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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the bone mineral density (BMD) of Korean young adult women 
(20∼30 yrs) living in Seoul, according to the state of employment. Data on BMD and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measurements were obtained from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 (2010∼2011). BMD of the working group (WG)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 working group (NWG). The prevalence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between the groups was 
29.0/31.5%, and 12.9/18.5% from 20∼29 yrs as well as 25.5/24.1%, and 20.2/20.5% from 30∼39 yrs, 
respectively. From 20∼29 yrs, prevalence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in the WG was lower than that of 
the NW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the WG was lower than that of the NWG. In the WG, from 20∼
29 yrs, total femur BMD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waist circumstance and BMI. In the 
NWG, from 20∼29 yrs, total femur,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BMD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
lations with weight and fat mass, whereas they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vitamin D. In 
the WG, from 30∼39 yrs, total femur and femoral neck BMD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weight and free fat ma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BMD of young adult women is insufficient re-
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us. Therefore, practical and systematic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BMD of young adult women as well as to maintain healthy bon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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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격은 신체를 지탱해주고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골격은 연령

이 증가하면서 매일 조금씩 소실되고 소실된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골 흡수(bone resorption)와 골 형성

(bone formation)이 반복되어 골 재형성(bone remodel-
ing)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사 기관이다(Heaney 등 

1982; Raisz 1988). 골격은 성장기에 꾸준히 형성되

어 성장이 끝난 후 최대치를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

할수록 골 소실이 일어나는데(Moon & Kim 1998), 
35세를 전후로 최대 골 질량에 이르게 되고, 이후에 

골 흡수와 골 형성 간에 균형을 유지하다가 35세∼

45세부터 소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o 
등 2008). 골다공증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골절이 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골다공증의 유발요인은 다요인적이고 복합적

인 것으로 환경요인 중 영양적 요인, 특히 칼슘 결

핍이 골격 손실에 크게 관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Yano 등 1985; Heaney 등 1997).
골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섭취부족(Hong & Yu 1994; Holick 
1996), 동물성 단백질, 염분 또는 섬유질의 과다섭취

(Chang 등 1997; Yu 등 1998), 음주(Holbrook & 
Barrett-Connor 1993) 등이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인자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 및 생리적인 요인

으로는 난소절제, 낮은 체질량지수(Lee & Kim 1998) 
및 운동부족(Lee 1996; Satsuda 등 2003; Miyake 등 

2005), 신체구성과 체력(Chung 등 2008) 등도 골밀도

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호르몬과 폐경

에 의한 영향(Choi & Lee 1996)도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는데 20∼50대 연령계층의 골밀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Choi 등 2007; Kim & Koo 
2007; Koo 등 2008)에서 20대, 30대 연령계층의 골

밀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여성

을 포함한 Ahn 등의 연구(2005)에서 골감소증이 

38.4%인 결과는 폐경 여성들에서 나타난 30∼40%와 

유사한 것으로(Ahn 등 2009) 우리나라 젊은 성인 여

성들의 골 건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대 

골 질량 형성시기에 있는 20대, 30대 연령계층의 여

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그 

일환으로 젊은 여성의 직업유무에 따른 골밀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

서 제5기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를 실시해온 자료 중에서 2010년, 2011년 2개 연도

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령계층은 서울시에 거

주하는 20∼29세, 30∼39세 두 연령계층의 여성만을 

선정하였고, 직업군과 무직군으로 분류하였다. 골밀

도에 미치는 신체적 특성, 생화학적 요인을 규명하

여 성인여성의 골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시된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

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대, 30대 성인여성 중

에서 기본 검진자와 골밀도 자료가 일치하는 322명
을 선정하였다. 성인여성의 대상자는 직업유무에 따

라 직업군(working group, WG)과 무직군(non-working 
group, NWG) 등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이동검진센터에서 검진 당

일 실시된 검진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검진조사는 

신장, 체중,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및 제지방량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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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29 yr

T-test
30∼39 yr

T-test
WG1) (n=62) NWG2) (n=54) WG (n=94) NWG (n=112)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4) (kg/m2)
Waist circumference (cm)
Body fat (%)
Fat mass (kg)
Free fat mass (kg)

 25.2±0.633)

160.2±0.98
 55.4±2.89
 21.6±0.97
 69.9±2.53
 30.5±1.38
 17.3±1.79
 38.0±1.17

 25.7±0.87
161.0±1.24
 53.5±1.87
 20.6±0.73
 68.3±1.51
 28.5±1.63
 15.3±1.39
 37.8±0.88

0.5762
0.5819
0.5504
0.4361
0.5655
0.2778
0.3364
0.8821

 35.2±0.53
160.4±1.11
 52.9±1.12
 20.6±0.48
 69.9±1.16
 29.2±1.40
 15.5±0.92
 37.1±0.76

 34.5±0.67
160.4±1.02
 56.3±1.25
 22.0±0.56
 73.4±1.34
 30.4±1.04
 17.3±0.94
 39.1±0.58

0.3105
0.9987
0.0238*
0.0357*
0.0237*
0.4157
0.1023
0.0299*

BMI

  Underweight (BMI＜18.5)
  Normal (18.5≥BMI＜25)
  Obesity (25≤BMI)

13 (20.97)5)

44 (70.97)
 5 ( 8.06)

12 (22.22)
35 (64.81)
 7 (12.97)

χ
2=0.1742

 5 ( 5.32)
72 (76.60)
17 (18.08)

11 ( 9.82)
88 (78.57)
13 (11.61)

χ
2=0.0348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4) BMI: Body mass index (kg/m2) 
5) N (%)
*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정하였고, 신장과 체중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신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BMI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만분류 기준에 따라 저체중군(18.5 kg/m2 미
만), 정상군(18.5∼25 kg/m2), 비만군(25 kg/m2 이상)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대퇴부 전체 골밀도(total femur BMD, g/cm2), 대

퇴 경부 골밀도(femoral neck BMD, g/cm2), 요추골밀

도(lumbar spine BMD, g/cm2)는 이중에너지 X-선 흡

수방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하였다. 혈액검사 항목은 총콜레스테롤, HDL-콜
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비타민 D, al-
kaline phosphatase(ALP)로 채혈 전 공복여부, 당뇨병

과거력, 채혈부적응증 등을 확인한 후 15 ml 정도 

채혈하고, 적절한 검체처리를 하여 (재)씨젠의료재단

(https://www.seegenemedical.com)에 분석을 의뢰하였

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에서 공개한 원

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에서 ‘기본데

이터베이스의 건강설문, 검진 및 영양’과 ‘검진의 골

밀도 및 체지방검사’가 일치하는 것만을 추출하였

다. 신체 계측치, 생화학 요인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냈고, 직업유무에 따른 신체 계측치 및 골밀도 

측정치의 두 집단 간 유의성 검증은 SAS의 proc 
surveymeans와 proc surveylogistic을 사용하였다. 통계

적으로 유의성 검증은 α=0.05 수준에서 수행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연구대상자 수는 20대의 직업군 62명(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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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29 yr

T-test
30∼39 yr

T-test
WG1) (n=62) NWG2) (n=54) WG (n=94) NWG (n=112)

BMD3) (g/cm2)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0.8835±0.034)

  0.7740±0.03
  0.9961±0.02

  0.8499±0.05
  0.7597±0.05
  0.9625±0.05

0.4381
0.7473
0.4758

  0.8416±0.02
  0.7372±0.02
  0.9757±0.03

  0.8633±0.02
  0.7465±0.02
  0.9706±0.03

0.3796
0.6705
0.8628

T-score5)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0.2839±0.24
－0.0746±0.21
－0.2573±0.25

－0.0077±0.40
－0.3795±0.45
－0.4149±0.44

0.4392
0.4561
0.7033

－0.0772±0.17
－0.2643±0.22
－0.6175±0.17

  0.1100±0.18
－0.3072±0.23
－0.5204±0.15

0.3858
0.8678
0.6370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Diastolic

   102.8±1.73
    69.2±0.92

   104.2±1.53
    68.6±1.50

0.7547
0.5544

   108.0±1.62
    71.0±1.17

   103.2±1.77
    69.8±1.54

0.4661
0.0434*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3) BMD: Bone mineral density
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5) T-score=Subject's BMD-Young adult BMD/Standard deviation of young adult value (20∼49 years)
*P＜0.05

Table 2. Bone mineral density, T-score, and blood pressure of the subjects.

세), 무직군 54명(25.7세), 30대의 직업군 94명(35.2
세), 무직군 112명(34.5세) 등 총 322명이었다. 신장

은 20대 각각 160.2 cm와 161.0 cm, 체중은 55.4 kg, 
53.5 kg이었다. 30대에서는 체중이 각각 52.9 kg, 
56.3 kg으로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BMI는 20대에서 직업군, 무직군 각

각 21.6 kg/m2, 20.6 kg/m2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나 30대는 각각 20.6 kg/m2, 22.0 kg/m2으로 직업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허리둘레는 20대는 직

업군 69.9 cm, 무직군 68.3 cm로 유의적 차이는 없

었으나, 30대에서는 각각 69.9 cm, 73.4 cm으로 유의

적 차이를 보였다(P＜0.05). 체지방률은 20대 각각 

30.5%, 28.5%, 30대는 29.2%, 30.4%, 체지방량은 20
대 각각 17.3 kg, 15.3 kg, 30대는 15.5 kg, 17.3 kg으
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지방량은 20대
에서 직업군 38.0 kg, 무직군 37.8 kg으로 유의적 차

이는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직업군 37.1 kg, 무직군 

39.1 kg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BMI를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으로 분류한 결

과 20대의 저체중군은 직업군, 무직군이 각각 

20.97%, 22.22%, 30대에서는 5.32%, 9.82%였다. 20대
의 정상군은 각각 70.97%, 64.81%, 30대는 각각 

76.60%, 78.57%였다. 비만군은 20대가 각각 8.06%, 

12.97%, 30대는 18.08%, 11.61%였다.

2. 골밀도

대상자의 골밀도를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0대는 대퇴부 전체 골밀도(total femur BMD)는 직

업군, 무직군 각각 0.8835 g/cm2, 0.8499 g/cm2이고, 
대퇴 경부 골밀도(femoral neck BMD)는 0.7740 
g/cm2, 0.7597 g/cm2, 요추 골밀도(lumbar spine BMD)
는 0.9961 g/cm2, 0.9625 g/cm2로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30대는 대퇴부 전체 골밀도에서 각

각 0.8416 g/cm2, 0.8633 g/cm2이었고, 대퇴 경부 골밀

도는 0.7372 g/cm2, 0.7465 g/cm2, 요추 골밀도는 

0.9757 g/cm2, 0.9706 g/cm2이었다. 
T-score는 골절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골 질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

와 비교한 값이다(Koo 등 2008). T-score는 20대에서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직업군, 무직군 각각 0.2839, 
－0.0077, 대퇴 경부 골밀도는 －0.0746, －0.3795, 
요추 골밀도는 －0.2573, －0.4149였다. 30대의 경우 

대퇴 경부의 T-score는 직업군, 무직군 각각 －0.2643, 
－0.3072였고, 다른 부위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20대의 수축기혈압은 직업군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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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29 yr

T-test 
30∼39 yr

T-test
WG1) (n=62) NGW2) (n=54) WG (n=94) NWG (n=112)

Tota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Vitamine D (ng/ml)
Alkaline phosphatase (IU/L)

 176.0±5.53)

  60.0±2.1
 106.1±7.9
  81.0±10.1
  12.6±1.0
 163.5±10.2

171.3±5.4
 68.6±3.1
 86.7±7.4
 82.5±11.4
 14.1±0.9
185.5±21.9

0.5502
0.0451*
0.0729
0.9185
0.2476
0.2438

176.2±4.4
 60.9±2.2
103.0±4.8
 81.5±6.6
 12.8±0.8
176.8±9.0

183.1±5.8
 59.8±2.4
110.5±3.6
 84.1±8.7
 13.8±1.0
204.5±9.4

0.3166
0.7113
0.2910
0.8021
0.4367
0.0488*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P＜0.05

Table 4. Biochemical measurement of the subjects.    

Variables
20∼29 yr

χ
2-test

30∼39 yr
χ

2-test
WG1) (n=62) NWG2) (n=54) WG (n=94) NWG (n=112)

Normal3)

Osteopenia4)

Osteoporosis5)

 36 (58.1)6)

 18 (29.0)
  8 (12.9)

 27 (50.0)
 17 (31.5)
 10 (18.5)

0.5287
  51 (54.3)
  24 (25.5)
  19 (20.2)

 62 (55.4)
 27 (24.1)
 23 (20.5)

0.6131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3∼5)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normal, osteopenia or osteoporosis based on the individual T-score; Normal: T≥－1.0, Osteopenia: －1.0

＜T≤－2.5, Osteoporosis: T＜－2.5
6) N (%)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bone status.

mmHg, 무직군 104.2 mmHg, 이완기혈압은 각각 69.2 
mmHg, 68.6 mmHg였다. 30대의 수축기혈압은 각각 

108.0 mmHg, 103.2 mmHg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

으나, 이완기혈압은 71.0 mmHg, 69.8 mmHg으로 유

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에서 제시한 기

준에 근거하여 T-score를 정상(Normal), 골감소증

(Osteopenia), 골다공증(Osteoporosis) 등 3군으로 분류하

였으며 Table 3과 같다.
20대의 정상군은 직업군 58.1%, 무직군 50.0%, 골감

소증군은 각각 29.0%, 31.5%, 골다공증군은 12.9%, 
18.5%였다. 30대의 정상군은 직업군 54.3%, 무직군 

55.4%였으며, 골감소증은 각각 25.5%, 24.1%, 골다공증

은 20.2%, 20.5%였다. 이러한 결과는 34세까지 골 질량 

형성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 건강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생화학적 조사

혈액조성을 파악한 생화학적 조사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20대에서 총콜레스테롤은 직업군 176.0 
mg/dl, 무직군 171.3 mg/dl, HDL-콜레스테롤은 각각 

60.0 mg/dl, 68.6 mg/dl(P＜0.05), LDL-콜레스테롤은 

106.1 mg/dl, 86.7 mg/dl이었다. 중성지방은 각각 81.0 
mg/dl, 82.5 mg/dl, 비타민 D는 직업군이 12.6 ng/ml
으로 무직군의 14.1 ng/ml, alkaline phosphatase(ALP)
는 직업군 163.5 IU/L, 무직군 185.5 IU/L이었다. 20
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업군이 혈액조성에서 무직

군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다. 
30대의 총콜레스테롤은 직업군 176.2 mg/dl, 무직

군 183.1 mg/dl, HDL-콜레스테롤은 각각 60.9 mg/dl, 
59.8 mg/dl, LDL-콜레스테롤은 103.0 mg/dl, 110.5 
mg/dl이었다. 중성지방은 각각 81.5 mg/dl,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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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29 yr

WG1) NWG2)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fat
Fat mass
Free fat mas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0.21757
  0.46758
  0.59453*
  0.57139*
  0.30781
  0.41126
  0.49419
  0.02898
  0.08868

－0.15877
  0.30649
  0.38038
  0.37446
  0.23873
  0.29143
  0.29439
－0.12118
－0.13489

－0.08228
  0.46838
  0.55682*
  0.52794*
  0.45374
  0.48885*
  0.41337
  0.10640
  0.23453

－0.01840
  0.62276*
  0.56200*
  0.65735**
  0.60313*
  0.67184**
  0.22630
－0.32921
－0.06630

  0.17657
  0.65400**
  0.51461
  0.57848
  0.48972
  0.60997*
  0.35368
－0.29461
  0.00599

  0.03510
  0.65189*
  0.48723
  0.61920*
  0.63232*
  0.69846**
  0.32277
－0.10643
－0.22658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Vitamin D
Alkaline phosphatase

－0.20187
－0.44829
  0.05378
  0.31663
－0.14800
  0.06187

－0.10742
－0.27977
－0.02595
  0.30641
－0.14502
－0.07880

－0.13343
－0.17615
  0.00518
  0.33672
－0.18347
－0.16348

  0.39127
  0.25166
  0.28550
－0.47439
－0.65234**
  0.33873

  0.31875
  0.26164
  0.22866
－0.40712
－0.64213**
  0.45434

  0.44459
  0.11535
  0.55016
－0.31884
－0.58986*
  0.42708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P＜0.05, **P＜0.01, Significant determin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tors and bone mineral density of the subjects.

mg/dl, 비타민 D는 직업군이 12.8 ng/ml, 무직군은 

13.8 ng/ml이었다. ALP는 직업군 176.8 IU/L, 무직군 

204.5 IU/L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30대에

서도 혈액조성이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하여 바람직

한 결과를 나타냈다.

4. 골밀도와 제요인과의 상관성

골밀도와 제요인과의 상관관계를 20대는 Table 5
에, 30대는 Table 6에 각각 나타냈다. 20대에서는 직

업군에서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허리둘레, BMI와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요추 골밀도는 허

리둘레, BMI, 체지방량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업군에서는 혈액성분과는 유의적 상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무직군은 모든 부위의 골밀

도가 체중, 체지방량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위는 달랐지만 골밀도가 허리둘레, BMI, 체지방률

에서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모든 

부위의 골밀도가 비타민 D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다른 혈액성분과는 유의적인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30대의 직업군은 대퇴골 전체 골밀도, 대퇴 경부 

골밀도가 체중 및 제지방량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무직군은 대퇴골 전체 골밀도는 체

중과 BMI, 대퇴 경부 골밀도는 체중, 허리둘레, 
BMI, 제지방량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요추 

골밀도는 체중과 유의적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군에서 요추 골밀도가 총콜레스테롤 및 HDL-콜
레스테롤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무직

군은 혈액성분과 유의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서울지역 20∼30대 성인여성의 직업

유무에 따른 골밀도 상태와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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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30∼39 yr

WG1) NWG2)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spine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fat
Fat mass
Free fat mas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0.10116
 0.47021*
 0.32611
 0.36395
 0.07021
 0.20740
 0.41243*
 0.03783
 0.08322

 0.36413
 0.39441*
 0.18900
 0.13874
－0.01702

 0.11414
 0.41178*
 0.03583
－0.07266

 0.12979
 0.36035
 0.18473
 0.25811
 0.18652
 0.25336
 0.22518
－0.11687
－0.15533

－0.32171
 0.44431*
 0.33146
 0.51930**
 0.14991
 0.27005
 0.36460
 0.08825
 0.01087

－0.17955
 0.49272**
 0.38627*
 0.49719**
 0.07681
 0.25470
 0.49692**
 0.16595
 0.12644

－0.43299*
 0.18481
 0.02245
 0.34307
－0.00767
 0.03865
 0.13958
－0.08030
－0.14526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Vitamin D
Alkaline phosphatase

－0.12766
－0.32904

 0.08957
 0.06427
 0.20931
－0.04837

－0.21157
－0.33694
－0.07408

 0.19563
 0.16279
－0.12923

－0.41522*
－0.42579*
－0.73806

 0.04584
 0.03386
 0.00600

－0.01091
－0.24605

 0.06123
 0.24713
 0.07454
－0.05128

 0.08286
－0.15953

 0.16652
 0.27186
 0.11638
－0.07556

－0.01350
－0.13582
－0.01400
－0.05877
 0.00121
－0.16008

1) WG: Working group
2) NWG: Non-working group
*P＜0.05, **P＜0.01, Significant determin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tors and bone mineral density of the subjects.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골 질량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성장, 강화, 소실 등 3단계로 분류한다. 
골 질량은 사춘기부터 증가가 가속화되어 30대에 

최대가 되고 그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Kim & Kim 2003).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는 대퇴

부, 목, 척추 등에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뚜렷한 증

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며, 완전한 치유방법이 없

으므로 최대 골질량을 갖도록 하는 것과 골 손실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Kim 등 2009). 
골밀도와 신체 계측치의 상관성 분석에서 전반적

으로 골밀도가 체중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Youk 2004; Kim & Koo 
2008)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체중과 골밀도의 관

련성에 대하여 Reid 등(1992)은 체중이 골조직에 기

계적 자극을 주어 골형성을 촉진시키며, 체지방은 

부신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장소로 

가능하므로 골 대사에 대한 에스트로겐 작용을 강

화시켜 골밀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여 발표

한 바 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유지는 골밀도를 건

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되

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대, 30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유의적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30대는 골밀도가 BMI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선행연구(Choi & Kim 2008)에서도 

BMI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한 결과와 동

일하였다. 즉 체중과 BMI는 신체에 하중을 주어 뼈

의 밀도를 높이고, 골밀도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골다공증 위험률을 낮추

는 주요인자로 제시되고 있다(Ahn 등 2005). 본 조

사대상자의 BMI는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고 전반적

으로 골밀도와 BMI가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BMI를 유지하는 것 또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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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정 체중 및 BMI 
유지와 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지방량의 경우는 30대에서 골밀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다른 연구결과(Kim 
& Kim 2003: Kim & Koo 2008)에서도 골밀도와 제

지방량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골격

건강을 유지하는데 체단백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Choi & Kim 2008) 결과와 동일하였다. 
조사 결과 20대에서는 골밀도가 제지방량과 유의적 

관련성이 없었으나 30대의 직업군은 대퇴골 전체 

및 대퇴 경부 골밀도가 제지방량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무직군은 대퇴 경부 골밀도에서 

제지방량과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 나타냈다. 일
부 연구에 의하면 골밀도와 체지방과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성(Hus 등 2006; Zhao 등 2007)을 나타내

거나 또는 양의 상관성(Reid 등 1992; Chen 등 1997)
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근육량, 제지방량

과 골밀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연구들(Wang 등 

2005; Jang 등 2006; Kim 등 2008; Park 등 2009)에
서는 양의 상관성에서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고, 최

근에는 근육량보다 근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

(Sirola 등 2006a; Sirola 등 2006b)도 발표된 바 있다. 
20대에서는 골밀도와 제지방량과 유의적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30대의 직업군은 대퇴골 전체 

및 대퇴 경부 골밀도에서, 무직군은 대퇴 경부 골밀

도에서 유의적 상관성을 보여 직업보다는 활동성에 

더 관심을 두고 상관성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보인

다. 위의 여러 연구를 통해 근육량이나 제지방량이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므로 적정 제지방량

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요구되며(Kang 
2009) 특히 젊었을 때부터 생활습관을 포함하여 제

지방량을 증대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총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Kim 등 2009)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는

데 30대의 직업군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무직군

에 비하여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았고, 직업

군에서 요추 골밀도가 총콜레스테롤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oo (2013)의 연구에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 

골위험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상태가 정상군에 비

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따
라서 식품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도 골밀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식생활개선

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D의 결핍을 3단계로 보았을 때 경증은 10

∼20 ng/ml, 중등증은 5∼10 ng/ml, 중증은 5 ng/ml 
이하(Lips 등 2001)로 보면 본 대상자는 모두 12.6∼
14.1 ng/ml의 범위에 있어 경증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적절한 비타민 D 농도를 30 ng/ml 이상으로 

하였을 때 조사대상자의 평균 비타민 D의 수준에 

문제를 나타냈으며 생활습관 및 환경 등 복잡한 영

향의 결과로 생각된다(Chung 등 2009). 나이가 노화

가 진행되면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감소

하므로 노인에게서 비타민 D 영양상태가 불량할 것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젊은 

층의 비타민 영양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난 결과(Kim & Kang 2012)와 같았다. 분석 결과 20
대의 무직군에서 모든 부위의 골밀도가 비타민 D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30대에서는 상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Lim 등(2012)의 연구에서 

골밀도와 혈중 비타민 D 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0∼40세 여성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고 하였다. 혈중 비타민 D는 칼슘을 조절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Mun 등 2013) 골 

건강과 관련하여 필수적 요소이므로 비타민 D를 충

분히 섭취하고 실외활동을 통해 햇빛을 충분히 쬐

는 등 생활습관을 통해 정상수치를 유지할 필요성

이 크다고 생각된다.
골형성지표인 ALP는 조골세포(osteoblast)에서 생

성되어 세포막에 존재하는데, 골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고 하며,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의 경우 유의하

게 상승한다고 한다(Yeo 등 2008).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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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하여 낮았고, 30대에서는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하

여 ALP가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T-score 측정 결과 20대 직업군의 대퇴골 전체 골

밀도와 30대 무직군의 대퇴골 전체 골밀도 외에 전

반적으로 음(－)의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음(－)
의 값을 보인 결과는 20∼30대의 젊은 여성의 골밀

도에 관한 연구(Koo 등 2008)에서 조사대상자 모두 

T-score가 －1.0 이하로 골감소증에 속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Choi(2010)의 연구에서도 평균 

20.04세인 대상자의 T-score가 －0.83라 하여 본 연

구의 대상자 경우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 
T-score를 근거로 정상군,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분류한 결과 20대에서 골감소증 29.0∼31.5%, 골다

공증 12.9∼18.5%의 범위인 것과 30대군에서 골감소

증 24.1∼25.5%, 골다공증 20.2∼20.5%인 점을 고려

할 때 골 건강의 적신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에서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해 골건강이 

양호한 것은 활동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비해 골감소증과 골

다공증의 비율이 높아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활

동성이 많은 젊은 나이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다각적 원인분석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며, 이의 실행

과 보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직

장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골밀도의 증가와 골 건강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여

성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2006년을 기준으로 5년 사

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20∼30대는 

최대 골 질량 형성기이고 임신, 출산을 겪게 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Koo 등 2008) 이들의 골 건강 등

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일로 골다공증 발생률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
행 연구(Choi & Chung 2013)에서 직업여성의 정상

군은 78.2%, 골다공증 비율은 여자 35세 이상에서만 

3.8%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정상 비율이 더 낮았고, 
골다공증 비율은 더 높았다. 서울지역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oo 2008)에 비해서도 본 

연구의 정상비율은 낮았고, 골감소증 비율은 높았다. 
동일한 연령의 젊은 여성(20∼39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ng & Lee 2013)에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비율은 각각 32.8%와 2.0%라 하여 본 조사에서 골

감소증 비율은 낮았으나 골다공증 비율이 더 높아 

골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마

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

동과 운동을 들 수 있는데, 활발한 신체활동은 성인

기의 골 손실을 방지하고(Heinonen 등 1996), 젊은 

시절에 골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Bailey 등 1999). 또한 규칙적

인 신체활동은 골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Choi 2010), Hus 등

(2006)의 연구에서도 활발한 신체활동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체적 활

동의 강도가 클수록 골 조직에 가해지는 기계적 힘

의 크기도 커지며 이러한 기계적 힘이 골의 강도를 

증가시키므로 규칙적 신체활동은 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Choi 
2010). 또한 신체활동이 골감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신체의 유연성, 균형감각, 반응시간을 향상시

킴으로써 골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Kim 
& Koo 2008). 본 조사에서 신체활동이 더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의 정상에 속하는 비율이 20
대에서는 높았으나, 30대에서는 차이가 없어 신체활

동 외에 다른 복합적 요인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 직업군이 무직

군에 비하여 활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에 따라 골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골

밀도 분석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두 군 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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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비만을 예방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과 골

건강 증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업군, 
무직군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량을 높이

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골다공증 비율은 젊은 연령에 비해 높았고 대상자

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 비율이 높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Hwang(2009)의 조사대상자의 연

령에 따라 골밀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골다공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동일하였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에 대하여 실측치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한 결과 분석이 이용되지 않은 점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

다. 
위의 결과로 볼 때 대상자가 20대와 3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젊은 나이에서 나

타나는 낮은 골밀도에 대한 원인을 찾고 관리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골다공증은 특별

한 치료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

며,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으로의 이환이 진행되므로, 
골밀도가 감소되는 중년기 이후보다 골 질량이 형

성되고 최고 발달시기인 20대와 30대에 적극적인 관

리와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9세, 30∼39세의 두 연령

계층의 여성을 선정하여 직업군과 무직군으로 분류

하여 골밀도, 신체적 특성 및 생화학적 요인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20대 직업군 62명, 무직군 54명, 30대 

직업군 94명, 무직군 112명으로 총 322명이었다. 
신장과 체중은 20대 각각 160.2 cm, 55.4 kg와 

161.0 cm, 53.5 kg이었고, 30대는 신장이 두 군 

모두 160.4 cm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체

중은 각각 52.9 kg, 56.3 kg으로 유의적 차이가 

났다(P＜0.05). 직업군이 무직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낮았다(P＜0.05). 20대의 BMI는 각각 21.6 
kg/m2, 20.6 kg/m2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0대는 20.6 kg/m2, 22.0 kg/m2으로 직업군이 유의

적으로 낮았다(P＜0.05). 허리둘레는 20대는 직업

군 69.9 cm, 무직군 68.3 cm이었고, 30대에서만 

각각 69.9 cm, 73.4 cm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0.05). 제지방량은 20대에서 직업군 38.0 kg, 무

직군 37.8 kg이었고, 30대에서만 직업군 37.1 kg, 
무직군 39.1kg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BMI 분류에서 20대의 정상군은 각각 70.97%, 
64.81%, 30대는 76.60%, 78.57%이었다. 비만군은 

20대가 각각 8.06%, 12.97%, 30대는 18.08%, 
11.61%이었다.

2. 20대는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각각 0.8835 g/cm2, 
0.8499 g/cm2, 대퇴 경부 골밀도 0.7740 g/cm2, 
0.7597 g/cm2, 요추 골밀도는 0.9961 g/cm2, 0.9625 
g/cm2로 직업군, 무직군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

었으며, 30대에서는 요추 골밀도가 각각 0.9757 
g/cm2, 0.9706 g/cm2이었고, 다른 부위에서도 직업

군, 무직군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T-score는 20대에서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직업

군, 무직군 각각 0.2839, －0.0077, 대퇴 경부 

골밀도는 각각 －0.0746, －0.3795, 요추 골밀도

는 각각 －0.2573, －0.4149였다. 30대의 경우 대

퇴 경부의 T-score는 직업군, 무직군 각각 －0.2643, 
－0.4149였고, 다른 부위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의 혈압은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30대의 수축기혈압은 각각 

108.0 mmHg, 103.2 mmHg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

었으나 이완기혈압은 71.0 mmHg, 69.8 mmHg으
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골격상태는 20
대의 정상군은 직업군 58.1%, 무직군 50.0%, 골감

소증군과 골다공증군은 각각 29.0%, 31.5%와 12.9%, 
18.5%였다. 30대의 정상군은 직업군 54.3%, 무직군 

55.4%, 골감소증은 각각 25.5%, 24.1%, 골다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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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5%였다. 
4. 20대의 총콜레스테롤은 직업군 176.0 mg/dl, 무직

군 171.3 mg/dl, HDL-콜레스테롤은 60.0 mg/dl, 
68.6 mg/dl(P＜0.05), LDL-콜레스테롤은 106.1 mg/ 
dl, 86.7 mg/dl이었다. 중성지방은 81.0 mg/dl, 82.5 
mg/dl, 비타민 D는 직업군이 12.6 ng/ml, 무직군 

14.1 ng/ml, ALP는 각각 163.5 IU/L, 185.5 IU/L이

었다. 30대의 총콜레스테롤은 각각 176.2 mg/dl, 
183.1 mg/dl, HDL-콜레스테롤은 60.9 mg/dl, 59.8 
mg/dl, LDL-콜레스테롤은 103.0 mg/dl, 110.5 mg/dl
이었다. 중성지방은 81.5 mg/dl, 84.1 mg/dl, 비타

민 D는 직업군이 12.8 ng/ml, 무직군은 13.8 ng/ml
이었다. ALP는 직업군 176.8 IU/L, 무직군 204.5 
IU/L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5. 골밀도와 제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20대에서는 

직업군에서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허리둘레, BMI
와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요추 골밀도

는 허리둘레, BMI, 체지방량과 유의적인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무직군은 모든 부위의 골밀

도가 체중, 체지방량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 비타민 D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30대의 직업군은 대퇴골 전체 골밀도, 대퇴 

경부 골밀도가 체중 및 제지방량과 유의적인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직군은 대퇴골 전체 골밀

도는 체중과 BMI, 대퇴 경부 골밀도는 체중, 허리둘

레, BMI, 제지방량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요추 골밀도는 체중과 유의적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직업군에서 요추 골밀도가 총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결과적으로 직업유무에 따른 골밀도에서 직업군

이 무직군에 비하여 골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

었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대상자의 정상군 

비율이 20대 50.0∼58.1%, 30대 54.3∼55.4%로 높지 

않았고, 골다공증 비율은 20대 12.9∼18.5%, 30대 

20.2∼20.5%였다. 따라서 20대, 30대의 젊은층의 낮

은 골밀도에 대한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30대에서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골격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성인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높이고, 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사회

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인 

스스로도 골 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기 위한 중요성

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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