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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teoporosis is a major health problem that can lead to morta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separately and to assess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osteope-

nia/osteoporosis in Korean men aged 50 years and over. A total of 1,136 subjects were analyzed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1 by us-

ing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windows ver. 23.0). The prevalence rates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were 46.3% and 7.3%, respectively, and the mean ages of both osteopenia and osteoporosis risk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 The mean values for lifetime tallest height and bone min-

eral density in whole body, total femur,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risk 

group(osteopenia/osteoporosis) than in the normal group, whereas the mean values for height, body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alkaline phosphatase, parathyroid hormone, fasting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of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 

intakes of energy and carbohyd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isk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being underweight and having hypercholesterolemia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prevalence of osteopenia/osteoporosis, whereas health habits such as smoking and 

exercise, chronic diseases such as obesity and hypertension, and nutrient intakes were not. These findings sug-

gest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to examine osteopenia/osteoporosis risk factors and outcomes specificly fo-

cused on Korea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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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4년에 남자 79.0년, 여

자 85.5년으로 1970년의 남자 58.7년, 여자 65.6년에 

비해 44년 만에 20년 정도 연장되었다(The Statistics 

Korea 2015). 이와 같은 기대수명 증가로 노화와 함

께 진행되는 골다공증 등의 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Jung 등 2006; Gates & Das 2011).

골다공증(osteoporosis)은 뼈의 생성이 감소되거나 

뼈의 분해가 증가되어 단위 용적 당 골질량이 감소

하는 질환이며, 골감소증(osteopenia)은 정상적인 뼈

의 분해에 비해 생성이 부족하여 골질량이 다소 감

소하는 질환으로 골다공증으로 변화할 수 있다(Choi 

등 2011). 골다공증은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으며(Korpi-Steiner 등 2014), 골절이 되

는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건강에 큰 문제

가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폐경 이후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여성과 달

리 남성의 골밀도는 20∼24세의 최대 골밀도를 지난 

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Gates & Das 2011; Kim 

등 2014). 또한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여성질환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남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Kaufman 등 2014; Korpi-Steiner 2014).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젊은 시

절에는 골절 빈도가 높다가 55세 이후에는 골절 빈

도가 낮아지는데, 55세 이후 남성의 골절 빈도가 여

성에 비해 낮은 것은 최대 골질량이 많기 때문이다

(Laurent 등 2013). 골절 빈도는 낮아도 골절과 관련

된 사망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여 골반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여성은 17%인 반면 남성은 

31%로 2배 가까이 보고되고 있다(Campion & Maricic 

200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남성의 골밀도가 

몇 년 사이에 더 낮아져(Choi 등 2014a) 남성의 골

다공증 및 골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폐경 후 여성에서의 골밀도는 에스트로겐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골다공증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등 신체적 특성, 혈압,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혈액특성, 칼슘 등의 영양섭취 요인, 운동량 등

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Barengolts 등 

1998; Iwamoto 등 2001; The Study Group of Menopause 

2008; Bolton 등 2012; Koo 2013; Mun 등 2013; Lim 

등 2015).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남성의 골다공증에 대

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남성의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Jin 등 2009; Kim 등 2011; Lee & Lee 2011; Choi 

등 2014a). 남성의 골다공증, 골감소증 및 골밀도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건강검진을 받

으러 온 남성을 대상으로 한 Jin 등(2009)과 Kim 등

(2011)의 연구에서 정상군에 비해 골감소군 남성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식습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골감소군에서 흡연

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 대퇴경부 골밀도가 

낮았으며, 요추골밀도와 칼슘 섭취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30세 이상 건

강검진을 받으러 온 남성을 대상으로 한 Lee & Lee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요추 골밀도 예측요인은 30대 

시절의 운동량, 체중 등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한 남성 대상

의 선행연구에는 골밀도와 신체 및 생화학 인자에 

관한 연구(Choi 등 2014a)와 연령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Kim 등 2014) 등이 있다. 그런데 

50세 미만 남성의 경우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분류

방법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아(Looker 등 2010; Kim 

등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경우 50세 이상 

남성에 대해서만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구

분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골다공

증과 골감소증의 발생 비율을 살펴보고, 정상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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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위험군(골감소증, 골다공증 포함)으로 구분

하여 정상군과 위험군간의 생활습관, 만성질환, 영

양소 섭취상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0∼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50세 이

상 남성 중 골밀도 측정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사람

을 제외하였다. 또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골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진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선, 신부전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Oh 등 2002; 

Kim 등 2011; Lee & Lee 2011; Yeon & Sung 2011), 

열량 섭취가 500kcal∼5,000kcal(Lee 2015)인 1,136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분은 대퇴골 전체 또는 대퇴골 

경부 또는 요추 중 하나 이상에서 T-score≤–2.5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2.5＜T-score＜–1.0인 경우 골감

소증으로, 세 부위 모두에서 T-score≥–1.0인 경우에

는 정상으로 간주하였는데, 골다공증 대상자의 비율

이 너무 낮아서(7.3%)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인 경우

를 합하여 골다공증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T-score

는 아시아(일본) 기준 최대골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정상군 474명, 골다공증 위험군 

662명(골감소증 563명, 골다공증 99명)에 대해 분석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반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률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정상군과 골다공증 

위험군에 따른 신체계측, 생화학적 지표,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건강행태, 만

성질환 및 영양부족에 대한 골다공증 위험 여부의 

교차비를 측정하였다.

1) 일반특성

일반특성은 건강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나이를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교육수

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균등

화소득(=가구월소득/√가구원수)에 따라 하, 중하, 중

상, 상으로 구분한 개인소득 사분위수를 사용하였다.

2) 골밀도,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적 지표

골밀도는 전체,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부, 요추를 

포함하였고, 신체계측은 검진조사 자료를 통해서 수

집된 신장, 젊은 시절 가장 큰 키,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포함하였으며, 생화학적 지표

는 골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D, ALP 

(Alkaline phosphatase), 부갑상선 호르몬을 비롯하여,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 콜레

스테롤, 중성지방을 포함하였다. 

3)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수준

영양소 섭취량은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를 통

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 전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 조리법을 조사

하여 에너지와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4) 골다공증 위험의 관련 요인 분석

흡연 여부는 피운 적이 없는 경우,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3가지 경우로 구분하

였다. 음주 여부는 월 1잔 미만의 경우와 그 이상 

마시는 2가지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과도한 음주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1주일 중 

1일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근력운동 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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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1주일 

중 1일 이상 하였는지 여부를, 유연성운동 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스트레칭, 맨손체조 등의 유연성운

동을 1주일 중 1일 이상하였는지 여부를, 걷기 여부

는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걷기

를 1주일 중 1일 이상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었다.

만성질환 여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만은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5), 비만(25≤BMI)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고혈압은 정상, 고혈압 전단계(130≤수축

기혈압＜140mmHg or 85≤이완기혈압＜90mmHg), 고혈

압(수축기혈압≥140mmHg or 이완기혈압≥90mmHg or 

고혈압약 복용)의 3가지로, 당뇨병은 정상(공복시 혈

당＜100mg/dL), 공복혈당장애(100≤공복시 혈당＜126mg/dL), 

당뇨병(공복시 혈당≥126mg/dL or 의사진단)의 3가지

로, 고콜레스테롤혈증(공복시 총콜레스테롤≥240mg/dL 

or 콜레스테롤약 복용), 고중성지방혈증(공복시 중성

지방≥200mg/dL), 빈혈(헤모글로빈 농도 13mg/dL 미

만)은 정상, 질환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 복부비만 

여부는 허리둘레 90cm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Oh 2011).

영양부족 여부는 에너지는 75% 에너지필요추정

량을 기준으로,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

라빈, 니아신, 비타민 C는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3.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ver.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집락추출변수, 분산추정층을 

활용한 각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특성에 따른 정상, 골다공

증, 골감소증의 빈도 차이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

를 실시하였고, 정상과 골다공증 위험군에 따른 신

체계측 결과와 생화학적 지표 및 영양소 섭취량 차

이는 나이를 보정한 후 평균과 표준오차에 대한 

t-검정을 하였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과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해 골다공증 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이를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영양섭취상태는 

나이와 에너지 섭취량을 공변량으로 보정) 건강 관

련습관, 신체적 특성, 만성질환 및 영양섭취상태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

tio, OR)와 교차비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

val, CI)을 구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골다공증, 골감소증 유병률

대상자 1,136명 중 정상 46.4%(474명), 골감소증 

46.3%(563명), 골다공증 7.3%(99명)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골감소증

이나 골다공증 유병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나이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과 관련성을 

나타냈으며(P＜0.001), 골감소증군과 골다공증군의 평

균 연령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 골밀도,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적 지표

Table 2는 나이를 보정한 대상자의 골밀도, 신체

계측, 생화학적 검사 결과가 정상군과 위험군(골감

소증과 골다공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총 골밀도, 대퇴 전체 골밀도, 대퇴 경

부 골밀도, 요추 골밀도는 정상군이 위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는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젊은 시절의 가장 큰 키(P＜0.01)

와 체지방률(P＜0.05)은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혈액의 생화학적 검사에서는 비타민 D를 

제외한 ALP, 부갑상선 호르몬을 비롯하여, 공복혈

당,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중성지방은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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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in sub-
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rmal Osteopenia
1)

Osteoporosis
2)

P-value

Total 474 (46.4)
3)

563 (46.3) 99 ( 7.3)

Residential area

  Urban area 340 (47.4) 381 (46.4) 59 ( 6.2) 0.283

  Rural area 134 (44.3) 182 (46.0) 40 ( 9.7)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78 (47.5) 204 (45.9) 34 ( 6.5) 0.612

  Middle school 42 (36.4) 79 (55.2) 12 ( 8.4)

  High school 141 (48.4) 141 (44.0) 25 ( 7.5)

  ≥College 111 (47.6) 136 (45.3) 25 ( 7.0)

Income level
4)

  Low 104 (40.1) 145 (49.7) 31 (10.3) 0.073

  Mid-low 114 (46.0) 149 (47.1) 29 ( 6.8)

  Mid-high 124 (49.3) 141 (42.2) 26 ( 8.5)

  High 131 (51.7) 123 (45.0) 12 ( 3.3)

Age (years) 58.9±0.4
5)

61.8±0.5 67.7±1.3 ＜0.001***

  50∼64 308 (52.5) 278 (43.6) 28 ( 4.0) ＜0.001***

  65∼74 136 (37.4) 212 (52.0) 38 (10.6)

  ≥75 30 (22.5) 73 (52.9) 33 (24.6)
1) 
–2.5＜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T-score≤–2.5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3) 

N (%)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4) 

Adjusted per capita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num-

ber of household members) grouped by gender and ages (5 

years span) 
5) 

Mean±Standard Error

***P＜0.001 

Table 2. Bone mineral density, anthropometric/biochemical 
measurements.

Characteristics Normal Risk
1)

P-value

Bone mineral density (g/cm
2
)

  Whole body total 1.23±0.01
2)

1.09±0.00 ＜0.001***

  Total femur 1.01±0.01 0.86±0.00 ＜0.001***

  Femoral neck 0.83±0.01 0.69±0.00 ＜0.001***

  Lumbar spine 1.06±0.01 0.85±0.01 ＜0.00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Height (cm) 156.1±0.9 155.4±0.9 0.612

  Lifetime tallest height (cm) 169.8±0.4 168.6±0.3 0.004**

  Body weight (kg) 56.3±0.9 55.2±0.8 0.325

  BMI (kg/m
2
) 22.9±0.2 22.8±0.2 0.619

  Waist circumference (cm) 75.6±0.7 75.2±0.7 0.648

  Whole body fat (%) 23.2±0.3 22.4±0.3 0.018*

Biochemical measurements

  Vitamin D (ng/mL) 16.6±0.3 17.9±0.4 0.002**

  Alkaline phosphatase (IU/L) 271±11 267±9 0.781

  Parathyroid hormone (pg/mL) 72.2±3.4 67.9±1.9 0.238

  Fasting blood glucose (mg/dL) 93.3±0.9 93.4±0.8 0.968

  Total cholesterol (mg/dL) 186.5±2.1 189.5±2.4 0.357

  HDL-cholesterol (mg/dL) 49.7±0.7 49.7±0.7 0.975

  LDL-cholesterol (mg/dL) 112.1±3.1 110.1±2.8 0.663

  Triglyceride (mg/dL) 118.3±6.2 123.5±6.3 0.572
1) 

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after adju-

sted for age

Significa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t-test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P＜0.05, **P＜0.01, ***P＜0.001 

를 나타내지 않았다. 비타민 D는 정상군보다 위험군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3.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

나이를 보정한 대상자의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

이 정상군과 위험군(골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에

너지(P＜0.05)와 탄수화물(P＜0.01) 섭취량은 정상군

에 비해 위험군에서 더 높았다. 단백질, 지방,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

민 C는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4. 골다공증 위험 요인의 교차비

1) 건강행태

흡연, 음주, 운동의 건강행태와 골다공증 위험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나이로 보정한 후에 

골다공증 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흡연, 음

주, 과도한 음주, 운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교차비를 제시하였다(Table 4).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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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ergy and nutrient intakes.

Characteristics Normal Risk
1)

P-value

Energy (kcal) 1,857±38 1,976±44 0.041*

Protein (g) 68.9±2.5 70.3±1.9 0.661

Fat (g) 40.7±1.6 41.7±1.4 0.615

Carbohydrate (g) 294±6 320±8 0.006**

Ca (mg) 521±23 543±19 0.462

P (mg) 1,115±27 1,186±26 0.056

Fe (mg) 14.3±0.7 15.1±0.7 0.443

Vitamin A (μgRE) 781±49 774±37 0.912

Thiamin (mg) 1.25±0.04 1.34±0.04 0.133

Riboflavin (mg) 1.21±0.04 1.24±0.04 0.568

Niacin (mg) 15.4±0.5 16.6±0.5 0.069

Vitamin C (mg) 100.9±5.4 108.6±4.6 0.273
1) 

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after adju-

sted for age

Significa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t-test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P＜0.05, **P＜0.01

Table 4. Odds ratios for osteoporosis risk according to health 
habits. 

 Characteristics
Risk

1)
Adjusted OR

2)

% (SE)
3)

(95% CI)
4)

Smoking

  No 52.9 (2.3) 1.00

  Quit 57.4 (4.3) 1.21 (0.83∼1.75)

  Yes 53.0 (5.0) 1.02 (0.66∼1.58)

Drinking

  No
5)

54.9 (2.8) 1.00

  Yes 52.7 (2.8) 0.92 (0.67∼1.26)

Heavy drinking
6)

  No 54.4 (2.2) 1.00

  Yes
7)

47.1 (6.2) 0.71 (0.41∼1.22)

Weight training

  Yes
7)

52.2 (4.3) 1.00

  No 53.1 (2.5) 1.09 (0.74∼1.60)

Stretching

  Yes
7)

53.5 (3.0) 1.00

  No 52.3 (3.1) 0.95 (0.69∼1.31)

Walking

  Yes
7)

52.5 (2.3) 1.00

  No 55.7 (5.4) 1.12 (0.71∼1.76)
1) 

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Age-adjusted odds ratio by logistic regression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

dard error)
4) 

95% confidence interval
5) 
＜1 glass/month

6) 
≥7 glasses/event

7) 
≥1 days/week

음주, 과도한 음주, 근육 운동, 유연성 운동, 걷기 

운동은 모두 골다공증 위험과 관련이 없었다. 

2) 만성질환

만성질환과 골다공증 위험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자 대상자의 나이로 보정한 후에 골다공증 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만성질환 위험 여부에 대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를 나타내

었다(Table 5). 골다공증 위험은 비만, 복부비만, 고

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빈혈,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생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골다

공증 위험의 교차비가 저체중군에서 0.48배로, 고콜

레스테롤혈증군에서 1.91배로 나타났다(P＜0.05). 

3) 영양소 섭취수준

영양소 섭취수준과 골다공증 위험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자 대상자의 나이와 섭취에너지로 보정한 후

(에너지는 나이로 보정)에 골다공증 위험 여부를 종

속변수로 하고 영양소 섭취수준에 대한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를 나타내었다(Table 6). 

그런데 골다공증 위험이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부

족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 찰

이 연구는 50세 이상 남성의 골감소증, 골다공증 

유병률을 살펴보고,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진 여러 요인에 대해 골감소증을 포함한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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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for osteoporosis risk according to chronic
diseases.

 Characteristics
Risk

1)
Adjusted OR

2)

 % (SE)
3)

(95% CI)
4)

BMI related

  Underweight
5)

36.3 ( 7.9) 0.48 (0.24∼0.97)*

  Normal 54.7 ( 3.1) 1.00

  Obese
6)

51.4 ( 3.9) 0.89 (0.59∼1.34)

Abdominal obesity

  Normal 53.8 ( 2.3) 1.00

  Abnormal
7)

52.2 ( 4.6) 0.98 (0.64∼1.51)

Hypertension

  Normal 52.6 ( 3.4) 1.00

  Prehypertension
8)

52.0 ( 4.4) 0.91 (0.57∼1.46)

  Hypertension
9)

52.0 ( 3.9) 0.95 (0.66∼1.36)

Hypercholesterolemia

  Normal 50.3 ( 2.7) 1.00

  Abnormal
10)

64.1 ( 5.1) 1.91 (1.11∼3.30)*

Hypertriglyceridemia

  Normal 53.4 ( 2.5) 1.00

  Abnormal
11)

54.5 ( 7.5) 1.12 (0.59∼2.13)

Anemia

  Normal 53.7 ( 2.4) 1.00

  Abnormal
12)

43.1 ( 7.0) 0.72 (0.40∼1.31)

Diabetes

  Normal 51.0 ( 2.8) 1.00

  Prediabetes
13)

57.6 ( 5.0) 1.33 (0.81∼2.20)

  Diabetes
14)

47.5 (12.1) 0.77 (0.29∼2.01)
1) 

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Age-adjusted odds ratio by logistic regression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

dard error)
4) 

95% confidence interval
5) 

BMI＜18.5
6) 

BMI≥25
7) 

Waist circumference≥90 cm
8) 

140 mmHg＞Systolic blood pressure≥130 mmHg or 90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85 mmHg
9) 

Systolic blood pressure≥140 mmHg or diastolic blood pressure

≥90 mmHg or drug
10) 

Total cholesterol≥240 mg/dL or drug
11) 

TG≥200 mg/dL
12) 

Hemoglobin< 13 g/dL
13) 

100 mg/dL≤Fasting blood glucose＜126 mg/dL
14) 

Fasting blood glucose≥126 mg/dL or drug or insulin

*P＜0.05

Table 6. Odds ratios for osteoporosis risk according to nu-
trients intake levels.

Nutrients
Risk

1)
Adjusted OR

2)

% (SE)
3)

(95% CI)
4)

Energy

  ≥75% EER
5)

57.6 (2.4) 1.00

  ＜75% EER 47.7 (3.2) 0.75 (0.55∼1.01)

Protein

  ≥EAR
6)

 55.2 (2.2) 1.00

  ＜EAR 47.5 (4.6) 0.88 (0.54∼1.42)

Calcium

  ≥EAR 57.7 (3.0) 1.00

  ＜EAR 51.5 (2.5) 0.92 (0.66∼1.28)

Iron

  ≥EAR 55.1 (2.3) 1.00

  ＜EAR  48.3 (4.3) 0.95 (0.61∼1.46)

Vitamin A

  ≥EAR 54.4 (2.7) 1.00

  ＜EAR 52.7 (2.8) 1.05 (0.76∼1.46)

Thiamin

  ≥EAR 56.6 (2.6) 1.00

  ＜EAR 49.5 (3.1) 0.87 (0.59∼1.29)

Riboflavin

  ≥EAR 56.3 (3.1) 1.00

  ＜EAR 52.1 (2.4) 1.09 (0.77∼1.55)

Niacin

  ≥EAR 54.2 (2.5) 1.00

  ＜EAR 52.7 (3.0) 1.26 (0.86∼1.83)

Vitamin C

  ≥EAR 55.3 (2.7) 1.00

  ＜EAR 51.8 (2.8) 0.95 (0.69∼1.32)
1) 

T-score＜–1 based on bone mineral density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2) 

Age and energy-adjusted odds ratio (age-adjusted odds ratio for 

energy) by logistic regression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4) 

95% confidence interval
5)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6)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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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골감소증이 46.3%, 골다공증이 7.3%로 나타났다. 폐

경 후 여성에서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발생이 

각각 50.4%, 34.5%로 나타났으므로(Lim 등 2015), 남

성의 골다공증 발생이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국 2005∼2006년 NHANES 결과에서도 

50세 이상에서의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발생이 남성

은 30%, 2%, 여성은 49%, 10%로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Looker 등 2010).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도 알려져 있다(Kaufman 등 2014; Korpi-Steiner 

2014). 그 결과 학계에서의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저히 더 많다. 그러나 

골절과 관련된 사망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

는 등(Campion & Maricic 2003; Laurent 등 2013) 남

성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군의 나이가 가장 적었으며, 

골감소증군, 골다공증군의 순으로 나이가 증가하였

으나(P＜0.001), 나이를 제외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골감소증, 골다공증 발생과 관련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나이 증가에 따라 골밀도

가 감소한다는 연구(Jung 등 2006; Choi 등 2014a)와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Lim 등 2015)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골밀도와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

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30세 이상 남성

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요추골밀도와 관

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Lee & Lee 2011),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골감소

증, 골다공증과 관련성을 나타내어(Lim 등 20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인 남성을 위

험군으로 통합하여 정상군과 비교하였는데, 골감소

증과 골다공증의 지표가 된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

부, 요추의 골밀도 뿐 아니라 전체 골밀도도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그런데 

정상군과 위험군 사이에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

리둘레 등 신체계측 자료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폐경 이후 여

성의 경우에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골밀도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Mun 등 2013), 골다

공증군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가 낮다

고 하였다(Lim 등 2015). 또한 50세 이상 남성에서 

대퇴경부 골밀도는 체중 및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Jin 등 2009), 20세 이

상 남성의 경우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하여(Choi 등 2014a) 이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런데 Kim 등(2011)

의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는 정상군과 골감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체중만 유의하게 차이가 나

타났다고 하여 선행연구들 간에 결과가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 현재의 신장은 군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반면 젊은 시절의 가장 큰 키(일생 중 

가장 큰 키)는 정상군에서 유의하게(P＜0.01) 높게 

나타났는데, 젊은 시절 키가 큰 경우에 최대 골질량

(peak bone mass)을 증가시켜 골감소증 시작 시기를 

늦추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Laurent 등 

2013). 젊은 시절 가장 큰 키와 골다공증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체지방률(P＜0.05)

은 위험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다른 선

행연구에서는 체지방률과 골다공증에 대한 일관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Jin 등 2009; Kim 등 

2011; Choi 등 2014a). 

이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위험군에 

비해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다고 하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Choi 등

(2014b)의 연구는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

나 20세 이상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4ng/mL 

미만에 비해 18.5ng/mL 이상으로 증가할 때 골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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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하였고(Hong 등 2013), 20세 

이상 남성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9∼23.3ng/mL인 

경우와 23.4∼37.6ng/mL인 경우 사이에 골밀도 차이

가 없었다고 하였으며(Choi 등 2014a), 50세 이상 폐

경 후 여성의 경우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각 부위

의 골밀도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여(Mun 등 2013)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골밀도의 관계는 선행연구들 

간에 결과가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한편 Hwang 

등(2013)은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뼈 건강을 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20ng/m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정

상군과 위험군 모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ng/mL 

미만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ALP, 부갑상선 호르몬,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농도는 정상군과 위험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Choi 등(2014a)의 연구에서는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혈중 ALP 농도가 103IU/L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ALP 농도가 높아질수록 골

밀도는 낮아졌다고 하였고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

가 높아질수록 골밀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Mun 등

(2013) 의 연구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높아

질수록 골밀도가 낮아졌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폐경위원회의 연구에서는 공

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

테롤 농도에서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사이에 차

이가 없다고 하였다(The Study Group of Menopause 

2008).

이 연구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위험군에서 에너지

와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게 나타났으나 칼슘 섭취

와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Yeon & Sung(2011)

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칼

슘섭취량이 골밀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Hong 등

(2013)의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골밀도가 높았다고 하였으

며, Kim 등(2011)의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골감소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칼슘 섭취

가 낮다고 하여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Oh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칼슘 섭취가 골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대상자 대부분의 칼슘 섭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중 더 많이 섭취했다고 해서 골밀

도 상승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정상군과 

위험군 모두 평균 칼슘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인 700mg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에

서 일상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수준에서는 골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이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으나(Campion & Maricic 2003; 

Laurent 등 2013; Korpi-Steiner 등 2014), 이 연구에서

는 골다공증 위험군이 흡연, 음주, 과도한 음주, 운

동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

였다. 3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흡

연, 음주는 골밀도와 관련성이 없었으며(Lee & Lee 

2011),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상군과 골감소증군 간에 흡연 유무와 음주빈도의 

차이가 없었다(Jin 등 2009). 

한편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6년간의 종적

연구 결과 젊은 시절의 운동을 통해 골무기질을 늘

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Bailey 등 1999), 골

감소증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52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골밀도 상승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가 있다(Bolton 등 2012).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그

만두면 골밀도가 감소하며, 이 때문에 운동을 통해 

골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

하다고 한다(Iwamoto 등 2001). 반면 남성의 골밀도

는 현재의 운동량이 아니라 30대의 운동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Lee & Lee 2011).

이 연구에서는 저체중군에서 골다공증 위험의 교차

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군



J Korean Diet Assoc 22(2):106-117, 2016 | 115

에서 골다공증 위험의 교차비가 1.91배 높게 나타났

다. 저체중군의 골다공증 위험이 낮은 것은 체중이나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Jin 등 2009; Choi 등 2014a)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군에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

았으므로 골다공증이 동맥경화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

구(Barengolts 등 1998), 고지혈증인 경우 골다공증이 

2.1배 많이 발생하였다는 연구(The Study Group of 

Menopause 2008)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위험이 에너지 및 단백

질, 칼슘, 철, 비타민 등의 섭취부족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평균필요량(EAR)

을 기준으로 영양소 섭취부족 여부를 구분하는 선

행연구는 드물어 이 연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

다.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한 Lim 등(2015)의 연구

에서는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에너지, 단백질, 나트

륨, 칼륨, 비타민 C는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칼슘 섭취가 평

균필요량보다 낮은 경우 정상에 비해 골감소증의 

교차비가 1.51배, 골다공증의 교차비가 2.13배 높다

고 하여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평균필요량은 

영양소의 섭취부족 여부에 대한 기준이므로(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앞으로 평균필요량을 

영양소 섭취부족의 기준으로 한 많은 연구의 축적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

여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과 골감

소증의 발생비율을 살펴보고, 정상군과 골다공증 위

험군(골감소증, 골다공증 포함)으로 구분하여 정상군

과 위험군간의 생활습관, 만성질환, 영양소 섭취상

태를 비교하고자 복합표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 골감소증은 46.3%, 

골다공증은 7.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나이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과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골감소증군이나 골다공증군의 평균 연령이 정상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정상군은 총 골밀도, 대퇴 전체 골밀도, 대퇴 경

부 골밀도, 요추 골밀도가 위험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젊은 시절의 가장 큰 키와 체지방률

은 위험군에 비해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으며, 혈중 비타민 D는 정상군보다 위험군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위험군에서 더 높았다. 단백질, 지방,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

민 C는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4. 골다공증 위험은 흡연, 음주, 과도한 음주, 근육 

운동, 유연성 운동, 걷기 운동 등과 관련이 없었

으며, 비만, 복부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빈혈,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생률과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골다공증 위험의 

교차비가 저체중군에서 0.48배로, 고콜레스테롤혈

증군에서 1.91배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위험이 에

너지 및 영양소 섭취부족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때, 골다공증 위험성은 나이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정상군의 골밀도, 젊은 시절 가장 큰 키, 체지방률

이 높았고, 고콜레스테롤혈증군에서 골다공증 위험 

교차비가 높았지만,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행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제외한 만성질환, 칼슘을 비롯

한 영양소 섭취부족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

는 없었다. 따라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특히 건강행태, 만

성질환, 영양소 섭취부족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위험군에서 혈중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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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더 높고 저체중군의 골다공증 위험 교차비

가 0.48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선행연구와 결과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연구의 축적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골다공증과 여러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낼 수 없는 단면 연구라는 점과 식

사와 관련된 자료가 1일간의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것으로 대상자의 일상적인 평균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의 

국가적 빅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

성의 골다공증 발생과 생활습관, 만성질환,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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