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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nn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to provide a concept of ideal body weight reduction.

Method: Total 2,128 wom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961 of them were premenopausal and 1,167 were 

postmenopausal. Body composition was measured by automatic analyser, and BMD by bone mineral densitometer at 

L2, 3, 4, 5 vertebral body level.

Result: Tlie prevalences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in premenopausal women were 23,8% and 1.6% respectively, and 

those in postmenopausal women were 46.1% and 28.1%. Multiple logist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was risk factor 

for decreased BMD (Exp(B)=i.O7 in premenopausal group and 1.16 in postmenopausal group) and weight was protection 

factor (Exp(B)=0.92 and 0.95 respectively). Women with low Body mass index (BMI)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low BMD compared to those with normal BMI (odds ratio(OR)=1.69 premenopausally, 2.11 postmenopausally). Muscle 

and fat were positively coirelated with BMD(premenopausally r=0.293, 0.229 respetively, p<0.00I, postmenopausally「=0.215, 

0.214, p<0.01) after age adjusted. After body weight adjusted, waist-hip ratio (WH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MD 

(pre 1—0.185, p<0.01，post 卜0.293, p<0.05). Fat free mass, muscle, minera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MD in 

normal BMI group, and fat % and WHR were negatively correlated in the same group, espetially postmenopausally. 

Conclusion: Body weight reduction program should include comrehensive body compostion control to prevent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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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다공증이란 뼈의 구성 성분이 점차 자연 소실되 

면서 뼈 속에 많은 구멍이 생겨 뼈가 약해지므로 가 

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I) 

평균연령의 중가와 함께 그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2). 골다공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흔하며，특히 

폐경이후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의 위험 

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3-5).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폐경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최근에는 폐경이전 여성들의 골다공중의 

위험인자를 조사함으로써 폐경 전 여성에서 성숙 시 

최대 골밀도를 높여 폐경 후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6, 7).

골다공증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내분비학적，영양학적，물리적, 유전적인 원인이 관련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그간 알려진 관련인자로 

는 최대 골밀도，성별, 연령，호르몬, 식이 습관，운동 

량，유전적 요인，폐경유무，폐경기간，체중，근육함량 

등이 있다 (7-10). 특히 체중，근육, 체지방 등의 신체 

성분과 골다공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5, 11-14), 제지방량，지방비율을 포함하여 구 

체적으로 체성분을 분석하여 골밀도 수치와의 관련성 

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성분과 골밀도 수치와의 연관성 

을 알아보아 바람직한 체중조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9년 1월부터 20이년 1월까지 1년간 1개 종합병 

원에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자 중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던 2，128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2. 조사내용

1) 골 밀도 검사

골밀도 (bone mineral density, 이하 BMD) 측정은 골 

밀도측정기인 HOLOGIC, QDR4500. (U.S.A)를 이용하 

였으며，제2, 3, 4, 5 요추와 대퇴골 경부의 평균 골밀 

도를 측정하였고, 이중 제2, 3, 4, 5 요추의 평균 골밀 

도 수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골밀도 측정치와 동일성별 정상성인의 

골밀도 최고치와의 차이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이하 SD)로 나눈 값인 T값을 구하였으며, T값이 

-2.5SD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1.0SD에서 -2.5SD미만 

까지이면 골감소증으로，-1.0SD를 초과할 경우 정상으 

로 분류하였다.

2) 체성분 검사

신장의 측정은 간이 수동식신장계를 이용하였으며， 

0.1 cm까지 측정하였다. 체성분의 측정은 Inbody 3.0 

(Biospace, Korea)을 이용하였으며，이는 생체전기저항 

을 계측함으로써 체내 근육량，제지방량, 체지방율， 

복부지방률 등이 측정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검사자가 계기위에 올라가면 체성분이 자동으로 측 

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4점 접촉식과는 달리 8 

점 접촉식 전극법을 사용하였으며，신체 전체의 임피 

던스 측정대신 부위별 임피던스 측정법을，단주파수 

가 아닌 다주파수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

1) 대상군을 폐경 전, 폐경 후 군으로 나누어 골다 

공중 및 골감소증의 빈도를 구하여 전체 유병율을 추 

정하였으며, 연령중가에 따른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교 

차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2) 연령，체중，신장，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이하 BMI) 및 체성분측정치들의 평균치를 구하였으 

며，각 성분들과 골밀도 수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각 인자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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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MI의 정도를 정상이하，정상，정상이상의 세 군 

으로 나누어 골밀도 수치의 평균치를 구하고，정상군 

과의 교차비를 구하여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지 알아보았다.

4) 연령，체중，신장을 독립변수로 하고 골밀도 수 

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및 다변량 로지 

스틱 희귀분석을 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와 방어인 

자를 알아보았다.

5) 근육량과 지방량을 각각 사분위수를 기준하여 

25% 미만，25-75%, 75% 초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른 골밀도 수치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았다.

6) 통계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의 유병률

연구대상자는 총 2，128명이었으며 이 중 961명은 폐 

경 전，니67명은 폐경 후 여성이었다. 폐경 전 여성은

Table 1. Frequency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by T-score

23.8%에서 골감소증, 1.6%에서 골다공중에 해당하였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46.1%에서 골감소증，28.1%에서 

골다공증에 해당하였다 (Table 1).

2. 연령에 따른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의 위험도

연령대별 빈도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골감소증과 

골다공중의 빈도가 증가하고 정상의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골다공중의 빈도는 70대에서 69.2% 

로 가장 높았다. 각 연령대별 교차비 (odds ratio)는 30 

대의 위험도를 1로 하였을 때 40대에는 1.31，50대에 

는 6.49로서 50대부터 급격히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 

중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Table 2).

연령별로 골밀도 수치의 평균치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으며，특히 40대에서 0.965±0.119 g/cnf, 50 

대에서 0.847±0.135 g/cnf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연령，체중，신장을 독립변수로，골밀도 수치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대상전체 39%, 폐경 전 13.8%, 폐 

T-score: Peak bone mineral density matched with young women reference.

T-score
Premenopause Postmenopause Total

No. (%) No. (%) No. (%)
Osteoporosis <-2.5 15 (1.6) 328 (28.1) 343 (16.1)
Osteopenia -2.5< ~<-l 229 (23.8) 538 (46.1) 767 (36.0)
Normal >-l 717 (74.6) 3 이 (25.8) 1018 (47.9)
Total 961 (100.00) 1,167 (100.00) 2,128 (100.00)

Table 2. Frequency and odds ratio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by age

Abnormal Normal Total

Normal: T score >-l. Abnormal: T score < -1. (Osteoporosis or Osteopen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ge(yrs.)
Osteoporosis Osteopenia

No. % No. %
OR 95%CI

No. % No. %
30-39 2 0.6( 0.6) 69 9.0(21.8) 244 24.0(77.6) 315 14.8(100.0) 1 -
40-49 17 4.9( 2.7) 149 19.5(24.2) 448 44.0(73.1) 614 28.9(100.0) 1.31 (0.94, 1.81)
50-59 147 42.9(18.3) 370 48.2(46.2) 283 27.8(35.5) 800 37.6(100.0) 6.49 (4.76, 8.86)
60-69 150 43.7(41.4) 168 21.9(46.7) 42 4.1(11.9) 360 16.9(100.0) 27.46 (17.83, 42.44)

70+ 27 7.9(69.2) 11 1.4(28.2) 1 0.1( 2.6) 39 1.8(100.0) 134.34 (19.24, 2677.66)
Total 343 100.0 767 100.0 1，이 8 100.0 2,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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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후 24.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연령은 역 상관성을, 

체중과 신장은 유의한 순상관성을 보였다. (Table 4).

연령，체중, 신장을 독립변수로，T점수를 기준으로 

한 골감소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Table 3. Bone mineral density by age

Age No. Mean 土 S.D.(gZcm’) Range(g/cm?)
30-39 315 0.985 土0.109 1.347 〜 0.683
40-49 614 0.965 ±0.119 1.380-0.564
50-59 800 0.847±0.135 1.408 〜 0.462
60-69 360 0.758±0.115 1.100 〜 0.290
70+ 39 0.674+0.095 0.953 〜 0.464

희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폐경 전 후 모두에서 연령은 

위험인자로 체중은 방어인자로 유의하였다. 키는 방 

어인자이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체중의 

교차비는 폐경 전 0.92, 폐경 후 0.95로 폐경 전 여성 

에서 방어효과가 높았다 (Table 5).

3. 체성분의 분석

폐경전군과 폐경후군에서 연령, 체중, 신장，BML 

골밀도수치 및 체성분들의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연 

령，체중，신장，BMI, 체지방함량，체지방분율，허리/영 

Table 4.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non-dietaiy factors (age, weiglit, heiglit) and bone mineral density in study subject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tl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P
t p-value

B S.E.
Total subjects: Model RJ=0.391

Intercept 0.783 0.088 - 8.894 0.000
Age(yrs.) -0.009 0.000 -0.569 -31.328 0.000
Weight(kg) 0.004 0.000 0.216 11.773 0.000
Height(cm) 0.002 0.001 0.069 3.523 0.000

Premenopause: Model R'=0.138
Intercept 0.025 0.177 - 0.141 0.888
Age*Age(yrs.) 0.000 0.000 -1.340 -4.357 0.000
Height(cm) 0.002 0.001 0.089 2.647 0.008
Weight( kg) 0.004 0.001 0.272 8.148 0.000
Age(yrs.) 0.023 0.006 1.140 3.702 0.000

Postmenopause: Model R"=0.247
Intercept 0.751 0.126 - 5.949 0.000
Agefyrs.) -0.009 0.001 -0.376 -14.384 0.000
Height(cm) 0.002 0.001 0.083 2.849 0.004
Weight(kg) 0.004 0.001 0.213 7.428 0.000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non-dietary factors (age, weight, height) and bone mineral density
in study subjects

Variable B S.E. Wald p-value Exp(B)
Premenopause

Age(yrs.) 0.0680 0.0150 20.6062 0.0000 1.0704
Weight(kg) -0.0812 0.0130 39.2862 0.0000 0.9220
Heiglit(cm) -0.0089 0.0175 0.2597 0.6103 0.9911
Constant 1.9695 2.7942 0.4968 0.4809

Postmenopause
Age(yrs.) 0.1513 0.0153 97.7034 0.0000 1.1633
Weight(kg) -0.0414 0.0108 14.7314 0.00 이 0.9595
Height(cm) -0.0274 0.0166 2.7226 0.0989 0.9730
Constant -0.8057 2.6462 0.0927 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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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 둘레비，골밀도 수치의 평균치는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BMI, 체지방함량, 체지방분 

율，허리/엉덩이 둘레비는 폐경후가 유의하게 높았으 

며, 체중과 골밀도 수치는 폐경후가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6).

흔히 비만지수로 이용되는 BMI 정도를 정상인의 

범위인 20-24 (kg/m2)를 기준으로 하여 20 (kg/nf)이 

하，20-24 (kg/m2)사이，24 (kg/m2)이상의 세 경우로 나 

누어 골밀도 수치와 비교한 결과, 폐경전후 모두에서 

BMI 20 (kg/m2)이하인 경우 골밀도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비정상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교차비는 

폐경 전 1.69, 폐경 후 2.11 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Table 6. Body composition and bone mineral density of 
study subjects between premenopause and postmenopause

Variables
Premenopause Postmenopause

Mean±S.D. Mean±S.D.
Age(yrs.) 42.02±5.67 57.76±5.84 ***
Weight(kg) 56.55±7.89 58.08±7.77 ***
Height(cm) 157.49+4.94 154.81 ±5.02 **♦
BMKkg/nf) 22.80±2.92 24.21 ±2.88 ***
Fat free mass(kg) 40.22±3.94 40.02±4.31
Muscle(kg) 37.89±3.77 37.71 ±4.13
Fat(kg) 17.58±4.83 I9.13±4.96 **
Fat% 29.97±4.69 31.84±4.68 ***
WHR 0.87±0.05 0.91 ±0.04 ***
Mineral(kg) 2.33±0.18 2.31 ±0.19
BMD(g/cnr) 0.97±0.11 0.81 ±0.148 ***

*** p<0.001, ** p<0.01
BMI: body mass index BMD: bone mineral density. 
WHR: Waist hip ratio BMI: body mass index.

24 (kg/nf)이상인 경우는 교차비가 폐경 전 0.63, 폐경 

후 0.70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7).

연령，체중, 신장, BM1 를 포함한 체성분들과 골밀도 

수치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골밀도 수치는 연 

령과 역상관을，체중，신장 및 BMI와는 순상관을 보 

였으며，연령은 폐경전 -0.16, 폐경후 -0.43으로 폐경후 

의 연령이 관련성이 높았다 (r of Table 8). 연령을 고 

려한 투에는 폐경 전에는 체중，. 신장, 체지방, 근육, 

체지방분율，BMI, 미네랄함량 등이 유의한 순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이중 체지방과 근육량이 편상관계수 

0.293으로 가장 컸고，폐경후는 유사한 패턴이었으나 

폐경 전에 비하여 편상관계수의 크기는 적었다 (ri of 

Table 8). 체중을 고려한 후에는 폐경 전에는 신장, 제 

지방함량, 근육，미네랄 함량이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체지방，체지방분률，허리/엉덩이 둘레비 

(waist hip ratio), BMI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 

며，허리/엉덩이둘레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폐 경 후에도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r2 of Table 8).

BM1 수치가 정상이었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특히 폐경후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폐경 전에 비해 

컸으며，폐경 후 제지방，근육량, 미네랄함량이 순 상 

관관계를, 체지방비율,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역 상관 

관계를 보였다 (r3 of Table 8).

근육량과 지방량을 4분위수 기준으로 25%미만， 

25-75%, 75% 초과 3개 군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 골밀 

도 수치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폐경 전에는 근육 

량이 상위이면서 지방이 중위인 군에서의 가장 높았

Table 7. Odd ratio of osteopenia and osteoporosis by BMI index level

** p<0.01 by oneway ANOVA test. 
BMI: body mass index.

BMD Normal Abnormal
OR 95% CI

Mean±SD No. % No. %
<20 0.928±0.l06** 88 62.9 52 37.1 1.69 (1.12, 2.54)

Premenopause 20-24 0.969±0.111 394 73.8 140 26.2 1 -
>24 0.990±0.121 235 81.9 52 18.1 0.63 (0.43, 0.91)
<20 0.723 ±0.144** 9 12.3 64 87.7 2.11 (0.98, 4.70)

Postmenopause 20-24 0.796±0.135 109 22.8 369 77.2 1 -

>24 0.833±0.133 183 29.7 433 703 0.70 (0.53,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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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hveen body composition and bone mineral density

Variables BMD( Premenopause) BMD( Postmenopause)
r ri r： r3 r ri r： r5

Age(yrs.) -0.16*** -0.43***
Weight(kg) 0.27*** 0.288*** 0.240* 0.31*** 0.237** 0.298*

Height(cm) 0.23*** 0.155* 0.105 0.241* 0.27*** 0.150* 0.229** 0.293*

BMI(kg/m ) 0.16*** 0.238*** -0.112 0.242* 0.20*** 0.197* -0.202* 0.100*
Fat free mass( kg) 0.293*** 0.115 0.247** 0.215** 0.175* 0.421**

Muscle(kg) 0.293*** 0.114 0.246** 0.215** 0.177* 0.425***
Fat(kg) 0.229*** -0.115 0.123 0.214** -0.175* -0.034
Fat % 0.136* -0.111 -0.005 0.152 -0.161 -0298*
WHR 0.111 -0.185** -0.085 0.148 -0.293* -0.488**
Mineral! kg) 0.289*** 0.112 0.241* 0.172* 0.108 0.306**

* p<0.05, ** p<0.0l, *** p<0.00l.
WHR: Waist hip ratio, BMI: body mass index.
r: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r，: Partial correlation coefTicients adjusted for age
r：: Partial coirelation coefficients adjusted for weight n：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in subjects with nonnal BMI

Table 9. Comparison of mean of bone mineral density by level of muscle and lat

Mean±SD

Muscle(kg) <14.8 14.8-21.2 >21.2

<35 0.962±0.087 0.931 ±0.115 0.880±0.020
Premenopause 35.0-40.3 0.943±0.081 0.973±0.110 0.981 ±0.078

>40.3 0.962±0.126 1.039±0.113 1.025±0.109
<35 0.761 ±0.124 0.759±0.135 0.8l0±0.068

Postmenopause 35.0-40.3 0.874±0.161 0.830±0.145 O.825±O.I71
>40.3 0.903 ±0.066 0.852土 0.B7 0.869±0.167

으며，근육량이 하위이면서 체지방 상위인 군에서 가 

장 낮았다. 폐경 후에는 근육량이 상위이면서 체지방 

량이 하위인 군에서 가장 높았고, 근육량이 하위이면 

서 체지방이 하위인 군에서 가장 낮았다. 폐경 전후 

모두에서 지방 함량과는 관계없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밀도 수치가 높았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근육 

량이 중상위인 경우 체지방이 많을수록 골 밀도 수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9).

고 찰

골다공증은 “낮은 골량과 골조직의 미세구조의 변 

질로 특징 지워지며 뼈의 취약성이 중가하여 결과적 

으로는 골절의 위험도를 높이는 질병”으로 정의되며 

(1), 특히 여성에서 이환율이 높은 질환이다. 평균수명 

의 증가로 폐경 후 여성인구도 증가하였으며，이에 따 

라 골다공증이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될 것이 

므로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 골다공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백인 폐경후 여성의 약 54%가 저골량 

상태이고 약 30%가 골다공증에 이환 되어 있다고 하 

며 (11, 15), 국내에서는 폐경 후에 44.1%가 골감소중 

이고 14.7%가 골다공증에 이환되어 있다고 한다 (16). 

폐경 전 여성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으며，일본의 

경우 폐경 전에 35〜39세 연령대에 골밀도 수치가 가 

장 높으며，T점수가 2SD 미만이 7%라고 하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폐경 전 여성의 경우 골감소중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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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은 1.6%로 나타났으며，폐경 후 여성에 있어 

서는 각각 46.1%와 28.1% 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결과 

와 큰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골감소의 패턴은 30대에서 높은 골 밀 

도를 보인 후 50세 전후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70세 이후는 감소 폭이 낮아지는 3차 곡선형 (cubic 

fomi)을 보이고 있었으며, 골감소의 정도는 40세부터 

폐경 전까지 연간 0.6%의 골 감소률을 보였으며 폐 경 

후에는 연간 골 소실 율이 1.0%였고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 및 골 감소율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형태와 일치한다 (5, 14). 본 연구 

에서 연령과 골밀도 수치와의 상관성은 폐경 전보다 

폐경 후가 더 높아 폐경 후에 연령증가의 위험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폐경 후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폐 

경기간 (폐경 후 연령)은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로서 알려져 있다 (17-19).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보통 25-30세 사이에 최 

대 골량에 도달한 후 대략 35세경부터 골밀도의 감소 

가 시작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4, 20). 따라서 골다공 

중에 대한 예방노력은 폐경 전부터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폐경 후 골 밀도 수치의 감소 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골 밀도 검사는 늦어도 45 

세부터는 검사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40세 이전 여 

성도 한 번 정도는 골 밀도 검사를 하여 최대 성숙 

시 골 밀도 수치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함께 체중과 신장이 골 밀도 

수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인자였다. 또한 이들은 종 

속변수인 골밀도 수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편이었 

으며, 연령은 위험요인으로，체중과 신장은 방어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신장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과 체중의 위험율 (Exp(B))의 결과에 의하면 폐경 

전에는 체중이，폐경 후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흔 

히 사용되는 비만지수인 BMI 지수가 커질수록 골감 

소증의 교차비는 낮아져 비만이 골다공증의 방어인자 

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체중，근력, BMI는 골밀도 수치 

를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5, 11-14). 이는 체 

중의 증가나 근수축이 뼈에 대한 물리적 자극을 줌으 

로써 골형성을 자극하며 (22, 23)，지방조직은 폐경후 

에스트로젠 결핍 상태에서 내인성 안드로젠을 에스트 

론으로 변환시켜 상대적으로 높은 혈중 에스트로겐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가설들로 설명되기도 한다 

(24). 또한 비만은 골밀도에 대하여 강력한 방어요인 

으로 작용하며 (11), BM1 는 고관절골절 위험을 유의 

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12). 그러나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서, 비만 

이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만 평가시 단순히 신장 

과 체중만을 측정하기보다는 체지방량을 직접 측정하 

고 있다. 따라서 체중과 골밀도의 직접적인 관련성보 

다는 어떤 체성분이 골 밀도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체중이 증가된 군 

은 골밀도가 증가한 반면, 체중이 감소된 군은 골밀도 

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체중의 변화도 골밀도와 연 

관성을 시사하였는데，이는 젊은 여성에 있어서 무리 

한 체중조절은 골 밀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21).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체중이 골밀도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체중을 구성하는 체성분 중 어떤 인자가 골 밀 

도에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골밀도 수치는 체성분 중 제지방 함 

량 전체보다는 체지방의 분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 

고된 경우도 있고 (25)，노인에서의 제지방 함량과 배 

근력이 골밀도 수치의 예측 인자로 보고 되기도 하였 

다 (26). 또한 폐경전 여성에서 근육량은 골다공증의 

방어인자이며，체지방량은 어느 정도의 근육이 있어 

야만 방어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27).

본 연구에 이용한 체성분 인자는 제지방，근육량，체 

지방량，체지방량 분율，허리/엉덩이 둘레비，BMI, 체 

내 미네랄 함량이었다. 이는 체성분 측정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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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으며, 본 계기는 생체전기저항법 (bioelectrical 

impedance)을 이용하여 신체의 체수분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그 측정법의 타당 

성이 증명되었으며 비만 또는 영양결핍 등의 평가에 

유용하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28). 본 

연구에서는 폐경 전후 여성 모두에서 지방함량과는 

관계없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 밀도 수치가 높게 나 

타났으며 반면 체지방은 근육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기존 연구보고들과 일치하였다.

연령을 보정한 후 대부분의 체성분이 골밀도 수치 

와 순상관을 보였으며，특히 폐경 전에는 근육함량， 

폐경 후에는 체중이 관련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대부 

분의 체성분이 비숫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체성분이 

체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체중을 보정한 후에는 BM1, 체지방，체지방분율，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역상관을 보였으며，특히 허리/ 

엉덩이 둘레비의 관련성이 높았다.

또한 BMI 지수가 정상범위인 군에서는，특히 폐경 

후의 체지방분율，허리/엉덩이 둘레비가 골밀도 수치 

와 매우 높은 역상관성을 보여 소위 복부비만이나 마 

른 비만의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체중이 같을 경우 제 

지방, 근육은 방어인자이고 체지방성분，허리/엉덩이 

둘레비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하여는 단순한 체중 중가보다는 제지방은 

늘리고 체지방은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므로，기 

존의 비만이 골다공증의 방어인자라는 판단은 제고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만관리를 위하여는 단순히 체 

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성분을 적절히 조절 

하여야 할 것이며，이는 비만관리와 골다공중 예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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