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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bone mineral density (BMD) in 
Korean adult women (20∼80≤ yr). Data on BMD, anthropometric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and body fat), and biochemical (total cholesterol, vitamin D, and alkaline phosphatase) meas-
urements were obtained from the Fourth and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2008∼2011). Overall, the BMD of subjects had decreased from year to year: the T-scores de-
creased from 0.657 (2008∼2009) to 0.295 (2010∼2011) in 40∼49 yr group and from 0.076 to －0.081 in 
50∼59 yr group. Ag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MD (T-scores of 0.388 in 20∼29 yr group and －1.952 in 
≥80 yr group for total femoral). BMD continuously increased with increased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High values of total cholesterol (T-scores of －0.005 in 201∼229 mg/dL group and －0.094 in ≥230 
mg/dL group for total femoral) and alkaline phosphatase (T-scores of 0.481 in ≥102 IU/L group and －0.674 
in ≥336 IU/L group for total femoral) were associated with lower BMD. Overall height, weight, and BMI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MD, whereas total cholesterol and alkaline phosphatase (ALP) were neg-
atively associated with BMD.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bone loss may be associated with vari-
ous factors such as age, weight, BMI, total cholesterol, and ALP et al., and that muc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bone health of adult women. Therefore, practical and systematic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BMD of adult women as well as to maintain healthy bon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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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밀도는 골격 단위면적당 골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며(Kim 2003), 20대∼30대 초반 시기에 최대 골량

이 형성되고 그 후 골소실이 진행된다고 한다(Kim 

& Kim 2003).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 

이상으로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유병률이 계속 증

가하고 있다(Chung 2008; Wang 등 2012). 

2010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 4년간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연평균 13%씩 증

가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13배 정도

이며(Choi 등 2012),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19.3%(약 251만명)가 골다공증 환자일 것으

로 추정하고 있는데, 향후 그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Chung 2010). 또한 여

성의 평균수명이 84.5세(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b)로 늘어나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골 건강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골다공증이 건강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Kim & Koo 2008). 국민 

대상 조사 결과(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a) 골다공증은 전체 17.4%로 남성은 3.9%, 여성

의 경우는 27.7%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골다공증에 이환되면 이로 인해 활동적 삶이 제

약되며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사망위험이 증가하게 

된다(Wang 등 2012). 최대 골량의 형성은 유전적 인

자와 생활습관, 영양 등을 포함한 환경적 인자에 의

해 결정된다(Kang 2009). 유전적 요인은 성, 인종, 

신체크기 등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며 또한 골다공증 

위험인자 중 유전적 성향은 46∼80%로 강한 편이라

고 한다(Chung 2008). 환경적 인자 중 생활습관 요

인에는 신체활동, 체중관리, 음주, 흡연, 영양섭취 

등이 포함되고(Wosje 등 2000; Kim & Kim 2001; 

Han & Cho 2002; Chae 등 2003; Kim 등 2004) 이러

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 및 조절

이 가능하다(Kang 2009). 골다공증이 발생한 후에는 

골형성을 촉진시키고 골질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적

인 방법이 없고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에서 1/3 이

상이 골절손실이 있고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뚜렷

한 증상없이 서서히 진행되며 완전히 치유하기 어

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Kim & 

Kim 2003; Kim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2011년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성인여성

의 골밀도와 연령,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 체지

방률 등 신체적 특성과 총콜레스테롤, 비타민 D, al-

kaline phosphatase(ALP) 등 생화학적 특성과의 관련

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한국 성인여성의 연도별 

골밀도 상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시된 ‘제4차(2008∼2009년) 및 제5차(2010∼201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를 바탕으로 20세 이

상의 한국 성인여성 중에서 기본 검진자와 골밀도 자료

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 변수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이동검진센터에서 검진 당

일 실시된 검진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검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신

장,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률 및 신장과 체중의 실

측치를 이용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를 이용하였으며, 혈액검사 항목 중에서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 혈중 비타민 D 농도 및 혈중 alka-

line phosphatase(ALP) 농도 등의 항목을 연구에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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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20∼29 yrs 30∼39 yrs 40∼49 yrs 50∼59 yrs 60∼69 yrs 70∼79 yrs ≥80 yrs F-value

Height (cm) 161.5±5.511)

(140.6∼179.0)2)
159.6±5.27

(141.9∼176.7)
157.7±5.40

(134.5∼174.7)
155.6±5.19

(127.9∼172.6)
153.3±5.34

(131.5∼171.0)
149.6±5.57

(133.2∼168.8)
147.0±5.69

(130.5∼166.3)
534***

Weight (kg)  56.3±10.12
(39.0∼112.9)

57.1±9.44
(38.4∼101.9)

 58.6±8.78
(35.9∼113.6)

58.8±7.99
(34.7∼96.7)

57.4±8.25
(36.0∼96.8)

53.7±8.71
(33.0∼82.3)

49.6±7.72
(31.1∼72.3)

 51***

BMI3) (kg/cm2) 21.5±3.63
(15.6∼46.2)

22.4±3.49
(15.2∼39.3)

 23.5±3.26
(16.8∼40.5)

24.3±3.03
(14.0∼41.9)

24.4±3.15
(16.3∼40.8)

23.9±3.34
(14.7∼37.6)

22.9±3.08
(16.1∼30.6)

 90***

Waist circumference
 (cm)

72.0±9.61
(55.3∼127.0)

75.2±9.41
(55.5∼110.7)

 77.9±8.60
(57.3∼113.0)

81.4±8.73
(54.5∼121.9)

83.8±8.80
(58.0∼124.0)

82.9±10.28
(36.2∼113.5)

80.1±9.69
(61.3∼104.2)

189***

Body fat (%) 30.8±5.53
(15.5∼53.8)

31.0±5.41
(12.9∼47.5)

 32.0±4.94
(14.3∼55.8)

33.4±4.89
(13.7∼50.7)

33.7±5.08
(16.5∼48.9)

33.3±6.09
(12.0∼47.8)

32.0±5.63
(15.4∼45.1)

 46***

Total cholesterol
 (mg/dL)

167.3±27.36
(102.0∼284.0)

174.0±30.53
(80.0∼337.0)

 185.4±32.11
(77.0∼342.0)

201.3±36.30
(93.0∼358.0)

199.9±36.93
(80.0∼364.0)

201.0±34.76
(112.0∼319.0)

195.8±35.29
(115.0∼299.0)

149***

Vitamin D (ng/mL) 15.7±5.45
(4.8∼37.3)

17.3±5.86
(5.1∼41.5)

 17.3±6.13
(3.7∼42.0)

19.2±6.91
(3.1∼57.0)

19.8±7.39
(4.8∼50.8)

20.0±7.68
(2.0∼67.0)

18.5±7.80
(4.7∼37.0)

 48***

Alkaline phosphatase
 (IU/L)

187.9±58.15
(62.0∼582.0)

181.9±55.32
(44.0∼521.0)

 181.6±50.77
(68.0∼528.0)

 243.8±76.31
(89.0∼1067.0)

255.2±78.52
(71.0∼961.0)

256.9±77.39
(71.0∼562.0)

261.8±76.66
(117.0∼493.0)

268***

1) Means±SD
2) Minimun∼maximum
3) BMI: Body mass index
***P＜0.001

Table 1. Average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values of the subjects (2008∼2009).

3. 골밀도 관련 변수

골밀도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방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에 의한 X선 골밀도 측

정기(DISCOVERY-W fan-beam densitometer, Hologic, 

In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한 대퇴부 전체 골밀도 

(total femur), 대퇴 경부 골밀도(femoral neck), 요추 

골밀도(lumbar spine)의 T-score를 이용하였다. T-score

는 골절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골질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

한 값이다(Koo 등 2008). 세 부위의 T-score와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 등 신체계측치와 혈

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비타민 D 농도 및 혈중 alka-

line phosphatase(ALP) 등의 생화학적 요인을 골밀도

와 관련한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Korea Cen-

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에서 공

개한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에서 

‘기본데이터베이스의 건강설문, 검진 및 영양’과 ‘검

진의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가 일치하는 것만을 추

출하였다. 신체 계측치와 생화학 요인은 평균과 표

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연도에 따른 골밀도 변화 

및 신체계측치와 생화학적 수치와의 유의성 및 상

관성 검증은 SAS의 proc surveymeans와 proc survey-

logistic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증은 α

=0.05 수준에서 수행하였다.

결 과

1.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 인자 

대상자(2008∼2009년)의 평균 신체계측치 및 생화

학 수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신장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P＜0.001), 

체중은 5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였다(P＜0.001). BMI,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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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20∼29 yrs 30∼39 yrs 40∼49 yrs 50∼59 yrs 60∼69 yrs 70∼79 yrs ≥80 yrs F-value

Height (cm) 161.3±5.751)

(144.1∼181.8)2)
160.0±5.35

(131.5∼178.7)
158.2±5.18

(138.0∼174.5)
155.9±5.25

(139.4∼171.3)
153.7±5.10

(140.7∼169.9)
150.5±5.55

(131.4∼164.7)
146.7±5.44

(132.3∼158.4)
397***

Weight (kg) 55.7±9.97
(35.7∼102.3)

57.0±9.10
(34.0∼107.7)

58.7±9.04
(30.5∼102.0)

58.6±8.22
(37.8∼96.1)

58.2±8.23
(37.8∼100.0)

55.0±9.22
(32.3∼106.5)

49.0±8.75
(30.2∼72.4)

 39***

BMI3) (kg/cm2) 21.4±3.60
(14.4∼37.1)

22.3±3.41
(15.7∼42.2)

23.5±3.39
(13.7∼38.5)

24.1±3.18
(15.5∼43.6)

24.6±3.08
(16.6∼38.2)

24.3±3.65
(15.4∼45.5)

22.7±3.65
(15.3∼37.8)

 80***

Waist circumference
 (cm)

71.0±9.03
(54.0∼112.7)

74.4±8.46
(56.0∼114.8)

77.5±9.16
(52.1∼120.4)

80.8±8.94
(61.7∼113.7)

83.8±8.85
(59.5∼115.2)

83.8±9.78
(57.3∼124.0)

79.8±10.40
(57.0∼109.4)

180***

Body fat (%) 32.3±5.62
(18.1∼48.4)

32.4±5.38
(17.9∼49.5)

33.4±4.93
(15.5∼48.5)

34.9±4.98
(16.0∼50.3)

35.6±5.10
(14.9∼53.7)

34.8±6.38
(14.0∼56.4)

32.4±6.74
(13.4∼48.4)

 44***

Total cholesterol
 (mg/dL)

169.1±28.53
(94.0∼299.0)

177.1±31.04
(108.0∼332.0)

187.6±32.86
(91.0∼309.0)

203.9±35.66
(87.0∼411.0)

200.4±36.27
(117.0∼350.0)

197.3±39.51
(91.0∼367.0)

202.3±39.16
(136.0∼414.0)

 96***

Vitamin D (ng/mL) 14.3±5.14
(5.1∼35.6)

15.4±5.54
(5.1∼44.6)

15.3±5.42
(4.1∼40.0)

17.4±6.42
(3.3∼51.4)

18.1±7.13
(4.5∼47.9)

17.7±7.49
(4.1∼53.5)

17.9±7.65
(6.3∼41.2)

 35***

Alkaline phosphatase
 (IU/L)

186.4±51.83
(80.0∼564.0)

187.2±57.99
(60.0∼529.0)

185.9±53.42
(48.0∼481.0)

241.9±70.99
(86.0∼777.0)

256.7±72.21
(85.0∼620.0)

 259.9±86.77
(99.0∼833.0)

 271.9±103.27
(90.0∼642.0)

187***

1) Means±SD
2) Minimun∼maximum
3) BMI: Body mass index
***P＜0.001

Table 2. Average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values of the subjects (2010∼2011).

20대에서 6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후로 다시 

감소하였다(P＜0.001).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20

대 167.3 mg/dL로 가장 낮았고, 최대값은 50대, 60대

에 358.0∼364.0 mg/dL로 높았다(P＜0.001). 혈중 비

타민 D 농도는 참고치(9∼37.6 ng/mL)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대상자는 평균 15.7∼20.0 ng/mL으로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최소 최대값의 범위가 넓었다

(2.0∼67.0 ng/mL). 혈중 ALP 농도는 20대 187.9 

IU/L에서 80대 이상의 261.8 IU/L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으며(P＜0.001), 조사대상자의 최대 범위 값은 

50대 1,067.0 IU/L, 60대 961.0 IU/L로 매우 높았다. 

ALP 수치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가 낮아지

는 결과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2010∼2011년)의 평균 신체계측치 및 생화

학 수치를 살펴본 결과(Table 2), 신장은 나이가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 체중은 

40대에서 58.7 k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다가 다

시 감소하였다(P＜0.001). BMI와 허리둘레는 나이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P＜0.001), 체지방률은 60대가 

3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순이었다(P＜ 

0.001).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20대 169.1 mg/dL

에서 80대 이상의 202.3 mg/dL로 점차 증가하였

다(P＜0.001).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참고치(9∼37.6 

ng/mL)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의 비타민 D는 

14.3∼18.1 ng/mL로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최소 최대

치의 범위(3.3∼53.5 ng/mL)가 넓었다(P＜0.001). 혈

중 ALP 농도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의 186.4 IU/L에서 80대 이상의 271.9 

IU/L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01) 최소 최대

치의 범위도 48.0∼833.0 IU/L로 매우 넓었다. 

2. 골밀도 인자와 신체계측치와의 연관성

대상자의 T-score와 신체계측치와의 연관성을 살

펴보았다. 대상자의 나이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골밀

도 변화를 보았을 때(Table 3)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20대, 30대, 40대, 50대 및 80세 이상군에서 2∼4년

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대퇴 

경부 골밀도에서는 80세 이상 군에서는 －2.6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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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cm)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150

151∼155

156∼160

161∼165

166∼170

≥171

 765 (20.8)

 977 (26.5)

1,038 (28.2)

 652 (17.7)

 212 ( 5.8)

  38 ( 1.0)

315 (20.3)

375 (24.2)

476 (30.7)

281 (18.1)

 89 ( 5.7)

 16 ( 1.0)

　

－0.759±0.0561)

  0.032±0.042

  0.264±0.038

  0.391±0.045

  0.452±0.068

  0.586±0.165

－0.910±0.094

－0.219±0.072

  0.069±0.064

  0.096±0.084

  0.162±0.139

－0.065±0.155

0.0533

0.0001

0.0006

0.0001

0.0159

0.0645

－1.820±0.060

－0.996±0.050

－0.602±0.043

－0.295±0.047

－0.080±0.077

  0.070±0.159

－1.689±0.127

－1.068±0.090

－0.550±0.072

－0.294±0.103

－0.188±0.137

－0.089±0.180

0.1924

0.3822

0.4388

0.9930

0.4070

0.6367

－1.904±0.055

－1.034±0.042

－0.676±0.039

－0.386±0.047

－0.160±0.068

－0.058±0.169

－1.892±0.099

－1.215±0.071

－0.701±0.070

－0.551±0.087

－0.317±0.115

－0.058±0.149

0.8802

0.0067

0.6725

0.0254

0.1722

0.9985
F-value  214.0***  175.0***    300.9***    203.8***    343.2***    261.2***

1) Means±SE
***P＜0.001

Table 4.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height.

Age
(yrs)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452 (12.4)

666 (18.3)

731 (20.0)

627 (17.2)

615 (16.9)

436 (11.9)

122 ( 3.3)

134 ( 9.7)

279 (20.2)

227 (16.4)

270 (19.6)

235 (17.0)

183 (13.3)

 52 ( 3.8)

  0.388±0.0461)

  0.502±0.043

  0.657±0.040

  0.076±0.044

－0.696±0.041

－1.348±0.049

－1.952±0.098

  0.165±0.106

  0.257±0.071

  0.295±0.084

－0.081±0.064

－0.685±0.071

－1.339±0.069

－2.223±0.100

0.0060

0.0003

0.0001

0.0168

0.8642

0.8965

0.0343

－0.372±0.046

－0.095±0.045

－0.158±0.044

－1.164±0.058

－1.902±0.050

－2.427±0.061

－2.600±0.107

－0.306±0.108

－0.155±0.077

－0.128±0.084

－1.059±0.090

－1.988±0.100

－2.407±0.101

－3.123±0.144

0.4438

0.4020

0.6824

0.2303

0.3068

0.8427

0.0091

－0.261±0.047

－0.380±0.047

－0.399±0.041

－1.016±0.043

－1.808±0.042

－2.418±0.043

－3.047±0.085

－0.307±0.113

－0.467±0.073

－0.561±0.090

－1.038±0.066

－1.666±0.068

－2.350±0.066

－3.004±0.105

0.5859

0.2115

0.0200

0.7423

0.0233

0.2926

0.7180
F-value 631.9*** 442.6***    798.4***     528.2***    716.0***     445.5***

1) Means±SE
***P＜0.001

Table 3.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age.

－3.123으로(P＜0.01), 요추 골밀도는 40대에서는 

－0.399에서 －0.561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세 부위에서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01).

대상자의 신장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보면(Table 

4) 대퇴골 전체 골밀도에서 2∼4년이 경과하면서 신

장 151∼155 cm의 경우 0.032에서 －0.219로 감소하

였고(P＜0.001), 전반적으로 다른 군에서도 유의적으

로 골밀도가 감소하였다. 신장별로 보았을 때 신장

이 증가할수록 대퇴 전체, 대퇴 경부 및 요추 골밀

도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01) 신장이 

클수록 골밀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에 따른 골밀도 결과(Table 5) 체중이 40 kg 

이하의 경우 2∼4년이 경과하면서 대퇴 전체 및 대

퇴 경부의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져(P＜0.01) 체

중이 적은 경우 골밀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도 체중이 41∼50 kg, 51∼

60 kg 및 61∼70 kg의 경우 2∼4년이 경과하면서 유

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다(P＜0.001). 체중 증가에 

따라 골밀도가 증가하여 2010∼2011년의 경우 

T-score가 대퇴 전체 골밀도는 －2.175에서 1.121로 

증가하였고(P＜0.001), 대퇴 경부 골밀도와 요추 골

밀도에서도 유의적 증가를 보여(P＜0.001) 체중증가

가 골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MI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본 결과(Table 6) BMI

가 22.9 이하에서 대퇴 전체와 요추 골밀도의 경우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으

며(P＜0.01), BMI가 증가할수록 세 부위의 T-score가 

높아졌는데 2010∼2011년의 경우 대퇴 전체 골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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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kg)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40

41∼50

51∼60

61∼70

≥71

  75 ( 2.0)

 875 (23.8)

1,661 (45.1)

 837 (22.7)

 233 ( 6.3)

 67 ( 4.3)

359 (23.1)

685 (44.2)

319 (20.6)

121 ( 7.8)

－1.590±0.1471)

－0.440±0.041

  0.092±0.029

  0.449±0.045

  1.051±0.074

－2.175±0.136

－0.667±0.070

－0.234±0.047

  0.172±0.071

  1.121±0.130

0.0073

0.0006

0.0001

0.0001

0.5620

－2.690±0.174

－1.239±0.048

－0.797±0.035

－0.428±0.052

  0.125±0.080

－3.792±0.254

－1.146±0.077

－0.800±0.060

－0.469±0.096

  0.277±0.159

0.0050

0.2607

0.9621

0.6345

0.2751

－2.532±0.136

－1.309±0.044

－0.883±0.031

－0.519±0.050

  0.054±0.077

－2.942±0.124

－1.422±0.073

－1.037±0.050

－0.663±0.085

  0.237±0.160

0.0424

0.1116

0.0013

0.0517

0.1637

F-value 308.1*** 240.8*** 223.6*** 144.8*** 235.5*** 173.2***
1) Means±SE
***P＜0.001

Table 5.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weight.

BMI1)

(kg/m2)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18.4

18.5∼22.9

23.0∼24.9

25.0∼29.9

≥30.0

 223 ( 6.1)

1,584 (43.0)

 818 (22.2)

 929 (25.2)

 127 ( 3.5)

140 ( 9.0)

673 (43.4)

304 (19.6)

364 (23.5)

 70 ( 4.5)

　

－0.345±0.0742)

－0.056±0.030

  0.160±0.049

  0.256±0.048

  1.133±0.102

－0.918±0.128

－0.358±0.050

－0.075±0.079

  0.086±0.074

  1.091±0.169

0.0001

0.0001

0.0014

0.0142

0.7933

－1.046±0.082

－0.855±0.035

－0.780±0.055

－0.709±0.055

  0.084±0.100

－1.270±0.159

－0.783±0.056

－0.697±0.110

－0.698±0.104

  0.262±0.193

0.1515

0.2264

0.3743

0.9072

0.3365

－1.005±0.078

－0.949±0.032

－0.857±0.052

－0.811±0.052

  0.055±0.112

－1.381±0.143

－1.092±0.051

－0.973±0.094

－0.839±0.083

  0.190±0.210

0.0047

0.0056

0.1449

0.7031

0.4737
F-value 76.6***     56.5***     30.1***      17.0***     33.6***      20.4***

1) BMI: Body mass index
2) Means±SE
***P＜0.001

Table 6.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BMI.

Waist 
circumference

(cm)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69

70∼74

75∼79

80∼84

≥85

881 (24.0)

517 (14.1)

654 (17.8)

629 (17.1)

993 (27.0)

435 (28.0)

209 (13.5)

292 (18.8)

219 (14.2)

396 (25.5)

　

0.020±0.0381)

0.137±0.056

0.061±0.050

0.098±0.055

0.145±0.051

－0.396±0.063

－0.164±0.096

－0.168±0.078

－0.092±0.103

  0.073±0.081

0.0001

0.0004

0.0031

0.0006

0.0001

－0.720±0.042

－0.606±0.065

－0.857±0.060

－0.882±0.067

－0.857±0.053

－0.745±0.072

－0.585±0.103

－0.622±0.102

－0.731±0.125

－0.880±0.115

0.7343

0.8393

0.0160

0.0024

0.0001

－0.796±0.040

－0.770±0.066

－0.931±0.052

－0.938±0.057

－0.902±0.052

－1.013±0.065

－0.902±0.088

－0.986±0.092

－0.986±0.115

－0.900±0.093

0.0010

0.1488

0.5132

0.0001

0.0001
F-value 3.7** 4.1** 4.6*** 7.2*** 3.2* 3.4**

1) Means±SE
*P＜0.05, **P＜0.01, ***P＜0.001

Table 7.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waist circumference.

의 경우 －0.918에서 1.091로, 대퇴 경부 골밀도는 

－1.270에서 0.262로, 요추 골밀도는 －1.381에서 

0.190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01) 골밀도에 

대해 BMI가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Table 7) 2∼4년이 경과하면서 대퇴 전체 골밀도는 

모든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1), 대퇴 

경부 골밀도나 요추 골밀도에서는 골밀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대퇴 전체 골밀도는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나(P＜0.01) 다른 부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허리둘레의 골밀도에 대한 상

관성이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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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Age 

 (yrs)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0.08431

  0.13937***

－0.01615

－0.28912***

－0.17750***

－0.13454**

－0.44346***

－0.13765

  0.09293

  0.11554

－0.23476***

－0.20011**

－0.26719***

－0.21987

  0.04869

  0.09921*

－0.11106**

－0.33437***

－0.15049***

－0.05506

－0.28558**

  0.00725

  0.09205

－0.08238

－0.25084***

－0.24381***

－0.13087

  0.01988

－0.11029*

  0.04929

－0.05319

－0.28068***

－0.22847***

－0.14193**

－0.33246***

－0.12329

－0.04915

  0.06441

－0.23761***

－0.25589***

－0.30026***

－0.11791
Height

 (cm)

≤150

151∼155

156∼160

161∼165

166∼170

≥171

  0.28893***

  0.09892**

  0.02570

－0.00441

－0.05546

  0.08071

  0.37918***

  0.09249

  0.15373**

－0.06692

－0.05836

－0.09639

  0.25100***

  0.13243***

  0.06301*

  0.02082

  0.03442

  0.11222

  0.29410***

  0.12995*

  0.11022*

－0.04490

  0.00221

  0.28489

  0.29042***

  0.12892***

  0.06003

  0.01384

  0.02151

  0.23345

  0.34040***

  0.12664*

  0.16269**

－0.00326

  0.12234

  0.29915
Weight

 (kg)

≤40

41∼50

51∼60

61∼70

≥71

  0.31446**

  0.18965***

  0.09740***

  0.08739*

  0.37363***

  0.10805

  0.25416***

  0.17439***

  0.14423*

  0.33761***

  0.23504*

  0.14781***

  0.07435**

  0.10900**

  0.22592***

－0.02696

  0.19257**

  0.08286

  0.05769

  0.24586***

  0.23800*

  0.15237***

  0.07445**

  0.09793**

  0.39693***

  0.15397

  0.18177**

  0.12734**

  0.11210

  0.33097***

T-score = Subject's BMD-Young adult BMD/Standard deviation of young adult value (20∼49 years).
*P＜0.05, **P＜0.01, ***P＜0.001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scores and age, height, weight of the subjects.

Body fat
 (%)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3

 24∼27

 28∼32

 ≥33

 259 ( 7.2)

 487 (13.5)

1,202 (33.2)

1,670 (46.2)

103 ( 6.8)

206 (13.5)

454 (29.8)

761 (49.9)

－0.124±0.0761)

  0.100±0.061

  0.141±0.036

  0.086±0.034

－0.691±0.135

－0.328±0.086

－0.125±0.066

－0.047±0.055

0.0001

0.0001

0.0001

0.0081

－0.938±0.082

－0.655±0.068

－0.722±0.041

－0.833±0.039

－1.193±0.166

－0.675±0.091

－0.567±0.076

－0.796±0.073

0.1193

0.8545

0.0290

0.5586

－0.883±0.077

－0.742±0.069

－0.799±0.038

－0.932±0.035

－1.351±0.121

－0.979±0.097

－0.912±0.072

－0.940±0.061

0.0005

0.0171

0.0671

0.8797
F-value 15.8*** 18.4*** 11.6*** 9.7*** 8.2*** 8.3***

1) Means±SE
***P＜0.001

Table 8.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body fat.

있었다. 

체지방률에 따른 골밀도를 살펴본 결과(Table 8)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는 모든 군에서 2∼4년이 경

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으며(P＜0.01), 

요추 골밀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퇴 경부 골밀도의 경우는 감소하

거나 증가하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체지방률 23% 이하에서는 세 부분의 골밀도가 모두 

음의 값을 보여 다른 체지방률 범위에 비하여 골밀

도가 낮았으며 이에 따라 적정 체지방률의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골밀도와 나이, 신장,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Table 9)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가 전

반적으로 유의적 음의 상관성을 보여 나이가 들수

록 골건강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로 보이며, 골밀도와 신장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

과 신장 160 cm 이하에서는 골밀도와 전반적으로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장 161 cm 이

상의 경우 세 부위 모두에서 신장과의 상관성이 보

이지 않았다. 체중과의 상관성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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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holesterol
(mg/dL)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

201∼229

≥230

2,364 (66.5)

 729 (20.5)

 461 (13.0)

942 (64.5)

321 (22.0)

197 (13.5)

  0.169±0.0261)

－0.005±0.053

－0.094±0.067

－0.038±0.050

－0.249±0.069

－0.216±0.095

0.0001

0.0082

0.0027

－0.649±0.029

－0.961±0.059

－1.113±0.076

－0.509±0.056

－1.041±0.093

－1.115±0.114

0.0001

0.0001

0.0001

－0.721±0.027

－1.060±0.053

－1.158±0.070

－0.791±0.053

－1.123±0.077

－1.124±0.097

0.0001

0.0001

0.0001
F-value 42.1*** 10.9*** 78.9*** 33.2*** 83.3*** 29.2***

1) Means±SE
***P＜0.001

Table 11.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total cholesterol.

Items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BMI1) (kg/m2) ≤18.4
18.5∼22.9
23.0∼24.9
25.0∼29.9
≥30.0

0.26599***
0.09157***
0.03122
0.06342
0.23484**

  0.10714
  0.06181
－0.04250
  0.14199**
  0.32147**

  0.16425*
  0.00912
－0.02943
  0.02525
  0.07583

  0.22637
  0.01526
－0.01148
－0.00117
  0.35721*

  0.19703**
－0.01503
  0.00725
  0.02162
  0.24976**

－0.03918
－0.02194
－0.05496
  0.10470
  0.31540**

Waist 
 circumference
 (cm)

≤69
70∼74
75∼79
80∼84
≥85

0.13099***
0.06963
0.03160
0.03597
0.07479*

  0.10613
－0.05903
－0.06358
－0.01237
  0.28445***

  0.09040** 
  0.04388
－0.01366
－0.04192
  0.08278**

  0.15556**
－0.20834**
－0.08473
－0.14000
  0.19558***

  0.04019
  0.04774
  0.02180
  0.01958
  0.08638**

  0.02662
－0.07671
－0.04647
－0.02588
  0.25023***

Body fat (%) ≤23
24∼27
28∼32
≥33

0.08112
0.00975
0.02994
0.05550*

  0.26623*
－0.12732
  0.00931
  0.14225***

  0.06207
－0.03018
  0.00849
  0.04484

  0.16130
－0.04415
－0.04470
  0.09039*

  0.08881
  0.00232
  0.00491
  0.04565

  0.27900*
－0.17203*
－0.03743
  0.12710***

1) BMI: Body mass index 
*P＜0.05, **P＜0.01, ***P＜0.001

Table 10.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scores and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of the subjects.

체중은 골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골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골밀도와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과의 상관관계

를 조사한 결과(Table 10), BMI와 대퇴 전체 골밀도

와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퇴 경

부와 요추 골밀도와는 BMI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허리둘레와도 대

퇴 전체 골밀도에서 일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대퇴 경부와 요추 골밀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허리둘레 85 cm 이상

에서는 세 부위의 골밀도에서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체지방률과의 상관성은 33% 이상군에서 세 

부위의 골밀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3. 골밀도 인자와 생화학 인자와의 연관성 

대상자의 T-score와 생화학 인자와의 연관성을 살

펴보았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골밀도 

변화 결과(Table 11)를 보면 대퇴골 전체 골밀도의 

경우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감

소하였고(P＜0.01), 대퇴 경부 골밀도, 요추 골밀도에

서도 2∼4년이 경과하면서 대체적으로 골밀도가 유

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01). 또한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 부위의 

골밀도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01).

혈중 비타민 D(기준치 9∼37.6 ng/mL, Method: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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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D 
(ng/mL)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8

9∼23.3

23.4∼37.6

≥37.7

  86 ( 2.4)

2,557 (71.9)

 890 (25.0)

  21 ( 0.6)

 104 ( 7.1)

1,250 (85.6)

  99 ( 6.8)

   8 ( 0.5)

－0.349±0.1381)

  0.150±0.025

  0.004±0.047

－0.799±0.271

－0.007±0.115

－0.096±0.041

－0.329±0.116

－1.006±0.140

0.0681

0.0001

0.0030

0.5541

－1.081±0.151

－0.694±0.028

－0.976±0.054

－1.481±0.336

－0.420±0.119

－0.682±0.051

－1.219±0.149

－2.238±0.374

0.0005

0.7943

0.0915

0.1505

－1.219±0.148

－0.783±0.027

－0.989±0.047

－1.812±0.221

－0.806±0.116

－0.886±0.045

－1.293±0.110

－1.869±0.179

0.0305

0.0109

0.0077

0.8610
F-value 13.3*** 4.5* 6.9*** 3.0* 10.7*** 5.0**

1) Means±SE
*P＜0.05, **P＜0.01, ***P＜0.001

Table 12.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vitamin D.

Alkaline 
phosphatase

(IU/L)

N (%)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2008∼2009 2010∼2011 t-test

≤102

103∼218

219∼335

≥336

  51 ( 1.4)

2,054 (57.8)

1,213 (34.1)

 236 ( 6.6)

 14 ( 1.0)

750 (51.4)

521 (35.7)

175 (12.0)

  0.481±0.1041)

  0.330±0.026

－0.228±0.041

－0.674±0.101

  0.539±0.204

  0.103±0.046

－0.411±0.069

－0.752±0.129

0.8349

0.0001

0.0021

0.5617

－0.100±0.136

－0.455±0.029

－1.253±0.046

－1.728±0.109

  0.325±0.034

－0.372±0.051

－1.267±0.089

－1.840±0.154

0.1790

0.0876

0.8515

0.5082

－0.352±0.125

－0.578±0.028

－1.248±0.041

－1.639±0.103

－0.182±0.064

－0.649±0.049

－1.290±0.075

－1.653±0.129

0.5968

0.1092

0.4929

0.9194
F-value 120.9*** 88.2*** 148.7*** 112.6*** 122.2*** 91.7***

1) Means±SE
***P＜0.001

Table 13. T-scores of total femoral,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of the subjects by alkaline phosphatase.

dioimmunoassay, Regent: 25-Hydroxyvitamin D 125I RIA 

Kit, DiaSorin, USA) 농도에 따른 골밀도 변화를 살

펴보았다(Table 12). T-score는 대퇴 전체 골밀도의 

경우 혈중 농도 9∼37.6 ng/mL의 경우 2∼4년이 경

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으며 다른 부

위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하여 일정한 경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증가할수

록 세 부위의 골밀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혈중 ALP(Table 13) 농도는 기준치가 103∼335 IU/L 

(Method: Enzymatic method, Reagent: Pureauto S ALP, 

Sekisui, Japan)로 이를 103∼218 IU/L군과 219∼335 

IU/L군의 2단계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T- 

score는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 2∼4년이 경과하면서 

혈중 ALP 농도 103∼218 IU/L 및 219∼335 IU/L에

서 유의적 감소를 보였으며(P＜0.01) 다른 부위에서

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혈중 ALP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 부위 

모두에서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져(P＜0.001), 

ALP의 혈중 농도가 골밀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밀도와 혈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비타민 D 및 

혈중 ALP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14). 

혈중 총콜레스테롤 200 mg/dL 이하군에서는 세 부

위의 골밀도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

중 농도 230 mg/dL 이상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증가가 골밀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혈중 비타민 D는 8 ng/mL 이하

군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군에서

는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혈중 ALP의 경

우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여 혈중 ALP 농도

가 높을수록 골밀도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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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otal femoral Femoral neck Lumbar spine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2008∼2009 2010∼2011

Total

 cholesterol

 (mg/dL)

≤200

201∼229

≥230

－0.04527***

  0.01558

  0.01529

－0.01546

  0.06932

－0.18315*

－0.08252***

  0.01425

－0.05320

－0.06153

  0.02160

－0.09478

－0.08347***

－0.00124

－0.02432

－0.04497

  0.08344

－0.20310**

Vitamin D 

 (ng/mL)

≤8

9∼23.3

23.4∼37.6

≥37.7

  0.25286*

  0.00642

－0.03848

  0.12795

  0.13699

－0.02623

－0.15210

－0.08397

  0.28952**

  0.00114

－0.03743

－0.03464

  0.09370

－0.08173*

－0.05846

－0.76665

  0.27373*

－0.01385

－0.05182

  0.16413

  0.11205

－0.06316*

－0.15204

  0.34593

Alkaline 

 phosphatase

 (IU/L)

≤102

103∼218

219∼335

≥336

  0.33886**

－0.14775*

－0.17790***

  0.08044

  0.26905

－0.05611

－0.20081***

－0.19228

－0.01184

－0.18043***

－0.19596***

－0.00120

  0.14241

－0.13499**

－0.17025**

－0.20885

  0.24783

－0.16087***

－0.18909***

  0.08432

  0.31202

－0.07620*

－0.18172***

－0.14058

*P＜0.05, **P＜0.01, ***P＜0.001

Table 1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scores and total-cholesterol, Vitamin D, alkaline phosphatase of the subjects.

고 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토대로 대상자의 나이를 20

세부터 80세 이상까지 분류하여 연도별(2008∼2009

년, 2010∼2011년) 골밀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일 

나이군에서 대퇴부 전체 골밀도는 2∼4년이 경과하

면서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T-score가 －1.0 이상

이 정상범위의 골밀도를 가지는 기준(WHO Expert 

Consultation 2004)으로 볼 때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

는 60세 이상군에서, 대퇴 경부와 요추 골밀도에서

는 50세 이상군에서 T-score가 －1.0 이하의 값을 보

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쿠웨이트의 여성(나이 40∼87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Gupta 등 2012)에서 요추 골밀도가 평균 

－1.297라고 하였는데 본 대상자의 40대에서 80대 

이상군의 평균 T- score는 －1.724로 더 낮았으며 이

에 따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골밀도 저하 방지

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대상

으로 한 골밀도 연구(Jho 등 2014)에서는 나이가 증

가할수록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Hwang(2009)

의 성인 대상 골밀도 연구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골밀도 연구(Looker 등 2012)에서도 골밀도가 나

이 증가와 함께 감소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골대사의 변화에 미치는 칼슘과 인, 조절호르몬의 

변동과 고령화에 따른 신체활동의 감소, 식이섭취의 

부족 및 흡수율의 저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Yoon 2011).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골 건

강을 위해 식이섭취와 활동량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신장군에서도 2∼4년이 경과하면서 골밀

도가 감소하였고, 신장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골

밀도가 증가하였다(P＜0.001). 이는 Kang(2009)의 연

구에서도 대상자의 신장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였고, Kim(2006)의 성인 골밀도 연

구에서 여성의 체중 및 신장이 증가할수록 대퇴경

부와 요추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

를 보였으며 신장이 골밀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체중군에서 골밀도 변화를 보았을 때 2∼4

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

중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Youk 

2004; Kim & Koo 2008)와 동일하였고, 체중감소와 

골밀도와의 관련성 논문(Ensrud 등 2005)에서 연구 

대상자의 체중이 감소할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

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비만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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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손실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hapses & Sukumar 2012)에서 비만과 열량 제한 모

두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는 뼈에 부하를 증가시켜 

골의 재형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Byun & Kim 1999).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 비만에 속하는 군을 제외

하고 동일 BMI 군에서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

으로 골밀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BMI가 증가함에 

따라 세 부위의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체중과 BMI는 신체에 하중을 주어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밀도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골다공증 위험률을 낮추는 주요인

자로 제시되고 있다(Ahn 등 2005). Choi 등(2012)의 

골밀도 관련 연구에서 BMI가 높을수록 대퇴 전체 

골밀도와 대퇴 경부 골밀도가 감소할 비율이 낮아

진다고 하였으며, 요르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Hawamdeh 등 2014)에서도 BMI가 증가할수록 대상

자의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허리둘레에 따른 골밀도 변화에서는 대퇴 전체 

골밀도의 경우 허리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으나 다른 부위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Koo(2013)의 연구에서는 골다공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높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동일 체지방률 군에서 대퇴 전체 골밀도의 경우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P＜0.001) 낮아졌으

며, 체지방률 23% 이하에서는 다른 체지방률 군에 

비하여 골밀도가 대체적으로 낮아 마른 체형보다는 

적절한 체지방 유지가 골밀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안산 지역 주민의 골다공증 

연구(Jung 등 2006)에서 골다공증군의 경우 체지방

량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체지방률 33% 이상에서는 2008∼2009년에서 대

퇴 전체 골밀도와 요추골밀도가 다른 군에 비해 더 

낮아졌는데, 이는 Koo(2013)의 연구에서 골다공증군

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았다고 

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체지방량이 가지는 물

리적 하중부하를 보정하면 체지방이 높을수록 골밀

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Park 등 2009). 

Zhao 등(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같은 체중을 가진 경우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골밀

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 체중과 BMI

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과도한 체중과 BMI는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골 건강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

으며 따라서 적절한 체중 및 BMI 유지가 골밀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

되었다. 또한 비만에 속하는 체지방률을 보일 경우 

골밀도가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를 통해 적정한 체

중 및 체지방률 유지가 골밀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을 인지하고 골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등을 통한 

표준 체중의 유지 또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골밀도와 나이, 신장,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대상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Hwang 

(2009)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골다공증 비율

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골밀도에 

관련된 여러 연구(Han & Cho 2002; Kim & Kim 

2003)에서 신장과 골밀도는 유의적 양의 상관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본 결과에서도 신장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체중

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세 부위의 골밀도와 전반적으

로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골밀도와 신체

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Reid 등(1992)은 

체중이 골조직에 기계적 자극을 주어 골형성을 촉

진시키며, 체지방은 부신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

로 전환하는 장소로 가능하므로 골 대사에 대한 에

스트로겐 작용을 강화시켜 골밀도에 영향을 줄 것

이라 가정한 바 있다. 성인의 골밀도와 신체조건에 

대한 Kim(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체중, 신장

에 따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요르

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Hawamdeh 등 20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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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일본 폐경

기 여성에 관한 연구(Tanaka 등 2013)에서도 체중이 

골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골밀도 연구(Marwaha 등 

2013)에서는 비만군에서 부위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인도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hivane 등 2012)에서도 체중

과 신장은 성인의 골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인자임

을 밝힌 바 있다.

골밀도와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과의 상관관계

를 조사한 결과 BMI와 대퇴 전체 골밀도와는 전반

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른 부위 골밀도

와는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Choi & Kim(2008)의 연구에서 BMI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였다. 

요르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Hawamdeh 등 

2014)에서도 BMI가 대퇴 경부와 요추 골밀도와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Park 등(2008)의 성인

의 골밀도 연구에서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가 증가

할수록 T-score가 비교적 높았다고 하였다. 체지방률 

33% 이상군에서 전반적으로 골밀도와 유의적인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외의 군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터키 여성을 대상으로 

체성분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Nur 등 2013)에서

도 체지방이 골밀도와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고 하였고, BMI, 체중과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

다고 하였다. 골밀도와 체지방과 음의 상관성(Hsu 

등 2006; Zhao 등 2007)을 나타내거나 또는 양의 상

관성(Reid 등 1992; Chen 등 1997)을 나타낸다는 연

구가 있어 체지방과 골밀도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결과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MI 증가, 

허리둘레 증가 및 체지방률 증가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골밀도에 대한 상관성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들 수치의 증가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의 수치를 유지하

는 것이 골 건강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 부

위의 T-score가 각각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01). 

Kim 등(2009)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Koo(2013)의 연구에

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 골위험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식품을 통한 콜레

스테롤 섭취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

하고 그에 따른 식생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생화학적 표식자에 따른 골밀도 연구 

(Kim 등 2009)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을 

때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골밀도가 혈

중 콜레스테롤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

(Tankó 등 2003; Wu 등 2003)도 발표된 바 있다. 그

러나 식생활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콜레스테롤 섭

취를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골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골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하나로 90%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에서 합성, 흡수되며 나머지 10%는 식이섭취로 흡

수 된다(Wang 등 2012)고 한다. 비타민 D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며(Chung 2008), Shin 등(2006)

은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조사 외

에도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대상자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정상에 속하는 

비율이 2∼4년이 경과하면서 97.0%에서 92.3%로 감

소하여 비타민 D의 수준이 더 낮아졌다. 부천거주 

여성의 비타민 D에 관한 논문(Chung 등 2009)에서 

비타민 D 감소의 원인을 생활습관 및 환경 등 복잡

한 영향의 결과라고 하여,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

도록 식이섭취 및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Nguyen 등 2012)에

서 비타민 D 섭취가 여성에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혈중 비타민 D는 

칼슘을 조절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Mun 등 2013) 골 건강과 관련하여 필수적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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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실외활동을 통해 

햇빛을 충분히 쬐는 등의 생활습관을 통해 정상수

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Kim & 

Kang(2012)은 우리나라의 남자 86.8%, 여자 93.3%가 

부족이라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분석의뢰기관 

(씨젠의료재단)에서 사용한 시약의 참고치를 기준으

로 보았을 때의 결과로 정상범위에 속하는 비율이 

92.3∼97.0%로 높았다. 또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과잉일 경우 오히려 골밀도가 다른 군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중 ALP 농도가 동일한 군에서 2∼4년이 경과

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중 

ALP 농도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아

졌다. Yeo 등(2008)은 혈중 ALP 수치가 골다공증이

나 골감소증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골밀도와 혈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비타민 D 및 

혈중 ALP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혈중 총콜레

스테롤과의 상관성은 혈중 농도 200 mg/dL 이하에

서 세 부위의 골밀도에서 부분적으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Koo(2013)는 성인 여성의 골밀도에 관

한 논문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골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혈중 비타민 D 

농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혈중 농도 8 ng/mL 이하

군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외

는 음 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Ryan 등 (2013)은 비타민 D 섭취 

부족은 골연화증과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며, 적절한 

농도의 혈중 25-hydroxy vitamin D를 유지하면 골밀

도를 개선시키고 골절 위험과 골다공증을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 베트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Nguyen 등 2012)에서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골

밀도와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Lim 등

(2012)의 연구에서는 골밀도와 혈중 비타민 D 농도

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0∼40세 여성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결과와 동

일한 경향이었으며, 위의 비타민 D에 관련된 연구에

서는 대상이나 부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골밀도와 혈중 ALP와의 상관관계에서 혈중 ALP 

농도 103∼335 IU/L 범위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

적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상 범위에 있어도 

혈중 ALP 농도가 높은 군에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혈중 ALP 수치가 골밀도와 유의적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Yeo 등 2008) 및 Koo(2013)의 연구에

서 정상인 군에 비해 골다공증군의 경우 유의적으

로 혈중 ALP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또한 이탈리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Gonnelli 등 2013)에서 대퇴골 경부와 요추 골밀도

에서 혈중 ALP 농도와 골밀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 결과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4년 사이에도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골

밀도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20세 이상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로 

분류하여 대퇴 전체 골밀도, 대퇴 경부 골밀도, 요

추 골밀도 세 부분의 T-score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또한 T-score와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적 수치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8∼2009년과 2010∼2011년 대상자의 평균 신

체 및 생화학적 수치를 살펴본 결과 신장은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체중, 

BMI,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은 중년의 나이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감소하였으며, 혈중 총콜레

스테롤 농도와 혈중 ALP 농도도 나이가 증가할

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대상자 거의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나 최소 

최대값의 범위가 넓었다.

2. 대상자의 나이를 20세부터 80세 이상까지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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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골밀도 변화를 보았을 때 대퇴부 전체 골밀도

의 T-score는 20대, 30대, 40대, 50대 및 80세 이

상군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고 

(P＜0.05), 그 외 대상자는 유의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대퇴 경부 골밀도에서는 80세 이상 군에

서 －2.600에서 －3.123으로 유의적으로 낮아졌으

며(P＜0.01), 요추 골밀도는 40대에서 －0.399에서 

－0.561로 낮아졌으나(P＜0.05) 다른 군에서는 유

의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나이가 증가할

수록 세 부위의 T-score는 유의적으로 낮아졌

다(P＜0.001).

3. 동일한 신장군에서 2∼4년이 경과하면서 골밀도

가 감소하였고, 신장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였다(P＜0.001). 또한 체중과 BMI

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으며(P＜0.001),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대퇴 전체 골밀도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

나(P＜0.01) 다른 부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 동일 체지방률 군에서 골밀도는 대퇴 

전체 골밀도의 경우 모두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다(P＜0.01). 

4. 골밀도와 나이,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치와의 상

관성을 보았을 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

와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골밀도와 

신장 및 체중과는 대체적으로 유의적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BMI와 대퇴 전체 골밀도와는 전

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퇴 경부와 

요추 골밀도와는 BMI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지방률은 

33% 이상군에서 전반적으로 골밀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밖의 군에서는 유의

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부위의 

골밀도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P＜0.001), 혈

중 비타민 D 농도가 과잉일 경우 골밀도가 다른 군

에 비해 더 낮아졌다. 동일한 혈중 ALP 농도군에서

의 골밀도는 2∼4년이 경과하면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고 혈중 ALP 수치가 높을수록 골밀도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01). 

6.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와의 상관성은 200 mg/dL 

이하군에서는 세 부위의 골밀도에서 부분적으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중 비타민 D 농도와의 상

관관계에서는 혈중 농도 8 ng/mL 이하의 부족군에

서는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외 다른 

부위와 연도별로 음 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뚜

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골밀도와 혈중 ALP 

농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상 범위에 있어도 수치

가 높을 때 유의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졌으며 혈중 

ALP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골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연령, 신장, 체중, BMI 

및 체지방률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하였고 혈

중 ALP 및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경우 골밀

도가 낮아졌다. 따라서 골밀도에 미치는 여러 인자 

중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체중과 체지방 등의 관

리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한 식생활개선 등

을 통하여 골 건강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영향인자의 동일군에서도 

2∼4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골밀도가 저하되는 결

과는 한국 여성의 골 건강이 해마다 낮아진다는 걱

정과 우려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밀도 저하원인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또한 골밀도가 많이 감소되는 중년기 이

후보다 골 질량이 형성되고 최고 발달시기인 젊은 나

이에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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