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관절건강학회지 18(1), 2011년 5월 5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1년 5월

J Muscle Joint Health Vol.18 No.1, 5-15, May, 2011

남성의 골밀도 영향요인*

이  동  하1)
․이  은  남2)

1) 메리놀 병원 간호사, 2)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ing Factors of Bone Mineral Density in Men*

Lee, Dong-Ha1)․Lee, Eun Nam2)

1) RN, Marynoll Medical Center,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주요어 : 남성, 골밀도, 위험요인
* 이 논문은 제 1저자 이동하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A University.
접수일: 2011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 Nam(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 Ga-1, Tongdaesin-Dong, Seo 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864  Fax: 82-51-240-2947  E-mail: enlee@dau.ac.kr

Abstract

Purpose: Osteoporosis is often considered as a 
women's disease, but men's osteoporosis is also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public 
health problem.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important modifiable risk factors 
for osteoporosis in men. Methods: Two 
hundred and fourteen men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checked bone mineral density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in lumbar 
vertebrae from June to September, 2009  at 3 
general hospitals in Busan.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and BMD results of lumbar 
vertebrae were used for dat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4.0 program. 
Results: The sports activity level in 30's, body 
weight, and  fracture history of mother were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on the 

bone mineral density of lumbar vertebrae. 
Conclus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participate vigorously in sports activity during 
30s as a means of increasing peak bone mass 
in lumbar vertebrae in order to prevent 
osteoporosis and fracture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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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골의 미세 구조적 변화

로 인해 골의 강도가 감소돼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 전신 성 골 질환으로, WHO (1994)의 정

의에 따르면 측정한 골밀도의 T-score가 정상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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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골밀도 수치보다 -2.5 표준편차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를 골다공증, -2.5이상에서 -1미만이면 골감소증, 

-1 표준편차 이상이면 정상으로 분류한다. 골다공증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병률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질환으

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으로 인한 골절의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Oh, 2009), 이에 따른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테 

임상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요추골의 경우 주

로 소주골로 이루어져 있어 대사율이 빨라 체내 환경

의 변화에 민감하고 골 소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Bengner, 

Johnell, & Johnell, 1998).

골다공증은 흔히 여성 질환으로 여기기 쉽지만 남

성에서도 골다공증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괴고 있

다. 미국 50세 이상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대퇴골

의 골량을 조사한 Look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남

성의 3-6％가 골다공증이었으며, 캐나다의 50세 이상

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Tenenhouse 등(2000)의 

연구에서도 요추골에서의 남성 골다공증 유병률은 

3-6％, 대퇴골에서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는 2009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 50세 이상 

남성의 요추골에서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6.7%였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병율은 높아져 65세 이상에서는 

11.2% 수준이었다(MOHW & KIHASA, 2009). 특히 

50세 이상 남성 8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

절을 가지고 있고(Cooper, Campion, & Melton, 1992), 

대퇴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여

성들의 경우 17％인데 반해 남성들은 31％로 보고되

어(Janet & Michael, 2003)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의 예

방 및 치료는 중요한 간호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발생은 점차 증가추세

이다. 건강보험 공단이 제시한 ‘2005-2009 성별 ‧ 연

령별 골다공증 진료 인원 현황 ’에 따르면 남성 골다

공증 환자는 2005년 25,491명에서 2009년 52,487명으

로 최근 4년간 2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39세 이

하 젊은 남성 환자가 2005년 1,227명에서 2007년 

1,436명, 2009년 1,66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Health Korea News, 2010, October 8). 따라서 젊

은 남성들의 생활습관 관련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

여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 골다공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일차 성 골

다공증과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이차 성 골다공증으

로 분류된다. 전체 남성 골다공증의 40%을 차지하는 

일차 성 골다공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

며, 이차 성 원인으로는 낮은 체질량 지수, 흡연, 알

코올 과다섭취, 스테로이드 사용, 신체적 활동부족 등

이 알려져 있다(Kelepouris, Harper, Gannon, Kaplan, 

& Haddad, 1995). 남성 골다공증의 절반 이상이 이차 

성 골다공증이며 위험요인 중 골 대사 질환이나 약물

복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

들로서 수정이 가능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남성에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이차 성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변화시킴으로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골다공증 위험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체활동량이며 그중에서도 운동량이 골량 형성

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어느 시기의 운동량이 골밀도의 증가를 가져

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Lee, Moon과 Yoon (1996)의 연구에서는 1회 운동시

간보다는 주당 운동 횟수가 골밀도와 의미 있는 상관

성을 보여 주당 운동횟수에 운동시간을 곱한 값, 즉 

1주일의 총 운동시간이 남성의 골밀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여 운동량을 산출할 때 운동량

과 운동횟수 및 운동시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가사활동과 골밀도

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Greendale 등(2003)은 

스포츠 활동과 가사 활동 모두 독립적으로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음을 보고하면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사활동량이 스포츠 활동량만큼 골에 

충분한 하중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남성의 경우 직업 

활동량도 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

여 골밀도 예측요인으로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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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양한 영역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골량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습관 요인 중 신체활동

량과 우유섭취량을 시기 별로 측정하여 어느 시기의 

어떤 생활습관 요인이 요추골의 골밀도와 관련성이 

높은지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남성의 골량을 증가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법을 결정하고 중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은 남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생활양식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요추골 골밀도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요추골 골밀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

이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생활양식 요인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양식 요인과 요추골 골

밀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요추골 골밀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고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자료는 누

구에게도 어떤 목적으로도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주

지시켰고 측정한 자료는 연구종료 즉시 폐기할 것임

을 알려 주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

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추골 골밀도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횡단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

부산에 있는 2곳의 대학병원과 1곳의 종합병원 검

진센터에 내원하여 요추골 골밀도 검사를 받은 남성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에 정확히 응답을 할 수 있는 남성 225명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이 중 골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 위, 장 절제술,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력과 현재 스테로이드나 갑상선제제, 제산제, 

칼슘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남성 11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21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골밀도

골밀도 측정은 미국 “Lunar” 회사의 이중 에너지 방

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을 사용하여 요추골의 골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g/cm² 였다.

 생활양식요인 

골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양식 요인으로 

음주와 흡연 여부, 직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 시기

별 직업 활동량과 운동량, 우유 섭취정도 및 커피 섭

취정도를 조사하였다.

 • 직업활동량

직업 활동량은 Groothausen, Siemer, Kemper, Twisk

와 Welten (199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근무 년 수

에 직업에 따른 활동 강도를 곱하여 20대와 30대, 현

재의 직업 활동량을 구하였다. 직업에 따른 활동 강

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1점, 주로 

서서 근무하는 경우 2점, 가벼운 정도의 육체적 활동

을 요하는 경우 3점,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강한 육체

적 활동을 요하는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 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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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로 참여한 운동량을 물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운동의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에 따

른 최대 긴장력(peak strain score)을 부여하였는데, 지

면반력이란 중력으로 인해 지면과 접촉함으로써 발생

하는 힘으로 문헌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Groothausen 등(1997)에 따르면 모든 신체 활동은 지

반 반력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체중의 

4배의 지면반력이 주어지는 운동에 3점, 체중의 2-4

배의 지반반력이 주어지는 운동에는 2점, 체중의 1-2

배의 지면반력이 주어지는 운동은 1점, 체중보다 적

은 지면반력이 주어지는 활동에 0점을 부여하였으며,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스포츠 활동의 최대 긴장력은 

다음 기준에 따랐다. 즉 점프력을 요하는 활동은 3점, 

회전하거나 스프린트를 요하는 활동은 2점, 간단히 

체중만 부하되는 운동은 1점, 비 체중부하 활동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초등학교의 운동량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 주당 평균 초등 운동량 = 초등 운동 강도(최대 긴장

력) × 초등 운동기간(개월) × 4.33(주) × 초등운동 

주당 횟수 × 초등 운동 1회 소요시간(분)/ 52주/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운동량은 위의 식에서 3

년으로 나누었고 20대, 30대의 운동량은 10년으로 나

누어 주당 참여한 평균 운동량을 산출하였으며 현재

의 운동량은 참여하고 있는 각 운동에 대해 주당 운

동 횟수와 1회 운동시간, 그리고 운동 강도(최대 긴장

력: peak strain score)를 곱한 뒤 모두 합하여 주당 참

여한 현재 운동량을 산출하였다.

 • 우유 섭취정도

우유 섭취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의 우유 섭취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전혀 마시지 

않음, 가끔, 주 1회 등으로 나누어 섭취 빈도를 조사

하였다.

 • 커피 섭취정도

커피 섭취정도는 하루에 마신 커피 양을 잔으로 조

사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9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

산지역의 2곳의 대학병원과 1곳의 종합병원에 건강검

진을 하러 온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훈련된 검사 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포함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위험요

인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환자가 직접 기록하도

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결과는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 요인, 골밀도는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

이는 ANOVA와 t-test로 검정하였으며 그룹 간 차이

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사후검정을 하였

다.

• 대상자의 생활양식요인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

이는 ANOVA와 t-test로 검정하였으며 그룹 간 차

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양식요인과 요추골 골골

밀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요인 중에서 요추

골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요인들의 영향

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부위별 골밀도

대상자의 요추골 골밀도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

추골의 평균 골밀도 수치는 1.06±0.15g/cm²였고, WHO 

(1994)기준에 따라 측정한 골밀도의 T-score를 분류한 

결과 정상이 161명(75.2%), 골감소증 48명(22.4%),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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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Bone Mineral Dens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4)

Variables Categories n
Lumbar BMD

F/t p
M SD

Age (yr)

30-39  47 1.05 .12

0.54 .657
40-49  80 1.07 .13
50-59  62 1.08 .18
≥60  25 1.04 .20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8 1.02 .20

0.95 .436
High school  71 1.08 .15
College  25 1.05 .13
University  77 1.07 .14
≥Graduate  23 1.03 .16

Monthly income (ten thousand)

＜200  28 1.05 .22

1.25 .292
200~300  50 1.09 .16
301~400  49 1.04 .11
401~500  38 1.08 .15
＞500  49 1.04 .14

History of fracture of mother
Yes  42 1.01 .15

2.26 .025
No 172 1.07 .15

History of fracture of father
Yes  14 1.10 .12

-1.01 .315
No 200 1.06 .15

Family history of osteoporosis
Yes  24 1.03 .13

1.21 .226
No 190 1.07 .15

Fracture history
Yes  13 1.05 .17

0.34 .732
No 201 1.06 .15

BMD=bone mineral density.

다공증 5명(2.3%)이었다.

Table 1. Results of the Bone Mineral Density of  

Subjects                        (N=214)

Variable Category n %

BMD
Normal 161 75.2
Osteopenia  48 22.4
Osteoporosis   5  2.3

BMD=bone mineral densit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밀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모 골절력에 따라 요추

골 골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모 골절력이 없는 군의 평균 골밀도

(1.07±0.15g/cm²)가 모 골절력이 있는 군(1.01±0.15g/cm²)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 p= 

.025).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 군이나, 학력, 월 소득, 

부 골절력이나 골다공증 가족력, 본인의 골절력에 따

라서는 요추골 골밀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2).

대상자의 생활양식 요인에 따른 골밀도 차이

대상자의 생활양식 요인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직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에 따라 요추골 골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직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이 2시간미만(1.08± 

.16g/cm²)이거나 4-6시간미만(1.09±.16g/cm²)인 그룹의 

요추골의 골밀도가 6시간 이상(1.01±.14g/cm²)인 그룹

의 골밀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66, p=.049). 그러나 대상자의 음주정도와 흡연정도, 

커피 섭취정도 및 시기 별 우유섭취 정도에 따라서는 

요추골 골밀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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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Bone Mineral Density of Subjects by Lifestyle Factors               (N=214)

Variables Categories n
Lumbar BMD

F p
M SD

Alcohol intake
None  33 1.05 .17

0.16 .856Past  25 1.05 .13
Present 156 1.07 .15

Smoking
None  51 1.07 .19

0.35 .708Ex-smoker  77 1.07 .13
Smoker  86 1.05 .14

Coffee intake (Cup)

Never  44 1.07 .19

1.19 .315
1  37 1.08 .14
2  64 1.07 .15
＞3  69 1.03 .13

Milk intake during 
elementary school 

Never 109 1.07 .16
1.71 .183Sometimes  62 1.07 .16

≥once a week  43 1.02 .12

Milk intake during middle 
school 

Never 104 1.07 .16
0.51 .599Sometimes  66 1.06 .16

≥once a week  44 1.04 .12

Milk intake during high 
school 

Never 101 1.07 .16
0.75 .474Sometimes  74 1.05 .14

≥once a week  39 1.05 .14

Milk intake in 20's
Never  76 1.08 .17

1.15 .319sometimes  89 1.04 .14
≥once a week  49 1.07 .14

Milk intake in 30's
Never  65 1.08 .18

1.72 .181sometimes  88 1.04 .14
≥once a week  61 1.07 .14

Sedentary time at work 
(hr) 

＜2  49  1.08a .16

2.66 .049
2~4  41  1.07ab .16
4.1~6  40  1.09a .16
＞6  59  1.01b .14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양식 요인과 

골밀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양식 요인과 골밀도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추골 골밀도와 관계

가 있는 변인은 키(r=.14), 체중(r=.33), 체 질량 지수

(r=.31), 삼십대 활동량(r=.14), 직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r=-.15), 삼십대 운동량(r=.32)으로 나타났다. 즉, 

키가 클수록,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체 질량 지수가 

클수록, 직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이 적을수록, 삼십

대 활동량이 많을수록, 삼십대 운동량이 많을수록 요

추골 골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요추골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남성의 요추골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추골 골밀

도와 단순 상관성을 보인 키, 체중, 체 질량지수, 직

장에서 앉아서 보낸 시간, 삼십대 활동량, 삼십대 운

동량과 이변량 통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 골절

력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 산출

된 요추골 골밀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5.64, 

p<.001), 유의한 영향요인은 삼십대 운동량과 체중 및 

모 골절력이었으며 이들 3개 변수는 남성의 요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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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Influencing Factors on Bone Mineral Density in Men             (N=214)

Variables B SE β t F Adjusted R2

(constant) .76 .07  10.79**

15.64** .202
Sports activity level in 30's .00 .00 .27   3.97**
Body weight (kg) .01 .01 .28  4.08*
Fracture history of mother (1:yes, 0:no) .06 .02 -.17 -2.55*

**<.001: *<.05.

골밀도를 20.2%설명하였다. 남성의 요추골 골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삼십대 운동량(β=.27,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체중(β=.28, p<.001), 모 골

절력(β=-.17, p=.012)순이었다.

논    의

남성 골다공증의 50%이상이 이차 성 골다공증으로 

질병력이나 약물 복용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변화 

가능한 생활양식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성에서는 생활양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

고 이를 조절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4명으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1세였으며 요추골에서의 골다공증과 골감

소증의 유병률을 살펴 보면 각각 2.3%, 22.4%로 나타

났는데, 이는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남

성 593명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연구(Choi, 

Park, Joo, & Kim, 2008)에서 30대의 골다공증 유병

률이 2%, 40대의 유병률이 4%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평균연령이 본 연구와 비슷한 47.5세의 남

성 2,0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골 부위의 골

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유병률이 각각 3.0%, 22.8%였음

을 보고한 Chang (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골 감소증의 유병률은 매우 유사하나 골다공증의 유

병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종골부위

에서 측정하여 요추부위에서 측정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또한 평균 연령 55.8세인 남

성 1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추골에서의 골다

공증과 골감소증의 유병률이 각각 3.9%, 28.3%로 나

타났음을 보고한 Oh 등(2003)의 연구, 그리고 평균연

령이 54.1세인 남성 1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추에서의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유병률이 각각 

12.9%, 45%였음을 보고한 Mo, Cho, Lee, Lim과 Choi 

(2008)의 연구와 비교하면 낮은 유병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타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타 연구들이 50대 이상의 남성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이 포함되었고 그 차지하는 

비율이 총 59.4%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골밀도 측정 부위와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Chang (2006)의 

연구에서는 종골 부위에서 골밀도를 측정하였고, Mo 

등(2008)의 연구에서는 요추골과 대퇴골의 골밀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유병율을 산출하였기 때

문에 유병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검진센터에 자발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을 대

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 샘플링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특성 중 신장은 요추부위의 골

밀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임상적 유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Yoshimura 등(1998)의 연구에서는 신장 감소에 따른 

골밀도의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

지 않았고 매년 1cm의 신장 감소에 대해 대퇴골 골밀

도는 해마다 0.17%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Cheung, 

Ho, Lam, Tam과 Kung (2005)과 Huuskonen 등(2000)

의 연구에서도 신장이 골밀도와 독립적으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신장이 의미 있는 설명 변수가 되지 못해 

요추골의 골밀도에 미치는 신장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요추부위의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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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 있는 설명변수로 나타나, 평균 체중 이상그

룹과 평균 이하그룹 간에 골밀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보고한 Mo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hang (2006)의 연구에서도 골다공증 군, 골감소증 

군, 정상 군 간에 체중과 체질량 지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체질량지수는 중요

한 예측인자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Park (2007)의 연구에서도 체질량 지수의 증가에 

따라서 골밀도가 증가하였으며 Joo 등(2006)의 연구

에서도 체질량 지수의 증가에 따라서 골밀도가 증가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

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골밀도와 

일관되게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체중이 골격에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골아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스테로이드의 전구물질인 

androstenedion이 estrone으로 전환되는 곳과 25(OH)D

의 저장장소가 지방조직이라는 것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에 비해 체중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체중에 비해 신장의 영향

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모 골절력 유무에 따라 요추골 골밀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골밀도의 감

소가 어머니의 골절력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

고한 연구들(Cauley et al., 2005; Looker & Beck, 

2004)과 일치한다. 골다공증은 약 46-80% 정도의 강

한 유전적 성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 뼈가 약하면 그 딸들에서도 약한 뼈가 관찰되

고(Hansen, Hassager, Jensen, & Christiansen, 1992),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 보다 성장 후 골

밀도가 서로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다(Pocock et al., 

1987). 따라서 유전적 영향은 최대 골량의 형성기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30대의 운동량은 요추골 골밀도의 유

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

이는 있지만 남성의 골밀도는 30대에 최대 골량에 도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30대의 운동량

이 골밀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이 완전히 운동에 

의한 결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골밀도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최대 골량이 형성되는 시기에 운동이 중

요함을 시사한다. Kim, Kang과 Jang (1999)은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 

부위에 부과되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

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Gambert, Schyltz와 Hamdy 

(1995)는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한 운동은 그 정도와 

빈도 및 기간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단기간 운

동을 한 사람은 수 년간 운동을 계속해 온 사람에 비

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운동량을 산출할 

때는 운동의 종류와 빈도 및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운동의 종류와 

빈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운동량은 골밀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을 에너지 대사측면이 아닌 물

리적인 측면(physical strain)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물리적 강도로 측정한 스포츠 활동량이 에너지 소비

량으로 측정한 것보다 골밀도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Groothausen 등(1997)과 Kemper 등

(200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생활양식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남성의 골밀도 위험요인을 파악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과거에 참여한 운동 종류와 운

동 빈도 및 운동 기간에 대한 자료와 우유 섭취 정도

에 대한 자료를 과거 회상법에 의해 수집하였기 때문

에 특히 60, 70대의 노인 자료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건강검진센터를 자발적으로 내

원한 남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샘플링 편

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한 

결과 요추골의 골밀도에는 삼십대 운동량, 체중, 모 

골절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성의 골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0대에 운동량

을 증가시켜 최대 골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 남성의 골다공증

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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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 요인

에 따른 요추골 골밀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요추골 골

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골다공증 유병율은 2.3%, 골감소증 유병율

은 22.4%였으며 남성의 요추골 골밀도의 유의한 예

측요인은 삼십대 운동량, 체중, 모 골절력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요추

골 골밀도에 대한 설명력은 20.2%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30대 운동량과 체중 및 모 골절력에 대한 일

차 사정이 골밀도 검사가 필요한 대상 군을 선별하는

데 유용한 지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30대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량의 증가가 요추골 골밀도

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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