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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bone mineral density in middle aged women.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tilized with a check list and physiological 
measurements. A total of 827 convenient 

samples were recruited from women who lived 
in the community. Bone mineral density was 
measured by T-score using the pixi method of 
Lumar on the left heel.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Most were assessed 
as having normal weight(37.9%) or obese 
(57.4%) by BMI. Only 32% was asses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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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normal bone mineral density, while 
40.3% had osteopenia, and 27.7% as osteoporosis. 
The BMI scor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and episodes of fractures. Those with 
lower bone mineral density reported significantly 
more episodes of fractures and chronic disease. 
The T scores of Bone mineral dens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BMI 
(r= .126, p< .001). Conclusion: There is a 
strong ne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for this age group to manage bone mineral 
density loss to prevent occurrences of 
osteoporosis, and episodes of fracture.

Key words: Bone mineral density, Obesity 

Osteoporosis, Women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비만 여성인구의 비율이 28.3%에 달하고 있

는 실정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 특히 중년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적 위기를 더 많

이 경험하며 건강문제의 이환도 높다(Lee, Kim, & 

Oh, 2003). 중년여성은 폐경으로 인하여 난소 기능이 

위축되면서 복부비만이 증가하고, 혈중 지질이 동맥

경화를 잘 일으키는 상태로 변하며, 혈당과 인슐린이 

증가한다(Carr, 2003). 그 예로 50대 여성 비만군은 

비비만군에 비하여 평균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Kim, & Oh, 2007; Wang, & Kim, 2004). 또한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도(BMI) 

조사결과에서는, 과체중비율이 49.4~64.6%를 나타냈

다(Ham, Seo, & Ahn, 2007; Lee, Chang, & Yoo, 

2005),

중년기 여성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골

다공증이다. 골다공증은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골량이 감소하고 골조직에 미세한 구조적 노화가 일

어나서, 뼈가 부서지기 쉽고 골절이 잘 되는 상태이

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보다는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이며(Chun et al., 2001), 골절은 주로 척추, 고관

절, 원위요골에서 잘 일어난다(Byen, 2002). 여성의 

골밀도는 초경 시기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30대 

중반까지 최대 골량을 형성하고, 폐경기 이후 여성호

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골밀도 감소를 가져오며, 체지

방은 증가하여 비만을 촉진하게 된다. 비만과 골다공

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비만

이 골다공증에 대해 방어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 이견도 보고되고 있다. 골밀도는 연령, 성별, 인

종, 체형, 영양상태,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량 등 여

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Lee, Choi, & Lee, 1996). 특

히 여성에서 체중은 골밀도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즉, 체중이 많은 과체중 여성이 체중이 적

은 여성에 비해 골밀도가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Revilla, Villa, Sanchez-Atrio, Hernandez. 

& Rico, 1997). 123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

도와 체질량지수를 비교한 Oh 등(2000)의 연구에서도 

비만군(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에서 비만하지 않

은 군에 비해 FSH(여포자극호르몬)와 성호르몬 결합

단백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우리나라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과 골밀도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Lee & Lee, 

1999). 한편 이에 대해 다른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데, 

폐경 후 여성은 척추의 골다공성 변화, 척추후만 등

으로 체질량지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과의 관

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Kim, 2001). Wardlaw 

(1996)는 골밀도가 최대인 체질량지수는 24-28kg/m2

로, 30kg/m2 이상의 경우 오히려 위험군으로 분류하

였다. 골밀도가 골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

실이지만 여러 연구에서 체질량지수가 30kg/m2 이상

인 경우 활동 감소, 심장질환, 퇴행성관절염, 낙상 등

의 위험이 증가한다(Kim, 2001; Rico et al., 2002; 

Wardlaw,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중과 골밀도가 긍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체중과 

골다공증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을 고려할 때, 중년여성의 체질량지수와 골밀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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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골밀도를 조사하여 비만 및 골다공증 예방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제 특성별 비만정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제 특성별 골밀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비만정도와 골밀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지역사회거주 여성의 비만도와 골밀도 

조사를 위하여 단면적 조사연구 설계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이 연구 대상은 S시 K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여성 827명을 임의 표

출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생체 측정

 • 비만도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로 평

가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는 자가보고 한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하였다. 체질량지수(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을 저체중, 18.5 

이상 23.0 미만을 정상체중, 그리고 23.0 이상을 비만

으로 분류하였다.

 • 골밀도

골밀도는 단위면적당 뼈의 밀도이며, T-score는 30

대 건강한 성인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나타낸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T-score를 측정하였다. 측정 기구는 

LUNAR사의 LUNAR를 이용하여 pixi방법으로 왼쪽 

말단골(발 뒤꿈치)에서 1회 측정하였다. pixi방법은 골

다공증 스크리닝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상자 특성 설문지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 체중, 신장, 골절경험유무, 

동반질병 유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병원의 외래 진료기록부의 양

식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순회 건강 상담을 실시하면

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S시 

K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

한 설문지를 수집하고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수

집요원은 총 5명이었으며, 자료수집자간의 정확성을 

위해 자료수집 전 설문지 작성과 골밀도 측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통

계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제 특성별 골밀도와 비만도와

의 관계는 카이자승검증을 활용하였다. 골밀도와 비

만도와의 상관관계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5세 이상 65세 미

만(26.1%), 75세 이상(21.4%), 45세 이상 55세 미만

(16.4%), 45세미만(6.0%)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비만

도는 체질량지수가 23이상인 비만이 57.4%(4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체중은 37.9%(313명), 저체중은 

4.7%(39명)이였다. 골밀도 분석 결과, 골감소증(-2.4< 

BDI<-1) 40.3%(333명), 정상 32.0%(265명), 골다공증 

27.7%(229명)였다. 그리고 골절경험을 한 사람은 

27.8%(230명), 동반된 질병 96명(1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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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mass index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27)

Characteristics Category

>18.5 

(n=39)  

18.5-23.0 

(n=313)

23.0 <

(n=475) χ2 p

n(%) n(%) n(%)

Age(years)

>45(n=50)  4(10.3)  29( 9.3)  17( 3.6)

43.78 0.000
45~55(n=136)  5(12.8)  66(21.1)  61(12.8)
55~65(n=215)  5(12.8)  73(23.3) 139(29.3)
65~75(n=249)  8(20.5)  76(24.3) 166(34.9)
75<(n=177) 17(43.6)  69(22.0)  92(19.4)

Fracture history
Yes (n=230) 11(28.2)  71(22.7) 150(31.6)

 7.361 0.025
None (n=597) 28(71.8) 242(77.3) 325(68.4)

Corresponded
disease

Yes (n=96)  5(12.8)  29( 9.3)  62(13.1)
2.45 0.293

None (n=731) 34(87.2) 284(90.7) 413(86.9)

<Table 3> Bone density index(T-score)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27)

Characteristics Category

-2.5 이하

(n=229)

-2.4~-1.0 미만

(n=333)

-1.0 이상

(n=265) χ2 p

n(%) n(%) n(%)

Age(yrs)

>45(n=50) -  19( 5.7)  31(11.7)

308.89 0.000
45~55(n=136)   6( 2.6)  38(11.4)  92(34.7)
55~65(n=215)  28(12.2)  96(28.8)  91(34.3)
65~75(n=249)  77(33.6) 128(38.4)  44(16.6)
75<(n=177) 118(51.5)  52(15.6)  7( 2.6)

Fracture history
Yes (n=230)  79(34.5)  97(29.1)  54(20.4)

12.682 0.002
None (n=597) 150(65.5) 236(70.9) 211(79.6)

Corresponded 
disease

Yes (n=96)  44(19.2)  38(11.4)  14( 1.7)
 23.26 0.000

None (n=731) 185(80.8) 295(88.6) 251(9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27)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years)

 >44  50( 6.0)
 45~54 136(16.4)
 55~64 215(26.1)
 65~74 249(30.1)
 75< 177(21.4)

Body mass index
 <18.5  39( 4.7)
 18.5~23.0 313(37.9)
 23.0< 475(57.4)

Bone density 
index(T-score)

 <-2.5 229(27.7)
 -2.4~-1 333(40.3)
 -1< 265(32.0)

Fracture history
 Yes 230(27.8)
 None 597(72.2)

Corresponded disease
 Yes  96(11.6)
 None 731(88.4)

대상자의 제 특성별 비만도

연구대상자들의 제 특성과 비만도와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비만도와 연령과는 관련성이 있었으며(p< .001), 55

세 미만에서는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많은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정상체중보다 비만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비만도와 골절경험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 .05), 골절경험이 있는 사람(230

명) 중의 62.5%(150명)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

병 유무는 비만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별 골밀도

연구대상자들의 제 특성과 골밀도와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골밀도와 연령과는 관련성이 있었으며(p<.001), 55

세 미만에서는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이 더 많은 반

면, 55세 이상 65세 미만에서는 정상보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65세 이상에서

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정상인 사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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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더 많았다. 골밀도와 골절경험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1), 골밀도가 낮은 사

람(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골절경험이 더 많았다. 골밀도와 질병 유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1), 골밀도가 

낮은 사람(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질병이 더 많았다.

골밀도와 비만도의 상관성

골밀도와 비만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계수는 r= .1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p< .001).

<Table 4> Correlation of BMI and BDI

r of bone density index p

Body mass index .126 0.000

논    의

이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중장년여성과 노년기의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의 비만정도는 57.4% 

(475명)가 비만한 경우로 나타났다. 비만은 신체에 지

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것으로 비만의 판정은 보통 신

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로 나타낸다(Chaung, 

2005). 우리나라의 비만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55세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는데(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ety, 2003)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비만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5세를 기준

으로 비만한 사람 수가 2배 이상 비만한 급증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대상자중 27.8%인 230명이 골절을 

경험하였고 이중 65.2%인 150명이 비만한 사람이었

으며 골절경험에 따른 비만도와의 차이는 있었다(χ

2=7.361, p=0.025).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골의 

미세구조의 변화로 골 소실이 나타난 것을 말하며

(Song et al., 2005), 이로 인한 골절사례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골밀도를 보면 골다공

증이 27.7%(229명), 골감소증이 40.3%(333명)으로 정

상 32.0%으로 골감소증이 가장 많았다. 이는 Park 

(2004)이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폐경 후 여성들의 

32.9%가 골다공증, 42.2%가 골감소증, 정상이 24.7%

로 골 감소증이 가장 많았고 대략 40%가량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골감소증은 골다공증 위험군으로 이들의 골량 

감소를 지연시키는 간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비만도와 골밀도 간의 관계를 중시

하여 앞으로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와 더불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관리에 관해 좀더 활

발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만도와 골밀도와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p<0.001). 이는 골밀도와 체중과 지방

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Lee &  

Clark, 2005)와 체중이 많을수록 골밀도가 더 잘 유지

된다는 보고와 일치되는 것이다(Revilla, Villa, Sanchez- 

Atrio, Hernandez. & Rico, 1997). 그러나 비만하다고 

모든 대상자가 골다공증이나 골 감소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규칙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

신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스스로 비만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알려주어 비만관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밀도가 낮을수록 골절이 잘 발생하

나 비만할수록 활동 감소와 심장질환, 골 관절염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으므로(Rico et al., 2002; Wardlaw, 

1996) 비만과 골다골증은 함께 관리를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비만과 골다공증 관리에 운동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골밀도 검사 후에 여러 가지 치료지시 

이행 항목 중 운동이 가장 낮다고 하여(Song et al., 

2005) 검사하는 것만으로 비만과 골다공증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폐경에 가까운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비만관리와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적

절한 운동뿐 아니라 균형식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건

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중년기 이후 여성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의 하나

인 골다공증은 그 자체보다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

절이며,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

성이 골절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골밀도 검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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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교

육은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골밀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

구결과 비만도 측정에 의해 비만을 보인 여성은 

57.4%이었고, 골밀도측정에 의한 골감소증은 40.3%이

었다. 비만도와 골밀도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연령이었고, 비만도와 골밀도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이 골다공증의 

방어인자라 하더라도 비만은 고혈압, 뇌졸중 등의 심

혈관계 질병의 요인이 되고, 골관절염이나 낙상의 위

험이 동반되므로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반복연

구를 제언하며, 지역사회 거주 중ㆍ장년기 여성을 대

상으로 골다공증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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