을 초래

할 수 있다. 칼슘의 결핍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어 어느 level 에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지는 알 수 없다. 대개의 우리나라의 식단에는 우유 등

의 유제품을 따로 섭취하지 않으면 평균 칼슘섭취량은 500mg을 넘지 못한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코카시안 중상층을 기반으로한 Rancho Bernardo 코

호트를 대상으로한 18년간의 선행연구결과 여성에서 연령, BMI, 운동, 알콜섭

취, 폐경후 경과년수를 보정하였을 때 1일 식이칼슘섭취량이 증가할 수록 대

퇴골경부 골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Holbrook, 1994).

  폐경 전 여성에서나 폐경후 여성에서도 음식으로나 약으로 필요한 칼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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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야 한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이 달라지

는데 특히, 어린이, 청소년층, 수유부, 폐경여성 등에서는 칼슘의 섭취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Heaney, 1993).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환자들 간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군의 BMI가 골감소증군의 BM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하면 BMI가 1kg/m² 증가시 요추부 골밀도(BMD)는 0.003 

g/cm² 감소(즉 음의 상관관계) 하였으며(P=0.002), 나이는 요추부 BMD 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0.001, P=0.035). 운동유무는 요추부 BMD와

양의 상관관계(B=0.028, P=0.000)를 보였고, 흡연유무는 요추부 BMD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837)(Lin et al, 2010).

  낮은 BMI, 칼슘섭취 저하, 육체적활동 저하, 흡연이 BMD에 악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중년여성의 BMD에 이러한 물리적 라이프스타일 요소가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다(Guthrie et al, 2000).

  터키에서 540명의 건강한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폐경후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연구에서 키,체중,나이,폐경연령,BMI 와 골밀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는데 결과 체중, 폐경후경과기간, 연령, BMI, 키 순으로 각각 상관계수가

0.465, 0.453, 0.411, 0.382, 0.23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즉, 체중과 폐경후 경과기간이 골다공증의 중요한 결정인자였다

(Akdeniz et al, 2009).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서 골밀도에 관한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 행한 골밀도와 제2형 당뇨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130명의 폐경후 당뇨병여성과 166명의 당뇨병이 없는 폐경후 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제2형 당뇨병여성이 당뇨병이 없는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요추부골밀도(0.903±0.132 vs. 0.832±0.134, p<0.001)와 대퇴골경부골밀도

(0.870±0.132 vs. 0.832±0.134, p<0.05)를 나타냈다. 두 군에서 모두 연령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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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요척추골, 대퇴골경부, 척골하단부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BMI가 높을수록 더높은 요추부 골밀도를 나타냈다(Hadzibegovic et al, 

2008).

  152명의 건강한 한국 중년남성에서 BMD와 라이프스타일과 호르몬 인자와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요추부 골밀도와 BMI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BMI가 요추부 골밀도의 예측인자로 유일한 독립변

수임을 나타냈고, 반면 대퇴골경부 골밀도의 예측인자로서는 BMI와 혈청

IGF-I levels 이 유의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 대략, 중년 한국남성의

28.3%-45.4%가 골감소증에 해당하였으며 나이가 많음, 낮은 BMI, 현재 흡연

상태, 낮은 혈청IGF-I level이 골밀도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혈청 테스토스테론 과 성장호르몬 분비능은 BMD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Rhee, 2004).  

  BMD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모든 뼈(골반, 요척추, 전완부, os calcis) 통합해서 평균 1/10 SD(standard 

deviation)의 골소실이 있었다. 특히 골소실은 골반뼈에서 두드러졌는데, 현재

흡연자의 골량은 흡연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비흡연자의 1/3 SD 보다 작았

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분석결과 흡연은 척추골절의 평생위험도를

여성에서 13%, 남성에서 32% 증가 시켰다. 골반골절 평생위험도는 여성에서

31%, 남성에서 40% 증가 시켰다. 흡연은 골소실에 독립적으로 양-의존적효과

(dose-dependent effect) 를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골절 위험도를 높였으나, 금연

에 의해 이러한 효과는 부분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Ward, 

2001).

  골절위험도의 예측인자로서 BMI를 메타분석한 연구결과, BMI가 1단위 상

승시 전체 골절위험도는 0.98(95% CI, 0.97-0.99),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는

0.97(95% CI 0,96-0.98), 골반골절위험도는 0.93(95% CI, 0.91-0.94)로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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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all p<0.001). BMI 20 kg/m² 인 경우 BMI 25 kg/m² 에 비해 골반

골절위험도(risk ratio, RR=1.95 ; 95% CI, 1.71-2.22)가 거의 2배 높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BMI 30 kg/m² 인 경우 BMI 25 kg/m² 에 비해 골반골절위험도는

단지 17% 감소 되었다(RR=0.83; 95% CI, 0.69-0.99). 이로 인해 낮은 BMI는

나이와 성별과는 독립적으로, 그러나 BMD와는 의존적으로 모든 골절과 관련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De Laet, 2005).

   BMD의 예측인자로서 BMI, height, weight를 연구하기 위해 3가지 대규모의

데이터연구 분석을 하였는데 : (1) 11,39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the Women's 

Health Initiative(WHI) 연구; (2) 1,578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한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 연구; (3) 7,598명 여성을 대상으로한 EPIDOS 

연구 가 그것이다. 연구결과 BMI보다 체중이 예측인자로서 더 좋다고 결론내

렸다. 예측인자로서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BMD와 BMI, BMD와 체중의

상관계수와 선형회귀분석결과 키, 체중, BMI의 β-계수를 비교하였으며 위 3

가지 연구 결과 체중이 BMD의 예측인자로 더 좋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BMD 검사를 위해서 각 개인을 선별할때 BMI를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위 세가지 집단의 회귀분석모델 결과 BMD의 예측인자로

서 체중단독 혹은 체중과 키가 BMI보다 더 좋다고 결론 내렸다(Robbins, 

2006). 

  이와 같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주요원인인 낮은 골밀도(BMD)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러 인자중 BMI, 체중, 키, 폐경유무, 폐경후 경과기간, 당뇨병, 

고혈압 등이 골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특히 체중과 BMI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골밀도 예측인자 인지? 특히 비만의 지표인 BMI와 요

척추골의 BMD의 상관관계를 이번 본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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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논문은 서울시 한 보건소에 골밀도검사를 위해 2010년 5월 - 2011년 3

월 까지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BMI, 체중, 키를 측정하고 과거력

문진에 의해 고혈압, 당뇨병 유무 및 유병기간, 폐경시 나이, 걷기운동유무, 

흡연유무, 골밀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골다공증환자가 주 관심사이므로 남성은 제외하였으며, 과거 여성호르

몬제를 먹었거나 현재 복용중인 여성,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받았거나

갑상성질환이 있거나 갑상선호르몬을 투여 받는자, 기타 골다공증 치료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

리고 과거 자궁적출술을 하여 정확한 폐경시 나이를 알수 없는 경우도 데이

터에서 제외하였다.

  

2. 주요변수의 선정

  골밀도점수인 Tscore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

수로서 연령, 키, 체중, BMI, 당뇨유병기간, 고혈압유병기간, 폐경후기간, 폐경

시나이, 흡연, 걷기운동을 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의는 표4와 같다._이때

T-score는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DXA)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L1-L4 요추부

전후요추의 골밀도의 평균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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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변수 구성 내용
          변 수          내 용
AGE 연령(세)
HEIGHT 키(cm)
WEIGHT 체중(kg)
BMI 체질량지수(kg/m²)
DMP 당뇨병 유병 유무

HTNP 고혈압 유병 유무

MNS 폐경 여부

SMK 현재 흡연유무

EXE
1주일에 5일이상 1일30분이

상 걷기운동여부

T-score
L1-L4 요추부 평균골밀도

점수

3. 분석방법

  

  정상, 비정상 T-score와 연령, 키, 체중, BMI, 폐경후기간, 고혈압, 당뇨병, 걷

기운동여부, 흡연여부, 폐경여부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다(그림1).

  정상, 비정상골밀도군에 대해 독립변수인 연령, 키, 체중, BMI, 폐경후기간, 

고혈압유무, 당뇨병유무, 걷기운동여부, 흡연여부, 폐경여부 사이의 관계를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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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T_score)

(정상, 비정상)_

연령,키,체중,BMI,폐경여

부,고혈압,당뇨병유무,운

동여부,흡연여부

      

종속변수 t-검정, χ²-검정 독립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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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표준편차

/ 명(%)
연령(세) 62.01 ± 9.68
신장(cm) 154.2 ± 5.49
체중(Kg) 56.5  ± 7.49
BMI(Kg/㎡) 23.8  ± 2.87
T-score_ -1.56 ± 1.37
정상 골밀도(T_score≥-1)   362 (31.7)
비정상 골밀도(T_score<-1)   781 (68.3)
폐경시 연령(세)  49.5 ± 4.69
폐경후 경과기간(년)  12.8 ± 9.85
폐경 전   108 (9.4)
     후  1035 (90.6)
걷기운동 안함   877 (76.8)
         함   266 (23.2)
흡연 안함  1015 (88.8)
     함   128 (11.2)
계  1143 (100.0)

Ⅳ.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총수는 1143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2.01±9.68세, 평균BMI는

23.8±2.87(kg/㎡), 폐경후 사람이 1035명(90.6%), 평균폐경연령은 49.5±4.69세, 

걷기운동율은 266명(23.2%), 흡연율은 128명(11.2%), 정상골밀도군 362명

(31.7%) 이었다(표5).

표5.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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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걷기운동, 폐경, 당뇨병, 고혈압과 골밀도와의 관계

  정상골밀도군의 평균연령은 56.7세 비정상골밀도군의 평균연령은 64.5세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다. 정상골밀도군의 평균신장은

155.9cm이고 비정상골밀도군의 평균신장은 153.4cm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으며, 정상골밀도군의 평균체중은 58.02 kg이고 비정상골

밀도군의 평균체중은 55.81kg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01)가 있었다.

  그러나 정상골밀도군의 BMI평균은 23.88kg/㎡ 이고 비정상골밀도군의 BMI

평균은 23.72로서 정상골밀도군의 BMI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8).

  흡연안함 군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은 71.4%, 흡연함 군에서 비정상골밀

도인 사람은 75.0%로 흡연하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

으나 이는 p-value 0.4154 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걷기운동함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진 사람은 48.0%, 걷기운동안함 군에서 비정상골밀

도를 가진 사람은 74.2%로 걷기운동안하는 사람이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

이 더 높았고 이는 p-value < 0.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폐경전 군

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이 23.1%, 폐경후 군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이

73.0%로 폐경후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였다. 

  당뇨병없음 군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은 68.1%, 당뇨병있음 군에서 비정

상골밀도인 사람은 71.6%로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

이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없음 군에서 비

정상골밀도인 사람은 65.7%, 고혈압있음 군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은

74.6%로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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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흡연, 걷기운동, 폐경, 당뇨병, 고혈압과 골밀도와의 관계

                                                            단위:명(%)

정상 골밀도군

(T-score≧-1)

비정상

골밀도군

(T-score<-1)
합 P-value

  연령(세)   56.7    64.5 <.0001

  신장(cm)  155.9   153.4 <.0001

  체중(kg)   58.0    55.8 <.0001

  BMI(kg/㎡)   23.9    23.7  0.377

  흡연

      함   36 (25.0)   92 (75.0)  128 (100)  0.415

      안함  326 (28.6)  689 (71.4) 1015 (100)

  걷기운동

      함  139 (52.0)  127 (48.0)  266 (100) <.0001

      안함  223 (25.8)  654 (74.2)  877 (100)

  폐경 여부

      전   83 (76.9)   25 (23.1)  108 (100) <.0001

      후  279 (27.0)  756 (73.0) 1035 (100)

  당뇨병

      없음  341 (31.9)  728 (68.1) 1069 (100) 0.6168

      있음   21 (28.4)   53 (71.6)    74 (100)

  고혈압

      없음  275 (34.3)  526 (65.7)   801 (100) 0.0038

      있음   87 (25.4)  255 (74.6)   342 (100)

계  362 (31.7)  781 (68.3) 11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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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 골밀도군과 비정상 골밀도군간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정상 골밀도군과 비정상 골밀도군에서 risk factor로 작용할 수 있는 각 독

립변수들 즉 연령, 키, 체중, BMI, 폐경유무, 당뇨병과 고혈압유무, 걷기운동

실천여부, 흡연여부가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여러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체중과 BMI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0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그 이외의 변수

들간 VIF는 10이하로 높지 않았다. 

  BMI와 체중 모두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주요변수이기 때문에 모형 Ⅰ, 모형

Ⅱ로 나누어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포함하여 로지스틱분석을 하였고, 모형 Ⅰ

과 모형 Ⅱ 의 적합도는 AIC 값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Ⅰ’은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기운동유무, 현재흡연유

무, 폐경유무, BMI와 골밀도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이고, ‘모형 Ⅱ’는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기운동유무, 현재흡연유무, 폐경유무, 체중과 골밀도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이다. 

  모형 Ⅰ에서 연령에 따른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1.085(95% 

CI=1.062-1.109)로서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연령이 1세 증가할 수

록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8.5%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걷기운동 유무에 따른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2.601(95% 

CI=1.883-3.592)로서 걷기운동을 안하는 경우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2.6

배 증가하고 폐경유무와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2.577(95% 

CI=1.472-4.511)로서 폐경이된 경우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2.6배 증가하

였다. 

  그리고 주요 관심변수인 BMI와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0.9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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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859-0.954) 로서 BMI가 1 kg/㎡ 증가시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9% 

감소하였다. 

  모형 Ⅱ에서 연령에 따른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1.085(95% 

CI=1.062-1.108)로서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연령이 1세 증가할 수

록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8.5%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걷기운동 유무에 따른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2.598(95% 

CI=1.881-3.587)로서 걷기운동을 안하는 경우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2.6

배 증가하고 폐경유무와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2.575(95% 

CI=1.472-4.507)로서 폐경이된 경우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2.6배 증가하

였다.  

  그리고 주요 관심변수인 체중과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오즈비는 0.961(95% 

CI=0.940-0.982) 로서 체중 1kg 증가시 비정상골밀도가 될 위험도는 3.9% 감

소하였다.

  모형 Ⅰ, 모형 Ⅱ 모두에서 키, 당뇨병, 고혈압, 흡연은 골밀도와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모형Ⅰ의 AIC값은 1204.27 이고 모형Ⅱ의 AIC값은 1205.23로서 모형Ⅰ의

AIC값이 더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형Ⅰ에서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

기운동 실천유무, 흡연유무, 폐경유무를 통제하였을때 체질량지수(BMI)와 골

밀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모형 Ⅱ에서는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기운동 실천유무, 

흡연유무, 폐경유무를 통제하였을 때 체중과 골밀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AIC값은 모형Ⅰ이 모형Ⅱ보다 낮게 나와 모형

적합도가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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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정상 골밀도군과 비정상 골밀도군간 비차비(95% 신뢰구간)

모형 Ⅰ 모형 Ⅱ

연령(세)   1.044 (1.009-1.080)   1.044 (1.009-1.080)

키(cm)   0.984 (0.956-1.014)   1.013 (0.980-1.046)

폐경후 기간(년)   1.046 (1.013-1.079)   1.046 (1.013-1.079)

흡연

    함   1.000

    안함   1.086 (0.687-1.715)   1.071 (0.681-1.681)

걷기운동

    함   1.000

    안함   2.597 (1.878-3.591)   2.598 (1.881-3.587)

폐경 여부

    전   1.000

    후   2.663 (1.516-4.679)   2.575 (1.472-4.507)

당뇨병

    없음   1.000

    있음   0.814 (0.455-1.454)   0.801 (0.451-1.422)

고혈압

    없음   1.000

    있음   0.935 (0.664-1.315)   0.939 (0.670-1.316)

BMI(kg/㎡)   0.909 (0.862-0.959) -

체중(kg) -   0.963 (0.942-0.984)

AIC 1196.18 1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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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흡연, 걷기운동, 폐경유무와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흡연안함 군에서 비정상

골밀도인 사람은 71.4%, 흡연함 군에서 비정상골밀도인 사람은 75.0%로 흡연

하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으나 이는 p-value 0.4154 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조사대상

자가 모두 여성이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여성이 흡연하는 것을 남

성이 흡연하는 것 보다 더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실제로는 흡연

을 하나 문진결과 흡연을 안하는 것으로 대답한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

하며 이것이 통계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실제 모 대학병원 연구결과 여성의 흡연율은 문진에 의한 흡연율보다 호

기 gasCO2 검사로 측정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흡연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적도 있다. 

   걷기운동 한군에 비해 걷기운동 안한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진사람의

비율이 더높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폐경전 군에 비해

폐경후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로 폐경과 저운

동 혹은 비활동성이 지적되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골다공

증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여성의 경우 특히 폐경이후에 주

의를 하여야 하며 폐경이후 골다공증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골다공증 예방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Chi-square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당

뇨병이 없는군에 비해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진 사람의 비

율이 높게 나왔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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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이 없는군에 비해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 비정상골밀도를 가진 사람의 비

율이 높게 나왔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과 골밀도와의 관계에서 다른 변수룰 통제한 상태에

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골밀도사이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고혈압 질환이 낮은 골밀도 즉,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라고 기존에 주장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

상골밀도군과 비정상골밀도군간 BMI 평균값은 각각 23.88 kg/㎡과 23.72 kg/

㎡ 으로 비정상골밀도군에서 낮게 나왔으나 t-검정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8).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

Ⅰ에서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기운동 실천유무, 흡연유무, 폐경

유무를 통제하였을때 체질량지수(BMI)와 골밀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종속변수 T-score와 각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키, 체중, BMI 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이중 키, 체중의 상관계수가 BMI와의 상관계수보

다 더 높게 나와 다른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골밀도의 예측인자로서

BMI보다 체중 단독이 더 좋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WHI, CHS, EPIDOS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WHI, CHS, and EPIDOS 연구자료를 분석한 연구(Robbins et al, 2006)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연령, 키, BMI를 포함하는 선형회귀분석모형과 연령, 키, 체중

을 포함하는 선형회귀분석모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이때 BMI를 포함하

는 모형에서 키의 회귀계수(표준화된)가 체중을 포함하는 모형에서의 키의 회

귀계수보다 크며 키의 회귀계수가 크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체중이나 BMI 

의 회귀계수가 작다는 것이고 특히 체중포함 회귀분석모형에서 보다 BMI를

포함하는 회귀분석모형에서 키의 회귀계수가 더 높았다는 것은 두 모형을 비

교하였을때 BMI의 중요도가 체중의 중요도보다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해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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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체중이 BMI보다 골밀도의 predictor 로서 더 좋다고 결론내고 있

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골밀도와 관련있는 설명변수로서 연령, 키, 체중 혹은

BMI만 가지고한 연구로서 운동, 흡연, 특히 여성에서 중요한 폐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한 결과로서 체중이 BMI보다 골밀도의 더 좋은

predictor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형 Ⅱ에서는 연령, 키, 당뇨병유무, 고혈압유무, 걷기운동 실천유무, 흡연

유무, 폐경유무를 통제하였을 때 체중과 골밀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AIC값은 모형Ⅰ이 모형Ⅱ보다 낮게 나와 모형적합

도가 더 좋았다.

  이상 상관관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골밀도와의 상

관관계는 체중이 BMI보다 상관도가 더 높았으며 연령, 키, 폐경후기간, 당뇨

병, 고혈압, 걷기운동과 같은 다른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골밀도는 BMI 와

관련성이 체중과 관련성보다 적합도가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골밀도를 예측하는데는 BMI보다

체중이 더좋은 예측인자(predictor)로 이용 될 수 있으며 연령, 폐경유무, 운동

과 같은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는 BMI를 골밀도의 예측인자로 사용하는 것

이 더 좋겠다. 또한 BMI는 단순체중보다 비만도를 더 잘 반영하므로 비만도

와 골밀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BMI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로서

유용할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골다공증 screening 검진을 위한 골밀도측정시 낮은 골

밀도의 예측인자로 고연령, 긴 폐경후 경과기간, 걷기운동 안함, 낮은 BMI를

포함하는 수식화된 공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는 다양하며 이러한 인자가 1개보다 여러개 위험인자

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비활동성

혹은 운동안함, 흡연, 폐경의 영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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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특히 운동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이라면 운동도 유형에 따라 유산소운동, 체중부하운

동 또는 강도에 따라 약한강도, 중등도, 강한강도의 운동으로 나뉠수 있고, 

운동시간에 따라 하루 30분, 1시간, 90분, 2시간등 운동시간이 골밀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렇듯 운동을 종류별로 나누고 강도와 시간에

의한 scoring system 에 의해 보다 정량화된 척도에 의해 운동을 정량화하여

골밀도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외에도 칼슘섭취량, 카페인 섭

취량등 골밀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인자를 생각해 볼수 있으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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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Density, and the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in women as the predictor of bone densit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143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in order for bone density measurement. Their bone density, height, and weight were 

measured along with the following factors: T-score; age; the elapsed time period after 

menopause; whether or not the subject has diabetes and hypertension; the diabetes 

and hypertension disease duration; menopause age; walking exercise; and smoking.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subject has normal bone density,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mong the subjects, 362 patients (31.7%) belonged to the normal bone density 

group, and 781 patients (68.3%) were classified as of the abnormal bone density 

group. The average of age, height, and weight of the normal bone density group 

was 56.7 years old, 155.9cm, and 58.0kg respectively. And the abnorm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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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roup’s average age, height, and weight was 64.5 years old, 153.4cm, and 

55.8kg respectively. The results from t-test reveal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However, the average values of BMI of both normal 

and abnormal bone density group were  23.88 kg/㎡ and 23.72 kg/㎡ respectively. 

The results from t-test show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38). 

  The results fro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density and smoking, 

walking exercise, menopause, diabetes, and hypertension by means of Chi-square test 

revealed that the group that has not done the walks, the post menopause group, 

and the hypertensive patient group had a higher probability of developing abnormal 

bone density, and that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ed that smoking and diabet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bone density.  

 The results from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here BMI was processed together in 

the model showe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age by one year was 1.044(95% CI=1.009-1.080), an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every one year after menopause was 2.597(95% CI=1.878-3.591), and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not doing the walks was 

2.597(95% CI=1.878-3.591), an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BMI by 1kg/㎡ was 0.909(0.862-0.959). 

  The results from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here the weight was 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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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reveale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age by every one year was 1.044(95% CI=1.009-1.080), an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every one year after menopause was 1.046(95% CI=1.013-1.079), an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not doing the walk 

exercise was 1.046(95% CI=1.013-1.079), and that the odds ratio which will be the 

abnormal bone density at the time of increase of weight by every 1kg was 

0.963(0.942-0.984). 

  Taken all analytical results together,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bone density and the height, weight, and BMI. Meanwhile, the results from analyses 

showed that underweight was stronger predictor for osteoporosis than the low BMI 

when not considering other variables, for the coefficient of the weight is higher than 

the one of BMI, however, when considering age, height, time period after 

menopause, and walking exercise, the results showed that BMI was more appropriate 

as the predictor for osteoporosis. 

Key words : osteoporosis, bone mineral density, menopause, weight, B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