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자료를 활용하여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임 지 선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김 희 진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임 지 선



임지선의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년 6월 일



감사의 말씀

아직 학문적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논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

던 지난 2년 반을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어

너무도 아쉽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제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자상하게 세심한 논문의 지도와 교정을 위해 애써 주신 김희진 교수님 과 지

선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간에도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조어린 교

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의 학문을 알게 해주신 남정모, 강대룡 교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

박현영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임상연구를 알게 해주시고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님과 제 인

생에 힘든 시기 마다 잘 견딜 수 있게 언제나 용기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

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사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직장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 하면서 항상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역학통계 와

건강증진 동기들 그리고 힘든 과정 함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송인자, 정금지,

김진아, 김필수, 정윤정, 이소영, 홍승희, 이정임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아빠 임정일, 마음으

로 함께하고 싶은 유명화 여사, 항상 묵묵히 지켜봐 주고 세상 하나뿐인 남동

생 임대건 에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편의 논문을 쓰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인지, 그

리고 이런 저에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좋은

동기생들을 만나 학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며, 따뜻

한 보살핌과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

어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승의 은혜 잊지 않도록 저의 부족한 능력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저

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삶의 에너지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말과 이제 새롭게 시

작에 대한 힘찬 각오로 이글을 맺습니다.

2012년 6월

임 지 선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1. 폐경 ·················································································································5

2. 골다공증 ··········································································································6

2-1. 골다공증의 개요 ·····················································································6

2-2. 골다공증의 분류 ·····················································································7

2-3. 골다공증의 관련요인 ·············································································8

3.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9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11

2. 연구대상 ·······································································································12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4

4. 분석방법 ·······································································································17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골다공증 현황 ····································································18



- ii -

2. 전체 폐경여성의 특성 ················································································19

2-1. 전체 폐경여성의 일반적 특성 ··························································19

2-2. 전체 폐경여성의 건강상태요인 ························································22

2-3. 전체 폐경여성의 출산요인 ································································24

3.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특성 ································································25

3-1.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일반적 특성 ··········································25

3-2.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건강상태요인 ········································28

3-3.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출산요인 ················································30

4.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특성 ····························31

4-1.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31

4-2.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요인····· 34

4-3.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출산요인·············36

5. 현재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37

6. 조기폐경 여부와 골다공증 관련 요인 분석 ··········································38

Ⅴ. 고찰 ·····················································································································41

참고문헌 ····················································································································46

Abstract ·····················································································································54



- iii -

표 차 례

<표 1> 전체 폐경여성의 일반적 특성 ··································································20

<표 2> 전체 폐경여성의 건강상태요인 ································································23

<표 3> 전체 폐경여성의 출산요인 ······································································24

<표 4>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일반적 특성 ·········································26

<표 5>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건강상태요인 ·······································29

<표 6>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출산요인 ·············································30

<표 7>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 32

<표 8>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요인 ············ 35

<표 9>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출산요인·····················36

<표 10> 현재 나이에 따른 폐경여성의 골다공증양상 ·······································37

<표 11> 조기폐경 여부와 골다공증 관련 요인 오즈비 분석 ·································40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틀 ······································································································11

<그림 2>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13



- v -

국 문 요 약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배경: 조기폐경 여성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보고

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조기폐경과

골다공증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자료에서 자연

적으로 폐경된 2,827명 중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2,043명의 폐경여성을 대상

으로 하여 자연적인 일차성 폐경인 조기폐경(45세 미만 폐경)과 비조기폐경

(45세 이후 폐경)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폐경여성만을 대상으로 45세 미만과 45세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빈도, 백

분율 및 평균을 구하고, 연속 변수는 t-test 와 범주형 변수는 X2–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조기폐경인 골다공증 여성은 172명, 정상은 144명이였고 비조기폐경

인 골다공증 여성 635명, 정상 1,092명이였다. 조기폐경여성에서 유의한 골다

공증 관련요인은 폐경나이, 교육수준, 폐경이후 기간, 흡연, 음주, 수면시간, 칼

슘섭취량, 커피 섭취 빈도, 공복혈당, B형 간염 유병, 임신횟수, 여성호르몬 복

용이었으며, 비조기폐경 여성에서 관련 요인들은 교육수준, 폐경이후기간, 흡

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B형 간염 유병률, 임신횟수, 여성호르

몬 복용이었다.

나이만을 보정하였을 때 조기폐경군에서 골다공증군에 속한 오즈비가 높았

다(Odds Ratio, OR 1.38,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1.85). 나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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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흡연, 커피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변수를 보정한 결과,

비조기폐경에 비해 조기폐경인 경우 골다공증과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며

(OR 1.33, 95% CI 0.96-1.83), 공복혈당은 100mg/dl 이하에 비해 101∼

125mg/dl인 경우 골다공증에 속할 오즈비가 0.66(OR 95% CI 0.49-0.88)으로

낮았다(p<0.05).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

혈당, 임신횟수,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 복용 변수를 보정한 결과, 조기

폐경과 골다공증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며, 과거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

해 골다공증의 오즈비가 1.91(95% CI 1.00-3.63)으로 높았다(p<0.05). 커피 섭

취 빈도는 거의 안 마심에 비해 하루 1∼3회 마시는 여성의 골다공증이

0.70(95% CI 0.50-0.97)으로 낮았다(p<0.05). 공복혈당은 100mg/dl 이하에 비

해 101∼125mg/dl인 경우 골다공증 오즈비가 0.66(95% CI 0.50-0.88)으로 낮

았으며(p<0.05), 여성호르몬 복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골다공증군에 속할 오즈

비가 1.74(95% CI 1.16-2.62)으로 높았다(p<0.05).

결론: 조기폐경 관련 요인 중 건강생활 실천으로 예방 가능한 요인이 많았

다. 추후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기폐

경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조기폐경, 골다공증, 위험요인, 흡연, 여성호르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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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골다공증(Osteoporosis)은 무기질 조성의 변화 없이 전체 골량(bone mass)

이 감소된 질환으로 정의된다(Brunner 등, 1984). 고관절 골절의 발생빈도는

대체로 여성에서는 폐경 후 10년에, 남성은 70세 이후에 가속화된다. 특히 급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서 고관절과 척추 골절의 장애(disability)와 사망

률, 비용은 중요하다. 대략 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골절로 매년 140억 달러 이

상의 비용을 제출한다(Kenny 등, 2003). 일반적으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가 결국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임승길, 2000).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

로겐 분비 감소로 인한 골 흡수와 골 소실이 증가하여 급격한 골밀도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Melton, 1991). 그러므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폐경 후 여성의

골 건강관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유태우, 2000).

여성의 골다공증은 폐경 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01년 80.0세로 1999년과 비교하면 0.79년, 1991년과 비

교하면 4.1년 증가하였다. 45세 여성인 경우 기대여명은 36.6년이고 65세 여성

의 기대여명은 18.4년이다. 여성은 일생의 38.5%를 폐경 후에 보내게 되고

2030년의 수명은 82.4세로 증가하게 되며 폐경 여성은 1960년 12.2%, 1995년

22.3%에 비해 2030년에는 43.0%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3). 그 결과로 향후 폐경기 여성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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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에 대한 폐경 여성의 점유율도 매우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여성의 건강문제는 보건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형무 등, 1999). 골밀도에 영양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D 수

용체 유전자 등 유전적 요인이 골밀도의 80% 정도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요

인으로는 나이, 초경 연령, 폐경 연령, 폐경 후 기간, 체질량지수, 저체중, 출산

횟수, 교육 수준, 운동, 칼슘 섭취량, 흡연 등이 있다.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으로는 저성선증,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흡수장애, 괴혈병, 칼슘부족, 저 인산혈증, 대사성 골 질

환,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결핍, 간질,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다(Kanis 등,

1998). 그 외의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는 골절의 과거력, 가족력, 과음, 코르

티솔 호르몬 사용, 갑상선 약제, 항경련제, 류마티스 치료제인 Methotrexate등

여러 치료제 약제들이 알려져 있다(Marwick, 2000).

이들 중 체중은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

다. 체격이 클수록 골량이 증가하며, 저체중 상태는 폐경 후 여성에서 골소실

이 증가하는 위험요인이 된다고 알려졌다(Stevension, 1989).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인자들을 다 합해도 골다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골소실은 폐경시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는데 조기폐경

이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로 여겨져 왔으나 폐경 후 기간을 고려하면 조기폐경

여성과 늦은 폐경 여성 사이에 골밀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김재현, 1999).

조기폐경된 여성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Cooper 등, 1998; Snowdon 등, 1989; Jacobsen 등, 1999; Joakimsen

등, 2000). 자연적이든 혹은 수술에 의해서든, 빠른 골밀도 감소가 일찍 시작

되고 낮은 골밀도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므로 조기폐경 자체가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기폐경이 폐경 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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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골밀도 감소속도에 있어서 정상폐경과 차이가 있는지는 보고자마다 의

견이 다르다. 일부의 저자들은 조기폐경군에서 정상폐경 군에 비해 골밀도 감

소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Donna 등, 1993; Pouilles, 1994; Ohta 등,

1996). 그러나, Seeman 등(1998)은 도리어 정상폐경군에서 골밀도 감소 속도

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보고된 조기폐경이 골밀도와 생화학적 골

표지자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은 연령과 체질

량지수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지만 각각의 골밀도 및 생화학적 골표지자에

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대상의 수가 적은 단점이 있었다(김재현, 1999).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

환자에서의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폐경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 골밀도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간 상관성을 찾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 조기폐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5세 미만의 나이

에 자연적으로 폐경된 여성들과 그 이후 나이에 폐경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

다공증의 유병양상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

하며, 추후 조기폐경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차원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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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자료

를 이용하여 조기폐경 여부와 골다공증 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조기폐경여

성의 골다공증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일반적, 건강 상태, 출산 요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골다공증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골다공증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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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폐경

폐경은 유전적인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난소의 퇴화 현상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

에서 정한 정의에 의하면 폐경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명확한 유발원인 없

이 12개월간의 연속적 무월경 상태일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민부기 등(1983)의 연구에서

47.6세로 보고되었고 박상화 등(1993)의 연구에서는 49.7세로 보고되었다.

외국의 경우, 40세 전에 폐경이 오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1% 정도이고, 5∼

10%의 여성이 45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다. 미국 여성의 경우, 평균 폐경 연

령은 51.5세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간 높은 연령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재

석, 2000). 조기폐경은 자연적인 일차성 조기폐경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

술적 난소 절제술 등에 의한 이차성 조기폐경으로 나눌 수 있다. 조기폐경은

젊은 여성에서 급격한 삶의 질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지만 아직 그 정

의나 표준화된 진단 기준 치료지침 등의 합의가 부족하여 연구 또는 임상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이지영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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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다공증

2-1. 골다공증의 개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

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골강도

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규정하였다(NIH,

2001).

골은 성장기에서부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30∼40세까지는 최대 골량

이 이루어지고 이후 성인에서 골 대사는 골아세포(osteoblast)에 의한 골 형성

과 파골세포(osteoclast)에 의한 골파괴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교체되

는 재형성 과정이 유지된다(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03). 성인 여

성의 골량은 성숙기 때의 최대 골량과 폐경 후 골 소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

는데, 최대 골량은 인종과 성별, 영양,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ane,

2006).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 값을 기초로 한

WHO의 정의에 따라 T-score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T-score가 -1.0

이상이면 정상, -2.5에서 -1.0사이는 골감소증(osteopenia), -2.5미만은 골다공

증으로 진단한다(WH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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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다공증의 분류

골다공증은 일차성 골다공증과 이차성 골다공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

차성 골다공증은 폐경 후 골다공증(제 1형)과 노인성 골다공증(제 2형)으로 구

분할 수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는 어렵다. 이

차성 골다공증은 최대 골량의 획득에 지장을 주거나 부가적인 골량의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이나 약물에 노출되어 초래되는 골다공증을 가리킨다. 여성의

경우에 폐경에 의한 여성 호르몬 감소는 급격한 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폐경이 되면 5∼10년 내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게 된다. 이십대 중반

또는 삼십대 초반의 청장년 시기에 일생 중 최대 골량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는 연령 증가에 따라 골 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골

형성이 골흡수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골량이 증가되며, 이러한 골량의 증가는

특히 사춘기 전후에 가장 왕성하다. 30세에서 50세까지는 대체로 골량이 유지

되며 단지 소량의 골량 감소만 관찰되는데, 이는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골흡수

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형성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골흡수와 골형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골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을 골재형성이라 한다. 여성

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한 골소실이 진행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

로 급격한 골흡수가 야기되기 때문이고 이후 노화로 골형성 기능이 점차 감소

되어 골 소실이 지속된다(임영욱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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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다공증의 관련요인

골다공증은 골밀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유전적 인자와 후천적인 환

경 인자에 의해 골밀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골밀도의 80%는 유전적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골다공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인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인자들

로는 연령, 초경연령, 폐경 후 기간, 출산 횟수 등이 골밀도와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며 체질량지수, 교육 수준, 운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한골대사학회, 2000).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운동, 칼슘 섭취 등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Lee 등, 2006), 낮은 골밀도, 40세 이전의 골절

경험, 골절 가족력, 저체중 등도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au, 2001). 그

중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은 대부분 수정 가능한 요인들이기 때

문에 골다공증 예방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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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Mikkelsen 등(2007)의 연구에서는 1940∼1941년에 태어난 2,213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하였으며, 조기폐경을 45세 이전에 폐경 한 경우

로 정의하였다.

Francucci 등(2008)의 연구에서는 782명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폐경여성을 세 군으로 나누어 조기폐경을 40∼45세, 정상폐경

을 45∼52세, 늦은폐경을 53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기폐경 여

성은 정상폐경과 늦은폐경 여성보다 낮은 척추 BMD를 보였고 55세 이상에서

는 조기폐경, 정상폐경 그리고 늦은폐경 여성들 모두 요추 BMD 값의 차이가

없었으나 골 손실의 절대값은 정상 혹은 늦은 폐경 이후보다 조기폐경 이후

값이 컸다.

Lynne 등(2010)의 연구에서는 40세 전과 40∼45세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 증거를 검토, 요약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망률의 위험

이 증가, 심장질환, 신경학적질환, 정신질환, 골다공증 그리고 기타 후유증의

질환을 경험하였다. 부정적인 결과는 어린 나이의 폐경으로 인한 폐경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인에 관계없이, 자연폐경의 평균 나이에 도달하

기 전 호르몬 폐경과 에스트로겐 결핍을 경험한 여성은 사망률과 유병률의 위

험이 증가 되었다.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의 골절 위험을 크게 증가 시킨다 (Rho 등, 2008).

우리나라 골다공증의 경우 50세 이상 여성의 유병률은 38.7%인데 비해, 65세

이상 여성의 유병률은 62.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한편 폐경 후 여성에서 나타나는 심혈관질환과 골다공증에서 공통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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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이 체질량지수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에서

골다공증 위험요인 중 하나로 낮은 체질량지수를 꼽고 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이 마른 여성에 비해 높은 골밀도 수준은 보였고 (Revilla 등,

1997), 비만여성의 경우 대퇴골 골 소실이 낮았다(Hyldstrup 등, 1993). 이는

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은 체중부하를 통해 척추와 대퇴목의 골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부 연구

에서는 골밀도와 동맥경화증이 공통의 위험요인과 병리기전을 보이므로

(Masse 등, 2005) 폐경 후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소가 상

호 연관됨을 보고하고 있다(Cui 등, 2005).

이와 같이 폐경 후 여성의 건강문제 위험은 증가하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폐경 후 여성 자신과 의료인의 인식 부족은 조기에 건강관리를 시작할 필요성

을 간과하여 결국 폐경 후기와 노년기에 골다공증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위험

과 심혈관질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Mosca 등, 2007).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중 대부분이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윤상호 등,

2005)와 폐경 후 골다공증의 위험인자(김정구, 2011)의 연구처럼 폐경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기폐경 여성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조기폐경 후 골다공증의

유병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골다공증 예방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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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조기폐경

(45세 미만 폐경)

비조기폐경

(45세 이상 폐경)

종속변수
골다공증 유

골다공증 무

(골감소증, 정상)

일반적 특성 요인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폐경이후 기간

흡연

음주

커피 섭취 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식생활 형편

수면

칼슘섭취량

건강상태 요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우울증

갑상선 장애

B형 간염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비타민 D

출산 요인
초경 연령

출산 연령

임신 횟수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제 복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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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따라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국단위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서 2007년 7월부터는 연 200개 조사

구를 선정하여 연중조사체계로 운영함으로서 국민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

성이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제4기 2차년도(2008), 제4기 3차년도(2009)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제4기 3차년도(2009) 원

시자료를 이용하였으나, 골밀도 검사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총

308개 조사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0).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8년과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인 폐경여성에서 자궁 절제술, 결측

치 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그 중 자연 폐경을 한 여성 2,827명을 대상으로 골

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2,04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5세

미만인 폐경여성에서 골다공증 179명, 정상 144명과 45세 이상 인 폐경여성에

서 골다공증 635명, 정상 1,092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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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2차년도

표본 집단

제4기 3차년도

표본 집단

2008년도 12,528명 2009년도 12,722명
    

    

   

여 성
N=11,064

자궁절제술, 위암,

대장암 제외

N=460

자연 폐경여성

N= 2,827

골다공증 검사한

총 폐경 여성

N=2,043

조기폐경 (45세 미만)

(N=316)

비조기폐경 (45세 이상)

(N=1,727)
l 정상: N=22 l 정상: N=238
l 골감소증: N=122 l 골감소증: N=854
l 골다공증: N=172 l 골다공증: N=635

그림 2.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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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골다공증

골밀도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부위는 요추(ward), 대퇴골 경부(femoral

neck), 대퇴골 전체(total femur)이다. 측정결과는 골밀도와 T-score으로 나타내

었고, T-score는 ‘(골밀도-최대골밀도 연령군의 골밀도 평균)/최대골밀도 연령

군의 골밀도 표준 편차’이다.

골다공증 진단은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에 따라 대퇴골전체, 대퇴골경

부, 요추 세 곳의 골밀도 중 낮은 부위를 택하여 T-socre≥-1.0 이면 정상,

-2.5<T-score<-1.0이면 골감소증(osteopenia), T-score≤-2.5 이면 골다공증

(osteoporosis)으로 하였다(Kanis, 1994).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고 조사원 교육, 결과의 판독 및

현장정도관리를 시행하여 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질병관

리본부, 2009).

나. 조기폐경

조기폐경의 정의나 표준화된 진단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

통 임상적인 임의적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kkelsen 등

(2007)의 연구 기준에 근거하여 45세 미만을 조기폐경으로 정의하였다. 자연적

인 일차성 폐경을 조기폐경(45세 미만 폐경, premature menopause)과 비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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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45세 이후 폐경, natural menopause)으로 분류하였고, 자궁절제술에 의한

폐경을 제외한 조기폐경군 과 비조기폐경군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 일반적 변수

일반적 변수요인으로 (만)나이, 소득사분위수(개인), 교육수준, 결혼 상태, 폐

경이후 기간, 흡연, 음주, 커피 섭취 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식생활 형편, 수

면, 칼슘섭취량을 포함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

분하였고, 소득수준은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동거,

별거,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분하였으며, 폐경이후 기간은 5년 미만, 10년 미

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여자 고위험음주

빈도로 비음주, 음주로 분류하였다. 커피 섭취 빈도는 거의 안 마심, 6∼11회/

년, 1∼3회/달, 1∼6회/주, 1∼3회/일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

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식생활 형편은 나쁨, 보

통, 좋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스트레스 인지는 매우 많이, 많이, 조금, 거의 없

음으로 분류하였다. 수면은 ∼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칼슘 섭취량은 500mg미만, 500≤Ca<1,000mg, 1,000mg≤Ca<1,500mg,

1,500mg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라. 건강상태

건강상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우울증, 갑상선 장애, B형간염,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중 비타민D를 포함하였다.

고혈압은 유, 무로 구분하였으며 당뇨병은 정상, 공복혈당 장애, 당뇨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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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비만은 저체중(BMI<18.5kg/㎡), 정상(18.5kg/㎡≤BMI<23kg/㎡),

과체중(23kg/㎡≤BMI<27.5kg/㎡), 비만(27.5kg/㎡≤BMI)으로 구분하였으며,

우울증, 갑상선장애, B형 간염 등은 유, 무로 분류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200mg/dl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HDL 콜레

스테롤은 37mg/dl 미만, 37∼58mg/dl, 59mg/dl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공복혈당은 100mg/dl 미만, 100∼125mg/dl, 126∼140mg/dl, 141mg/dl 이상

으로 구분하였으며, 혈중 비타민 D는 30ng/mL 미만, 30ng/mL 이상으로 분류

하였다.

마. 출산 관련 변수

출산 관련 변수는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 항목에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여 초

경연령은 16세 미만, 16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임신횟수는 1회, 2∼3회, 4

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출산 연령은 ∼20세, 21∼24세, 25∼29세, 30세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경구피임약과 여성호르몬제 복용은 유, 무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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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SAS 9.2 version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출산 요인별 양상에 대해서 폐경여성만을 대상으로 45세 미만

과 45세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구하고, 연속 변수

는 t-test 와 범주형 변수는 X2–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정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독립변수에 따른 조기폐경군의 오즈비 분석은 Model I, II, III 으

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Model I은 종속변수인 나이를 보정하였다. Model II

는 일반적, 건강상태 요인이 골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변수를 보정하였

다. Model III는 일반적, 건강상태, 출산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임신횟수,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 복용 변수를 보정하였다.

다변량 분석결과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여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정은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지침서(2011.3)’에 따라 PROC

SURVEY 프로시저를 사용하였고, 각 요인별 연계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

하였다(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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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골다공증 현황

2008년,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자궁절제술, 결측치, 위암, 대장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총 자

연 폐경 여성 2,827명을 선별하여 골다공증을 검사한 2,043명 폐경 여성을 자

연적인 일차성 폐경을 가진 조기폐경(45세 미만)과 비조기폐경(4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총 2,043명 중 조기폐경은 모두 316명이였다. 조기

폐경 여성 중 골다공증 유병자는 172명(54.4%), 비유병자인 골감소증 122명

(38.6%), 정상은 22명(7.0%)이였다. 비조기폐경 총 1,727명 중 골다공증 유병

자는 635명(36.8%), 비유병자인 골감소증은 854명(49.5%), 정상은 238명

(13.8%) 이었으며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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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폐경여성의 특성

2-1. 전체 폐경여성의 일반적 특성

골다공증을 검사한 전체폐경여성의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폐경 나이의 경우 45∼49세 사이가 골다공증군 46.0%, 대조군 45.6%로

많았으며, 이러한 연령별 분포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

준은 중졸 이하가 골다공증군 89.2%, 대조군 76.9%로 많았다.

전체 대상자 중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 되어 있는 일반특성은 폐경나이,

교육 수준, 폐경이후 기간, 흡연, 음주, 커피, 주관적 건강, 수면시간, 칼슘 섭

취량 이였다. 골다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현재 연령이 높고, 폐경나이가 적었

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폐경이후 기간이 길고, 현재·과거 흡연자가 많고, 음주

자가 적었다. 골다공증군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이 낮았으며, 커피를

적게 마시고, 칼슘 섭취량도 적었다.



- 20 -

전체 폐경기 여성(N=2,043)

골다공증군(N=807)

N(%)

대조군(N=1,236)

N(%)
P-value

현재 만 나이(세) 0.1252

35∼49 10(2.2) 90(9.5)

50∼64 226(30.9) 786(68.0)

65∼ 571(66.9) 358(22.5)

폐경 나이(세) <.0001

∼34 5(0.6) 8(0.8)

35∼44 167(19.8) 136(10.5)

45∼49 384(46.0) 552(45.6)

50∼ 251(33.6) 538(43.1)

소득사분위수 0.6989

하 211(26.7) 261(21.4)

중하 198(25.0) 310(24.5)

중상 198(25.0) 316(27.1)

상 182(23.3) 328(27.0)

교육수준 <.0001

중졸 이하 735(89.2) 948(76.9)

고졸 52(8.3) 213(17.3)

대졸이상 16(2.5) 71(5.8)

결혼상태 0.2140

유배우자(동거) 423(52.4) 883(71.8)

유배우자(별거) 11(1.4) 21(1.7)

사별 350(43.3) 293(23.8)

이혼 22(2.7) 29(2.4)

미혼 1(0.2) 4(0.3)

폐경이후기간(년) <.0001

∼4 48(8.4) 352(34.1)

5∼9 72(10.7) 263(22.8)

10∼ 687(80.9) 619(43.1)

흡연 <.0001

현재흡연 46(5.7) 41(3.3)

과거흡연 47(5.8) 39(3.2)

비흡연 712(88.5) 1,152(93.5)

음주 0.0007

무 380(44.4) 380(29.1)

유 424(55.6) 851(70.9)

표 1. 전체 폐경여성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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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폐경기 여성(N=2,043)

골다공증군(N=807)

N(%)

대조군(N=1,236)

N(%)
P-value

커피 섭취 빈도 <.0001

거의 안 마심 213(28.2) 227(17.4)

1년 6∼11회 24(2.1) 28(2.1)

한달 1∼3회 37(4.7) 56(4.7)

1주 1∼6회 138(17.1) 223(16.5)

하루 1∼3회 371(47.9) 685(59.3)

주관적 건강상태 0.0007

매우 좋음 25(4.7) 34(2.8)

좋음 206(39.5) 344(27.9)

보통 195(37.3) 374(30.4)

나쁨 92(18.2) 378(30.7)

매우 나쁨 4(0.3) 101(8.2)

식생활 형편 0.6853

나쁨 207(25.0) 447(36.4)

보통 457(57.6) 654(52.8)

좋음 142(17.4) 131(10.8)

스트레스 인지 0.0965

매우 많이 45(4.8) 86(7.4)

많이 179(23.0) 284(23.4)

조금 354(45.7) 633(51.8)

거의 없음 226(26.5) 228(17.4)

수면(시간) <.0001

∼6 399(49.8) 605(49.6)

7∼8 331(41.3) 543(44.1)

9∼ 71(8.9) 82(6.3)

칼슘 섭취량(mg) <.0001

<500 654(79.9) 870(69.0)

500≤Ca<1,000 125(16.2) 312(26.8)

1,000≤Ca<1,500 23(3.2) 42(3.4)

≥1,500 4(0.7) 10(0.8)

표 1. 전체 폐경여성의 일반적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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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체 폐경여성의 건강상태 요인

골다공증을 검사한 전체 폐경여성의 건강상태 요인은 표 2와 같다. 전체 대

상자 중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잇는 건강상태 요인은 고혈압, 갑상선

장애, B형간염, 공복혈당, 비타민D였다. 골다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고혈압

유병이 높았으며, 갑상선 장애와 B형 간염의 유병은 낮았다. 혈중 비타민 D의

경우 30ng/dl 미만인 경우에 골다공증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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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폐경기 여성(N=2,043)
골다공증군(N=807)

N(%)

대조군(N=1,236)

N(%)
P-value

고혈압 439(53.5) 578(44.2) 0.0429

우울증 163(20.8) 289(23.4) 0.0992

갑상선장애 42(5.6) 96(7.9) <.0001

B형간염 6(0.8) 15(1.3) <.0001

당뇨병
*

0.7105

정상 462(63.9) 735(62.5)

공복혈당장애 144(19.9) 265(23.1)

당뇨병 117(16.2) 184(14.4)

비만† 0.3249

저체중 47(5.8) 11(1.2)

정상 349(43.2) 346(28.6)

과체중 347(43.0) 687(55.9)

비만 64(8.0) 192(14.3)

총콜레스테롤(mg/dl) 0.8652

<200 435(51.7) 646(52.2)

≥200 372(48.3) 588(47.8)

HDL 콜레스테롤(mg/dl)‡ 0.8578

∼36 126(16.0) 132(11.1)

37∼58 513(62.0) 825(64.5)

59∼ 168(22.0) 277(24.4)

공복혈당(mg/dl) 0.0008

∼99 553(68.5) 798(64.8)

100∼125 180(22.3) 327(26.4)

126∼140 29(3.6) 35(2.7)

141∼ 45(5.6) 74(6.1)

비타민D(ng/dl) 0.0023

<30 719(90.7) 1,112(90.1)

≥30 88(9.3) 122(9.9)

표 2. 전체 폐경여성의 건강상태요인

*당뇨병: 정상(100mg/dl 미만), 공복혈당장애(100∼125mg/dl), 당뇨병(126mg/dl 이상)

†비만: 저체중(BMI<18.5kg/㎡), 정상(18.5kg/㎡≤BMI<23kg/㎡),

과체중(23kg/㎡≤BMI<27.5kg/㎡), 비만(27.5≤kg/㎡)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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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폐경기 여성(N=2,043)

골다공증(N=807)

N(%)

대조군(N=1,236)

N(%)
P-value

초경연령(세) 0.0954

<16 279(34.6) 547(44.3)

≥16 528(65.4) 687(55.7)

임신횟수(회) <.0001

4+ 654(80.1) 840(64.3)

2∼3 134(18.0) 362(32.8)

1 17(1.9) 32(2.9)

출산연령(세) 0.7670

∼20 131(16.5) 93(6.7)

21∼24 462(56.3) 701(53.5)

25∼29 188(23.6) 371(33.6)

30∼ 26(3.6) 69(6.2)

경구피임약 복용(유) 152(19.7) 310(24.0) 0.0015

여성호르몬제 복용(유) 52(7.0) 240(20.0) <.0001

2-3. 전체 폐경여성의 출산요인

골다공증을 검사한 전체 폐경여성의 출산요인은 표 3과 같다. 골다공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출산요인은 임신횟수,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제

복용이었다. 골다공증은 대조군에 비해 임신회수가 4회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경구 피임약 복용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다.

표 3. 전체 폐경여성의 출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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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특성

3-1.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일반적 특성

자연폐경을 한 여성 2,827명을 대상으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일

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조기폐경인 경우 골다공증이 48.7%로 비

조기폐경에서의 65.7%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조기폐경군에서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60.9%로 비

조기폐경에서의 42.8%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38). 조기폐경의 중졸 이하는 86.4%로 비조기폐경의 78.1%에 비해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조기폐경군에서 폐경이후 기간

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87.7%로 비조기폐경 53.2%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조기폐경군의 현재흡연은 7.8%로 비조기폐경

4.9%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조기폐경군에서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8%로 비조기폐경의 66.7%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00). 커피 섭취 빈도에서는 조기폐경군은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 26.3%로 비조기폐경군 1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조기폐경군 여성은 비조기폐경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가 매우 많거나 거의 없는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9시간

이상인 경우, 칼슘섭취량이 500mg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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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N=441) 비조기폐경(N=2,386)
P-value

N(%) N(%)

골다공증 0.0928

무 172(51.3) 1,090(34.3)

유 144(48.7) 635(65.7)

현재 만 나이(세) 0.0038

35∼49 27(8.8) 103(4.4)

50∼64 107(30.3) 1,224(52.7)

65∼ 296(60.9) 994(42.8)

폐경 나이(세) 0.4554

∼34 18(4.6)

35∼44 412(95.4)

45∼49 1,281(54.3)

50∼ 1,040(45.7)

소득사분위수 0.1744

하 109(27.5) 550(22.9)

중하 130(27.8) 547(24.1)

중상 99(26.5) 570(25.3)

상 78(18.2) 590(27.7)

교육수준 <.0001

중졸 이하 386(86.4) 1,894(78.1)

고졸 33(10.1) 307(16.7)

대졸이상 10(3.5) 109(5.2)

결혼상태 0.0795

유배우자(동거) 217(52.4) 1,492(65.9)

유배우자(별거) 4(0.9) 42(2.1)

사별 194(43.1) 715(28.8)

이혼 13(3.2) 63(2.9)

미혼 2(0.4) 5(0.3)

폐경이후기간(년) <.0001

∼4 8(2.7) 523(28.2)

5∼9 30(9.6) 400(18.6)

10∼ 392(87.7) 1,398(53.2)

흡연 <.0001

현재흡연 28(7.8) 107(4.9)

과거흡연 26(6.4) 94(4.4)

비흡연 376(85.8) 2,118(90.7)

음주 0.0500

무 178(39.2) 820(33.3)

유 251(60.8) 1,496(66.7)

표 4.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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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N=441)

N(%)

비조기폐경(N=2,386)

N(%)
P-value

커피 섭취 빈도 <.0001

거의 안 마심 109(26.3) 473(19.9)

1년 6∼11회 5(0.8) 60(2.1)

한달 1∼3회 27(6.5) 110(4.8)

1주 1∼6회 57(16.7) 399(16.8)

하루 1∼3회 197(49.7) 1,238(56.4)

주관적 건강상태 0.9115

매우 좋음 12(2.5) 65(3.0)

좋음 88(19.9) 669(29.2)

보통 115(29.4) 627(29.3)

나쁨 155(35.7) 756(31.0)

매우 나쁨 59(12.5) 195(7.5)

식생활 형편 0.0895

나쁨 116(26.9) 777(34.1)

보통 519(68.4) 1,476(63.5)

좋음 24(4.7) 68(2.4)

스트레스 인지 0.0198

매우 많이 32(8.8) 139(5.7)

많이 107(26.4) 510(22.6)

조금 166(36.9) 1,139(50.5)

거의 없음 124(27.9) 526(21.2)

수면(시간) <.0001

∼6 225(54.4) 1,139(50.6)

7∼8 159(34.6) 1,009(43.2)

9∼ 46(11.0) 160(6.2)

칼슘 섭취량(mg) <.0001

<500 361(80.5) 1,744(71.1)

500≤Ca<1,000 66(16.4) 541(24.2)

1,000≤Ca<1,500 12(2.6) 83(3.8)

≥1,500 2(0.5) 18(0.9)

표 4.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일반적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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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건강상태 요인

자연폐경을 한 여성 2,827명 대상으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건강상태

요인은 표 5와 같다. 고혈압 유병률은 조기폐경 54.7%로 비조기폐경 46.9%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증 유병률은 조기폐경

20.2%로 비조기폐경 23.4%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420). 갑상선 장애 유병률은 조기폐경 7.6%로 비조기폐경 6.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형 간염 유병률은 조기

폐경 0.5%로 비조기폐경 1.4%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

다(p<.0001). 비만은 조기폐경인 경우 과체중이 46.6%로 비조기폐경 52.2%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체중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234). 조기폐경군은 비조기폐경군에 비해 공복혈당이 99mg/dl 이하의 정

상수치인 경우가 적었고, 비타민D가 30ng/dl 이상인 경우도 적었으나 이는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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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N=441)

N(%)

비조기폐경(N=2,386)

N(%)
P-value

고혈압 240(54.7) 1,130(46.9) 0.2646

우울증 82(20.2) 549(23.4) 0.0420

갑상선장애 30(7.6) 146(6.5) 0.1765

B형간염 2(0.5) 31(1.4) <.0001

당뇨병
*

0.0647

정상 220(57.4) 1,354(63.0)

공복혈당장애 86(22.5) 466(22.3)

당뇨병 77(20.1) 326(14.7)

비만† 0.0234

저체중 13(3.4) 70(2.9)

정상 158(34.2) 751(32.4)

과체중 192(46.6) 1,191(52.2)

비만 68(15.8) 314(12.5)

총콜레스테롤(mg/dl) 0.3021

<200 230(53.4) 1,241(52.1)

≥200 200(46.6) 1,080(57.9)

HDL콜레스테롤(mg/dl)‡ 0.6290

∼36 81(20.0) 309(13.2)

37∼58 260(57.4) 1,518(63.7)

59∼ 89(22.6) 494(23.1)

공복혈당(mg/dl) 0.1636

∼99 269(59.6) 1,545(66.4)

100∼125 119(29.6) 565(24.6)

126∼140 18(4.9) 79(3.0)

141∼ 24(5.9) 132(6.0)

비타민D(ng/dl) 0.4090

<30 395(92.3) 2,118(91.3)

≥30 35(7.7) 203(8.7)

표 5.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건강상태요인

*당뇨병: 정상(100mg/dl 미만), 공복혈당장애(100∼125mg/dl), 당뇨병(126mg/dl 이상)

†비만: 저체중(BMI<18.5kg/㎡), 정상(18.5kg/㎡≤BMI<23kg/㎡),

과체중(23kg/㎡≤BMI<27.5kg/㎡), 비만(27.5≤kg/㎡)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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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N=441)

N(%)

비조기폐경(N=2,386)

N(%)
P-value

초경연령(세) 0.0048

<16 141(34.3) 951(43.4)

≥16 289(65.7) 1,370(56.6)

임신횟수(회) <.0001

4+ 337(77.5) 1,686(69.5)

2∼3 81(19.5) 580(27.9)

1 12(3.0) 55(2.6)

출산연령(세) 0.4784

∼20 80(19.1) 239(10.1)

21∼24 272(64.9) 1,536(66.0)

25∼29 63(15.0) 439(21.9)

30∼ 4(1.0) 34(2.0)

경구피임약 복용(유) 73(16.4) 523(22.4) <.0001

여성호르몬 복용(유) 40(11.4) 336(15.7) <.0001

3-3.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출산요인

자연폐경을 한 여성 2,827명 대상으로 분석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출

산요인은 표 6과 같다. 조기폐경군은 초경연령 16세 미만이 34.3%로 비조기폐

경군의 43.4%에 비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48). 조기폐경군

에서 임신횟수는 4회 이상이 77.5%로 비조기폐경 69.5%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였다(p<0001). 조기폐경군 여성은 비조기폐

경 여성에 비해 경구피임약 복용과 여성호르몬 복용이 유의하게 적었다.

표 6.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여성의 출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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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특성

4-1.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과 대조군 각각의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을 살

펴보면 표 7과 같다. 자연적으로 폐경된 2,827명 중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2,043명의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군 807명, 대조군 1,236명을 조기폐경

과 비조기폐경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골다공증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

의 일반적 특성은 교육수준, 음주,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이 골다공

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골다공증군에서 조기폐경은 비조기폐경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음주한

경험이 적었으며, 커피를 적게 마셨다. 그리고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로 수면

을 취했으며, 칼슘섭취량은 500mg 미만으로 적게 섭취하였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일반적 특성은 현재 나이, 폐경 나이,

폐경이후 기간,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이 골다공증과 유의하

게 관련이 있었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은 비조기폐경에 비해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의 여성이

비조기폐경군에 비해 많았고, 폐경이후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커피를 마

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한 경우가 적었고, 칼슘섭취량

은 500mg 미만으로 적게 섭취한 여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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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군(N=807) 대조군(N=1,236)

조기폐경

(N=172)

비조기폐경

(N=635)
P-value

조기폐경

(N=144)

비조기폐경

(N=1,092)
P-value

현재 만 나이(세) 0.1274 0.0007

35∼49 2(1.2) 8(2.3) 15(15.2) 75(8.8)

50∼64 24(14.0) 202(34.9) 63(51.9) 723(70.1)

65∼ 146(84.9) 425(62.8) 66(32.9) 292(21.1)

폐경 나이(세) 0.2130 0.0084

∼34 5(2.9) 0(0) 8(7.1) 0(0)

35∼44 167(97.1) 0(0) 136(92.9) 0(0)

45∼49 0(0) 384(57.8) 0(0) 552(51.4)

50∼ 0(0) 251(42.2) 0(0) 538(48.6)

소득사분위수 0.5824 0.6195

하 49(31.5) 162(24.5) 35(26.5) 226(20.9)

중하 49(27.0) 149(23.0) 44(25.3) 226(24.4)

중상 39(24.1) 159(25.1) 34(28.2) 282(26.9)

상 31(17.4) 155(27.4) 28(20.0) 300(27.8)

교육수준 <.0001 0.0128

중졸 이하 164(95.1) 571(87.7) 122(63.6) 826(72.1)

고졸 7(4.4) 45(9.3) 18(18.2) 195(22.1)

대졸이상 1(0.5) 15(3.0) 4(18.2) 67(5.8)

결혼상태 0.5258 0.7569

유배우자(동거) 72(39.0) 351(54.7) 94(65.3) 789(73.7)

유배우자(별거) 2(1.5) 9(1.9) 1(0.7) 20(2.0)

사별 96(57.5) 256(40.2) 45(31.3) 248(21.3)

이혼 4(2.0) 18(2.8) 3(2.0) 26(2.8)

미혼 0(0) 1(0.4) 1(0.7) 3(0.2)

폐경이후기간(년) 0.1646 <.0001

∼4 0(0) 48(10.5) 7(6.4) 345(37.6)

5∼9 3(2.4) 69(12.8) 16(15.8) 247(23.7)

10∼ 169(97.6) 518(76.7) 121(77.8) 498(38.7)

흡연 0.3031 <.0001

현재흡연 11(7.1) 35(5.5) 6(5.2) 35(3.6)

과거흡연 11(6.4) 36(5.7) 9(6.9) 36(3.0)

비흡연 150(86.5) 562(88.8) 129(87.9) 1,023(93.4)

음주 0.0207 0.2405

무 84(48.2) 296(43.4) 48(30.2) 332(28.9)

유 88(51.8) 336(56.6) 96(69.8) 755(71.1)

표 7.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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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군(N=807) 대조군(N=1,236)

조기폐경

(N=172)

비조기폐경

(N=635)
P-value

조기폐경

(N=144)

비조기폐경

(N=1,092)
P-value

커피 섭취 빈도 <.0001 <.0001

거의 안 마심 47(28.3) 166(28.0) 32(21.8) 195(16.8)

1년 6∼11회 2(1.2) 22(2.5) 1(0.8) 27(2.2)

한달 1∼3회 11(6.6) 26(4.0) 7(5.8) 49(4.5)

1주 1∼6회 34(20.5) 104(16.7) 32(18.8) 191(16.1)

하루 1∼3회 72(43.4) 299(48.8) 72(52.8) 613(60.4)

주관적 건강상태 0.3353 0.5531

매우 좋음 6(3.0) 19(3.5) 2(0.7) 32(3.2)

좋음 37(21.7) 169(27.9) 23(15.0) 321(29.8)

보통 45(25.8) 150(26.6) 45(38.3) 329(30.8)

나쁨 59(33.1) 255(33.0) 53(35.8) 325(29.8)

매우 나쁨 25(16.4) 67(9.0) 21(10.2) 80(6.4)

식생활 형편 0.0590 0.1750

나쁨 40(23.4) 167(25.4) 44(30.9) 403(37.1)

보통 95(55.5) 362(58.2) 83(57.4) 571(52.2)

좋음 37(21.1) 105(16.4) 17(11.7) 114(10.7)

스트레스 인지 0.0897 0.4890

매우 많이 14(8.1) 31(3.8) 11(9.7) 75(7.2)

많이 46(26.8) 133(21.2) 33(22.0) 251(23.5)

조금 58(33.7) 296(49.7) 67(45.9) 566(52.6)

거의 없음 54(31.4) 172(25.3) 33(22.4) 195(16.7)

수면(시간) <.0001 0.0125

∼6 93(55.8) 306(49.1) 70(48.6) 535(49.5)

7∼8 58(33.8) 273(43.6) 59(41.0) 484(44.9)

9∼ 20(10.4) 51(7.3) 15(10.4) 67(5.6)

칼슘 섭취량(mg) <.0001 <.0001

<500 145(83.5) 509(79.0) 112(76.3) 758(68.1)

500≤Ca<1,000 21(12.4) 104(17.2) 28(21.2) 284(27.5)

1,000≤Ca<1,500 4(2.7) 19(3.3) 4(2.5) 38(3.5)

≥1,500 2(1.4) 2(0.5) 0(0) 10(0.9)

표 7.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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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요인

건강 상태 요인에 따른 골다공증과 대조군 각각의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골다공증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건강상태요

인은 B형간염, 공복 혈당이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골다공증군

에서 조기폐경이 비조기폐경에 비해 공복 혈당이 99mg/dl 이하인 경우가 적

었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건강상태요인은 갑상선장애, B형간염

이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이 비조기폐경에

비해 갑상선 장애가 높았으며, B형 간염 유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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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군 (N=807) 대조군 (N=1,236)

조기폐경

(N=172)

비조기폐경

(N=635)
P-value

조기폐경

(N=144)

비조기폐경

(N=1,092)
P-value

고혈압 106(65.1) 333(50.6) 0.2941 66(42.2) 512(44.5) 0.9977

우울증 34(18.9) 129(21.2) 0.9129 29(23.9) 260(23.3) 0.3829

갑상선장애 9(5.6) 33(5.6) 0.9113 16(11.4) 80(7.5) 0.0014

B형간염 1(0.5) 5(0.9) 0.0192 1(0.8) 14(1.3) <.0001

당뇨병* 0.2057 0.2176

정상 86(54.3) 376(64.7) 80(58.7) 655(63.0)

공복혈당장애 34(24.2) 110(19.5) 32(22.2) 233(23.2)

당뇨병 31(21.5) 86(15.8) 28(19.1) 156(13.8)

비만† 0.3751 0.2055

저체중 8(4.3) 39(6.1) 1(2.5) 10(1.1)

정상 81(40.9) 268(42.2) 36(24.4) 310(29.1)

과체중 74(47.5) 273(43.0) 69(49.0) 618(56.8)

비만 9(7.3) 55(8.7) 38(24.1) 154(13.0)

총콜레스테롤(mg/dl) 0.4731 0.4812

<200 92(53.8) 343(51.1) 71(47.9) 575(52.7)

≥200 80(46.2) 292(48.9) 73(52.1) 515(47.3)

HDL 콜레스테롤

(mg/dl)‡
0.9095 0.9111

∼36 32(22.4) 94(14.4) 21(15.4) 111(10.5)

37∼58 106(59.6) 407(62.6) 88(54.4) 737(65.8)

59∼ 34(18.0) 134(23.0) 35(30.2) 242(23.7)

공복혈당(mg/dl) <.0001 0.1351

∼99 112(61.6) 456(70.9) 91(63.9) 746(68.6)

100∼125 41(25.4) 124(20.1) 42(27.7) 246(22.6)

126∼140 7(4.8) 22(3.4) 6(4.7) 29(2.4)

141∼ 12(8.2) 33(5.6) 5(3.7) 69(6.4)

비타민D(ng/dl) 0.3655 0.4752

<30 156(92.0) 563(90.3) 130(90.3) 982(90.1)

≥30 16(8.0) 72(9.7) 14(9.7) 108(9.9)

표 8.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요인 N(%)

*당뇨병: 정상(100mg/dl 미만), 공복혈당장애(100∼125mg/dl), 당뇨병(126mg/dl 이상)

†비만: 저체중(BMI<18.5kg/㎡), 정상(18.5kg/㎡≤BMI<23kg/㎡),

과체중(23kg/㎡≤BMI<27.5kg/㎡), 비만(27.5≤kg/㎡)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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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N=807) 대조군(N=1,236)

조기폐경

(N=172)

비조기폐경

(N=635)
P-value

조기폐경

(N=144)

비조기폐경

(N=1,092)
P-value

초경연령(세) 0.0963 0.2032

<16 52(30.2) 371(58.4) 55(52.4) 492(45.1)

≥16 120(69.8) 264(41.6) 50(47.6) 598(54.9)

임신횟수(회) <.0001 <.0001

4+ 142(84.8) 512(80.8) 110(73.1) 730(67.0)

2∼3 26(13.8) 108(17.0) 32(25.1) 330(30.2)

1 3(1.4) 14(2.2) 2(1.8) 30(2.8)

출산연령(세) 0.9932 0.9924

∼20 42(24.4) 89(12.0) 15(9.5) 78(6.3)

21∼24 92(53.5) 370(56.5) 94(58.3) 607(52.9)

25∼29 32(18.6) 156(25.1) 30(28.6) 341(33.7)

30∼ 6(3.5) 20(6.4) 5(3.6) 44(7.1)

경구피임약

복용(유)
28(16.1) 124(20.6) 0.2739 30(18.9) 280(24.7) 0.2927

여성호르몬

복용(유)
8(5.1) 44(7.8) <.0001 23(19.7) 217(20.4) <.0001

4-3.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출산

출산 요인에 따른 골다공증과 대조군 각각의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을 살펴

보면 표 9와 같다. 골다공증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출산요인은 임신

횟수, 출산 연령이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골다공증군에서 조기

폐경이 비조기폐경에 비해 임신 횟수 4회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호르

몬 복용 경험이 유의하게 적었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과 비조기폐경의 출산요인은 임신 횟수, 출산 연령이

골다공증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대조군에서 조기폐경이 비조기폐경에 비

해 임신 횟수 4회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호르몬 복용 경험이 적었다.

표 9.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의 조기폐경여부에 따른 출산요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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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P-value

조기폐경 (N=316) <.0001

현재 나이 35∼49세 5(29.4) 10(58.8) 2(11.8)

50∼64세 13(15.9) 46(56.1) 23(28.0)

65세 이상 4(1.8) 66(30.4) 147(67.8)

비조기폐경 (N=1,727) <.0001

현재 나이 35∼49세 32(38.6) 43(51.8) 8(9.6)

50∼64세 182(20.9) 506(58.0) 184(21.1)

65세 이상 24(3.1) 305(39.5) 443(57.4)

5. 현재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폐경여성의 현재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양상을 살

펴보면 표 10과 같다.

조기폐경 여성에서 현재 나이 35∼49세 사이는 정상 29.4%, 골감소증

58.8%, 골다공증 11.8%였으며, 50∼64세 사이는 정상 15.9%, 골감소증 56.1%,

골다공증 28.0% 이며, 65세 이상은 정상 1.8%, 골감소증 30.4%, 골다공증

67.8%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다공증의 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비조기폐경 여성에서 현재 나이 35∼49세 사이는 정상 38.6%, 골감소증

51.8%, 골다공증 9.6%였으며, 50∼64세 사이는 정상 20.9%, 골감소증 58.0%,

골다공증 21.1%였으며, 65세 이상은 정상 3.1%, 골감소증 39.5%, 골다공증

57.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다공증의 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표 10. 현재 나이에 따른 폐경여성의 골다공증 양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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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폐경 여부와 골다공증 관련 요인 분석

대상자의 단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하여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 조기폐경이 골다공증의 독립적 관련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Model I, Model II, Model III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11과 같다.

Model I에서 나이만을 보정한 후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오즈비는 비조기

폐경에 비해 조기폐경에서 1.38(95% CI 1.02-1.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으며(p<0.05), 나이 역시 OR 1.13(95% CI 1.12-1.15)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Model II 는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

혈당 변수를 보정하였다. 보정된 골다공증의 오즈비는 비조기폐경에 비해 조

기폐경의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1.33(95% CI 0.96-1.83)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며, 나이는 1.13(95% CI 1.11-1.15)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의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1.15(95% CI 0.55-2.39)였다. 비흡연자에 비해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과거

흡연자는 1.84(95% CI 0.97-3.48), 현재흡연자는 1.29(95% CI 0.75-2.24)로 높

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커피 섭취 빈도는 ‘거의 안 마심’에 비해 ‘하루 1∼3

회’가 0.73(95% CI 0.34-1.44)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수면시간은 9∼12시간에 비해 7∼8시간의

오즈비가 1.34(95% CI 0.79∼2.27), 7시간 이하 1.10(95% CI 0.64-1.86)로 골

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슘섭

취량은 1,500mg 이상에 비해 500mg이하 섭취군의 오즈비가 1.25(95% CI

0.29-5.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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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5mg/dl인 군에서 0.66(95% CI 0.49-0.88)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126∼140mg/dl군은 1.11(95% CI 0.56-2.26), 141mg/dl 이상 군은

0.72(95% CI 0.44-1.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III은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

혈당, 임신횟수,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 복용 변수를 보정하였다. 보정

후, 비조기폐경에 비해 조기폐경의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1.33(95% CI

0.96-1.84)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이는 1.13(95% CI 1.10-1.15)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

1.09(95% CI 0.53-2.23)였다. 비흡연자에 비해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과거

흡연자는 1.91(95% CI 1.00-3.63)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현재 흡연자는

1.23(95% CI 1.00-3.6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커피 섭취 빈도는 ‘거의 안 마

심’에 비해 ‘하루 1∼3회’가 0.70(95% CI 0.50-0.97)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

비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수면시간은 9∼12시간

에 비해 7∼8시간 1.33(95% CI 0.78-2.26), 7시간 이하 1.10(95% CI 0.64-1.87)

로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

슘섭취량은 1,500mg 이상에 비해 500mg이하 섭취군의 오즈비가 1.10(95% CI

0.22-5.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하에 비

해 101∼125mg/dl인 군에서 0.66(95% CI 0.50-0.88)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p<0.05). 임신횟수는 4회 이상에 비해 1회 1.15(95% CI 0.53-2.50), 2∼3회

1.10(95% CI 0.76-1.46)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

았다. 경구피임약 복용은 복용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0.99(95% CI

0.74-1.31)였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호르몬 복용은 복용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가 1.74(95% CI 1.16-2.62)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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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모형I 모형II 모형III
조기폐경

무 1.0 1.0 1.0

유 1.38(1.02-1.85)* 1.33(0.96-1.83) 1.33(0.96-1.84)

나이 (세) 1.13(1.12-1.15)*** 1.13(1.11-1.15)*** 1.13(1.10-1.14)***

교육수준

대졸이상 1.0 1.0

고졸 0.84(0.39-1.80) 0.81(0.39-1.71)

중졸이하 1.15(0.55-2.39) 1.09(0.53-2.23)

흡연

비흡연 1.0 1.0

과거흡연 1.84(0.97-3.48) 1.91(1.00-3.63)*

현재흡연 1.29(0.75-2.24) 1.23(1.00-3.63)

커피 섭취 빈도

거의 안 마심 1.0 1.0

1년 6∼11회 0.69(0.49-0.97) 0.70(0.33-1.47)

한달 1∼3회 0.76(0.51-1.11) 0.82(0.44-1.53)

1주 1∼6회 0.81(0.44-1.49) 0.77(0.52-1.14)

하루 1∼3회 0.73(0.34-1.44) 0.70(0.50-0.97)*

수면 (시간)

9∼ 1.0 1.0

7∼8 1.34(0.79-2.27) 1.33(0.78-2.26)

∼6 1.10(0.64-1.86) 1.10(0.64-1.87)

칼슘 섭취량(mg)

≥1,500 1.0 1.0

1,000≤Ca<1,500 1.20(0.24-6.10) 1.03(0.18-6.07)

500≤Ca<1,000 0.96(0.22-4.21) 0.86(0.17-4.49)

<500 1.25(0.29-5.44) 1.10(0.22-5.63)

공복혈당(mg/dl)

∼99 1.0 1.0

100∼125 0.66(0.49-0.88)* 0.66(0.50-0.88)*

126∼140 1.11(0.56-2.26) 1.12(0.55-2.81)

141∼ 0.72(0.44-1.14) 0.72(0.45-1.15)

임신횟수(회)

4+ 1.0

2∼3 1.10(0.76-1.46)

1 1.15(0.53-2.50)

경구 피임약 복용

유 1.0

무 0.99(0.74-1.31)

여성호르몬 복용

유 1.0

무 1.74(1.16-2.62)*

표 11. 조기폐경 여부와 골다공증 관련 요인 오즈비 분석 (N=2,043)

모형I: 나이 변수 보정
모형II: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변수 보정
모형III: 나이,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임신횟수, 경구 피임약 복용, 여성
호르몬 복용 변수 보정 *p<0.05, **p<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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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4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조기폐경은 골다공증과 관련성이 있었으나(OR

1.38, 95% CI 1.02-1.85), 교육수준, 흡연, 커피 섭취 빈도, 수면, 칼슘섭취량,

공복혈당, 임신횟수, 경구 피임약 복용, 여성호르몬 복용 등을 통제한 후 이러

한 관련성은 사라졌다.

조기폐경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나 조기폐경 후 골

밀도 감소속도가 정상폐경과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Seeman 등(1998)은 폐경연령을 50세 미만 군과 50세 이상 군으로 나누어 연

령과 체질량지수가 유사한 두 군 사이에 요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비교하여 폐

경연령에 따른 골밀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조기폐경후의 골밀도 감소속

도가 정상폐경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조기폐경군 57.7세, 후기폐경군 59.4세였다. 한편, Donna 등(1993)은 폐경연령

을 48세 미만 군과 48세 이상 군으로 나누어 요추, 요골, 대퇴골 골밀도를 비

교하여 48세 미만 군에서 골밀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고, 골밀도 감소

속도도 조기폐경군에서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조기폐경군 75.8세, 후기폐경군 75.1세였다. Pouilles 등(1994)도 폐경 연

령 40세 미만 군과 45세이상 55세 미만 군으로 나누어 요추의 골밀도를 비교

하여 폐경연령 40세 미만 군에서 골밀도가 낮음을 보고하였고, 폐경 후 기간

에 따라 분류하여 골밀도를 비교한 결과 조기폐경군에서 골밀도 감소속도가

빠른 것을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5.7세와 56.6세였다. 이에

반하여 Luisetto 등(1995)은 폐경연령 43세 이하 군과 50세 이상 군으로 나누

어 연령별로 상완의 골밀도를 비교한 결과 50대에서는 폐경 연령 43세 이하

군에서 골밀도가 낮으며 60대에서는 차이가 없고 70대에서는 폐경연령 50세

이상 군에서 골밀도가 낮음을 보고하여 폐경연령 50세 이상 군에서 오히려 폐



- 42 -

경 후 골밀도 감소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보고

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연구자마다 폐경연령에 따른 분류가 다르고 연구 대

상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Seeman 등(1998)과

Pouillse 등(1994)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비슷해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

은 폐경연령에 따른 분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기폐경을 일으키는 병리기전은 현재까지 유전적 이상(choromosomal

abnormality), 물리적 요인(physical agents), 바이러스 질환(viral disease), 자

가면역(autoimmune)기전 등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자가면역에 의한 병리기전이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는 조기폐경은 18∼30%에서 갑상선질환 및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의 자가면역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de

Morales-Rouhsem 등, 1972; Vasquez 등, 1973; Williamson 등, 1970). 또한

혈청 bone alkaline phosphatase, osteocalcin 등의 골형성 표지자와 소변

calcium deoxypyridinoline, type 1 collagen N-telopeptide 등의 골흡수 표지자

는 폐경 후에 폐경 전보다 의미있게 증가하고, 에스트로겐 투여 후 다시 감소

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Price 등, 1980; Lian 등, 1988; Uebelhart 등, 1990;

Peter 등, 1996).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의 주요 관련기전으로는 급격한 골량 감

소로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하여 에스트로겐의 골흡수 억제작용이 없어지

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의 폐경기간이 지나면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골밀도

감소보다는 연령 증가 그 자체가 더욱 중요인 요인이 된다(Nilas 등, 1988).

이 연구에서는 2008년,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자연 폐

경된 여성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여성을 폐경연령에 따라 폐경연령에 따

라 45세 미만 316명을 조기폐경군으로 하고 45세 이상 1,727명을 비조기폐경

군으로 분류하여 골다공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

다. 45세 미만 골다공증 유병률은 54.4%, 45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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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권재희(2000)는 41∼83세는 폐경여성 1,508명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조사

한 결과 골다공증이 14.7%라고 하였고, 임수 등(2003)은 농촌지역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이 12%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유병률

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45세 미만의 조기폐경이 앞으로의 골 건강에 문제

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승필 등(1996)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연령

이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나이가 증가

할수록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무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골다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명숙 등(2007)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골밀도

가 높은 경향을 나타났으며 종골의 골다공증의 교차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요추, 척추 부위를 대상으로 골다공증을 판별하였으

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lemenda 등(1989)은 여성 흡연자에서 폐경시 더 낮은 골량을 가지며,

Krall 등(1991)은 척수 골절을 가진 여성에 흡연여성이 더 많다고 보고 되었는

데 이러한 작용은 에스트로겐의 간대사 증가, 혈중 비타민D 감소, 칼슘의 장

흡수가 감소 등에 기인된다고 추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보다 과거

흡연력을 가진 폐경여성이 위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승정자(2001)에서 수면은 1일 평균 7.2시간이 골다공증군에서 유의적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7시간 이하의 수면이 9∼12시간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젊은 여성에서 중간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면 적게

혹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노인여성에서는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낮을 때 골밀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Massy, 1995). 본 연구에서는 커피 섭

취 빈도가 안 마신 것에 비해 하루 1∼3회 정도가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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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칼슘섭취는 피질골의 소실을 방지 하는

데 도움을 주며(변영순 등 1997), 1일 1,000∼1,500mg의 칼슘섭취가 요구된다.

이는 신체내 칼슘의 99%가 골에 저장되며, 식이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 할 때

골에 저장되었던 칼슘을 활용하게 되어 골밀도를 저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eid, 1996). 본 연구에서 칼슘 섭취량 500mg이하가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높

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Barrett 등(1996)은 중년 여성에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요골 및 척추의 골밀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Stolk 등(1996)은 체질량지수와 허리/엉덩이 비

율이 증가할수록 고공복혈당증, 고인슐린혈증은 높은 골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1∼125mg/dl 이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낮추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김태임 등(2008)은 출산력에 따라 골밀도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골다공증군이 출산횟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횟수가 4회

이상에 비해, 1회가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경구피임약 복용과 여성 호르몬제의 복용이 골밀도 감소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구 피임력을 가진 폐경기 여

성이 많지 않았고 경구 피임력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피임력

의 유무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과 골다공증의 위험도의 관계를 명

확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연구라는 점으로 독립변수와 골다공증 유무와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단면조사연구로서 설문조사의 경

우 최근의 기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보장하

기 어려워 원인결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폐경시점이 조사시점 보

다 시간적으로 앞서므로, 그 간격이 큰 경우 혼란변수들의 상태가 폐경시점과

현 조사시점 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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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상적 데이터가 아닌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로 보건 분야에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경이 늘어날수록

폐경의 증상과 여러 질환들이 동반되며,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빈도와 이에 따른 의료비를 생각 할 때 예방

및 관리가 가장 바람직한 치료이다. 추후 조기폐경과 골다공증에 대한 전향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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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women with premature

menopause show greater risk of death compared to women without it.

However, original report, which sugg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ature menopause and osteoporosis, did not have any significa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evaluated the relevant factors between

women with premature menopause and osteoporosis from a pool of women

diagnosed with menopause.

Method: In 2008 and 200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43 of menopause women with bone mineral density test for

osteoporosis in 2,827 of neutral menopause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age when the menses had stopped: premature

menopause(under 45 years), natural menopause(over 45 years). Premature

menopause group and neutral menopause group were analyzed by using

SAS(version 9.2) statistics programs, X²-tes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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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enopause women were 172 middle aged women

diagnosed with premature menopause and osteoporosis, 144 middle aged

women with only premature menopause, 635 women diagnosed with

menopause and osteoporosis and 1,092 with only menopause. The following

example indicates the different factors tha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osteoporosis: age of menopause, educational level, duration after diagnosed

with menopause, smoking status, intake of alcohol, hours of sleep, intake of

calcium supplement, intake of coffee, level of blood glucose, prevalence of

Hepatitis B, number of pregnancies and taken of female hormone pills. On

the other hand, factors related with premature menopause are their early

education, duration after diagnosed with menopause, smoking status, intake

of coffee, hours of sleep, intake of calcium supplement, prevalence of

Hepatitis B, number of pregnancies and taken of female hormone pills.

After adjustment for only age, premature menopause was associated with

osteoporosis (Odds Ratio, OR 1.38,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1.85).

After adjustment for age, level of education, smoking status, intake of

coffee, hours of sleep, intake of calcium supplement and level of blood

glucose, premature menopause was not correlated with osteoporosis

compared to natural menopause(OR 1.33, 95% CI 0.96-1.83). The level of

blood glucose of 101∼125mg/dl had OR of 0.66(OR 95% CI 0.49-0.88)

compared to of under 100mg/dl(p<0.05). After adjustment for age, level of

education, smoking status, intake of coffee, hours of sleep, intake of

calcium supplement, level of blood glucose, number of pregnancies, taken of

contraceptive and female hormone pills, premature menopause statistically

was not correlated of osteoporosis. OR of smoking status was associated

with osteoporosis 1.91(95% CI 1.00-3.63). Those who drink coffee 1-3/days

was associated with osteoporosis 0.70(95% CI 0.50-0.97) compared to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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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o not consume coffee. The level of blood glucose of 101∼125mg/dl

had OR of 0.66(95% CI 0.50-0.88) compared to of under 100mg/dl(p<0.05).

OR of taken female hormone pills was associated with osteoporosis

1.74(95% CI 1.16-2.62) more than those who did not taken female hormone

pills in osteoporosis group(p<0.05).

Conclusion: Practicing healthy living can prevent factors related to

premature menopause.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mature

menopause and osteoporosis can further prevent if greater investig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Key words: Premature Menopause, Osteoporosis, Risk Factor, Smoke, Female

Hormone, Cof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