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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다공증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뼈의 무기질과 단백질이 줄어들어 

뼈의 질량이 감소되고 뼈의 골수강에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골미세조

직이 엉성하게 되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골격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1].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연

령이 많아지면 그 유병률이 증가하며 기능장애를 동반한다. 또한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중재 

및 의사소통이 필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2]. 만성질환으로서의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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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발생 요인 등이 검토되었는데, 특히 노화, 

체질량 지수, 폐경기간, 조기폐경,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 흡연, 알코올 

중독 등이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골다

공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의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 (남자 7.5%, 

여자 37.3%)에 이른다[3]. 하지만 전체 골다공증 환자 중 약물치료율은 

33.5%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골다공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지속치료율은 6개월에 45.4%, 1년에 33.2%,  

2년에 21.5%에 그치고 있어, 만성질환으로서의 골다공증 관리가 부족

함을 나타내고 있다[3]. 또한 골다공증 환자의 총진료비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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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억 원에서 2019년 2,827억 원으로 연평균 11.0%가 증가하였고[4],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의 국가재정 손해액이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 시, 1인당 1억 2천 3백만 원(연금지

출 평균 7,000만 원 증가, 세금수입 평균 5,300만 원 감소)으로 추정되

고 있어, 개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담도 매우 심각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골

다공증의 환자 수, 총진료비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금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위주로 시행된 우리나라 만성

질환 관리 정책에서 골다공증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6].

본 연구는 최근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골다

공증 관련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골다공증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 특성 파악 및 해

당 위험요인에 따른 골다공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결과

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 모형이 일반화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표본조사자료인 다년간의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러 보건의료 관

련 단체들의 환자 및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들의 접점활동에 있어 그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도 평가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골

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표(Scorecard)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와 

제7기(2016-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

계에 따른 표본조사로서, 해당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어진 가중치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의 표본

수를 고려하여, 기수간 통합자료를 활용할 경우, 통합기간 내 연도별 

가중치와 통합비율을 곱하여 통합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한다[7]. 이에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5-2018년까지의 자료이며, 자료활용 권고 

지침에 따라 연도별 가중치에 1/4을 곱하여 산출된 통합가중치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질환인 골

다공증의 특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장년의 시기에 최대골

량이 형성되고, 이후 골소실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골다공

증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골다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이전

에 대상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골다공증의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을 종합하여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에 따라 30세 이상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2015-2018년 총 4개 연도에 

걸쳐 수집된 30세 이상 여성 11,427명이며,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diagram of study. KNH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DO, points to double the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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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틀

최종 연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구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1).

분석 변수의 선정

종속변수

국민건강영양조사 부문 중 건강설문조사 이환 조사항목에 있는 ‘골

다공증’ 관련 문항 중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을 종속변수로 활용하

였다[8,9].

독립변수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다양

한 참고문헌을 통해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선정된 총 4개의 특성 그룹

의(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위, 질병 이환 그리고 여성 건강 특성)  

17개 위험요인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골다공증 유병 특성을 파악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 개발 시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체

적인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8,12,13], 세대원수를 고려한 월

평균 가구균등화소득[8,14], 교육수준[8,14,15], 둘째, 건강행위 특성으

로는 평생 500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웠는지로 판단한 평생 흡연여부

[8,14,15], 최근 1년간 음주량[8,14,16],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를 통해 파악된 비만도[12-14,17], 스트레스[18], 셋째, 질병 이환 특성으

로는 고혈압[19-21], 당뇨[22-25], 이상지질혈증[26-28], 뇌졸중[29-31], 류

마티스 관절염[32-34], 고콜레스테롤혈증[26,35,36]에 대한 각각의 의사

진단 여부, 그리고 악력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감소증 여부[10,11, 

37-39]를 활용하였다. Manini and Clark [10]는 특정 진단장비를 통하지 

않고,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악력검사를 제

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악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회에 걸친 악력검사결과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2019년 아시아근감소증 연구회(Asian Working Group 

of Sarcopenia, AWGS)가 제시한 기준(여성 18 kg 미만)으로 근감소증 

여부를 파악하였다[11]. 넷째, 여성 건강 관련 특성으로서, 모유 수유기

간[13,40], 폐경여부[41,42], 초경연령[43,44]을 골다공증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분석방법

골다공증 위험요인과 골다공증 유병의 관련성을 복합표본 빈도분

석 및 Rao-Scott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골다

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

관계를 통계적 함수로서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자

료설계 방법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중 로지

스틱 회귀모형은 골다공증 의사진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술된 

골다공증 위험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골다공증 위험예측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개인별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

점수 산출이 용이하도록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표를 생성하였다. 

평가점수표는 현재 금융산업에서 고객의 신용평점 산정 시 주로 활용

되는 방식인 points to double the odds (PDO)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는 승산(odds)을 두 배로 만드는 지점의 수치를 이용한 평가점수표 방

법이다[45]. PDO 과정은 식 (1)을 통해 각 변수의 범주에 대한 회귀계

수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지도록 만든다[46].

보정된 회귀계수=회귀계수 추정치–가장 작은 회귀계수 추정치 … (1)

이후, 연구자가 설정한 총점(본 연구에서는 1,000점)에 따른 PDO 값

을 산출하고, 식 (2)와 같이 보정된 회귀계수를 하나의 평가점수로 변

환하여, 최종 평가점수 범주가 0-1,000점 사이가 되도록 보정과정을 거

쳐 평가점수표를 생성시킨다. 즉, 1,000점× log(2)의 값을 각 요인별 보

정된 회귀계수의 최대값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PDO 값을 산출하고, 

식 (2)에 따라 각 요인별 평가점수를 산출한다[47]. 이에 생성된 평가점

수표를 통해 각 개인의 요인 값에 따른 모든 요인별 평가점수의 합으

로 개인별 골다공증 위험도 총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다

각 요인별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Score) =

보정된 회귀계수×[PDO/log(2)] …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

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이 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공식적

인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7].

연구 결과

골다공증 유병 영향 요인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수준에 따른 골다

공증 유병을 살펴본 결과, 해당 모든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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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Category and content References

Dependent Osteoporosis Yes, No
   - Doctor’s diagnosis

Kwon and Lee [8]
Lee et al. [9]

Independent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y) 30-44, 45-54, 55-64, ≥65 Kwon and Lee [8]
Jeon and Kim [12]
Yan et al. [13]

Household inome Low (quartile 1), 
Middle (quartile 2-3), 
High (quartile 4)

Kwon and Lee [8]
Kim and Lee [1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over

Kwon and Lee [8]
Kim and Lee [14]
Lee and Kang [15]

Health behavior factors Lifelong smoking Yes, No
   - Over 500 cigarettes

Kwon and Lee [8]
Kim and Lee [14]
Lee and Kang [15]

Drinking amount No, ≤1/mon, 2-4/mon, ≥2/wk
   - last 1 year

Kwon and Lee [8]
Kim and Lee [14]
Yoon et al. [16]

Body mass index (kg/m2) <18.5 (underweight), 
<25 (normalweight), 
≥25 (overweight or obese)

Jeon and Kim [12]
Yan et al. [13]
Kim and Lee [14]
An [17]

Stress Yes, No Lee et al. [18]
Diseases Hypertension Yes, No

   - Doctor’s diagnosis
Yoo et al. [19]
Koo [20]
Carmo and Harrison [21]

Diabetes mellitus Yes, No
   - Doctor’s diagnosis

Neglia et al. [22]
Yoon et al. [23]
Oh [24]
Choi et al. [25]

Dyslipidemia Yes, No
   - Doctor’s diagnosis

Kim et al. [26]
Shin et al. [27]
Lee et al. [28]

Stroke Yes, No
   - Doctor’s diagnosis

Carda et al. [29]
Yoo et al. [30]
Kwon et al. [31]

Rheumatoid arthritis Yes, No
   - Doctor’s diagnosis

Haugeberg et al. [32]
Lee et al. [33]
Arain et al. [34]

Hypercholesterolemia Yes, No
   - Doctor’s diagnosis

Kim et al. [26]
Majima et al. [35]
Chandi [36]

Sarcopenia Average handgrip strength
   -  Yes: <18 kg 

No: ≥18 kg

Manini and Clark [10]
AWGS [11]
Lee et al. [37]
Jang et al. [38]
Moon and Kim [39]

Woman’s health related  
factors

Breastfeeding period <24 mon, ≥24 mon Yan et al. [13]
Hwang et al. [40]

Menopause Yes, No Khan and Fortier [41]
Fistarolr et al. [42]

Age of menarche (y) ≤11, 12-13, 14-15, 16-17, ≥18 Chang et al. [43]
Shin et al.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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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30-44세 여성 집단

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0.4%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

여 65세 이상 여성은 39.0%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를 고려한 월평균 가

구소득의 경우,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성인 여성의 골다

공증 유병률이 30.6%, 상위 25%는 7.0%로서 약 23.6%p의 차이를 보였

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유병률이 28.8%p 정도 높게 

나타났다(Table 2).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

건강행위 특성인 평생흡연 여부, 최근 1년간 음주량, 비만도 그리고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를 제

외한 건강행위 특성이 골다공증 유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각 위험요인별 골다공증 유병률은 평

생 500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운 군 6.9%, 최근 1년간 음주빈도가 가장 

높은 군 5.6%, 비만도가 가장 높은 군 14.6% 그리고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군은 12.2%이었다(Table 3).

질병 이환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

성인 여성들이 지닌 다양한 질환과 골다공증 유병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

률은 27.5%, 당뇨병 23.9%, 이상지질혈증 27.9%, 뇌졸중 37.4%, 류마티스 

관절염 36.6%, 고콜레스테롤 혈증 21.2%로 나타나 뇌졸중을 지닌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악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근감소증 이환 여부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는 성인 여성의 골

다공증 유병률은 31.2%로서,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았다(Table 4).

여성 건강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

모유수유기간, 폐경여부, 초경연령으로 구성된 여성 건강 관련 특성

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률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유수유기간이 

24개월 미만인 성인 여성(미출산, 미혼 등 포함)보다 모유수유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11.9%p 높은 17.9%로 

나타났으며, 폐경이 되지 않은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1.1%이

었으며, 폐경이 된 성인 여성은 24.3%로 나타났다. 초경연령과 관련해

서는 초경연령이 18세 이상인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3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

3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복합표본자료설계 방법

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개발된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 점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앞서 검토된 17개의 위험요인 중 최종 모형에 활용된 요인은 사분위

수로 구분된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수준, 비만도, 고혈압, 뇌졸중, 류마

티스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각각의 의사진단 여부, 악력검

Table 2.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according to so-
ciodemographic factors

Variables
n Weighted % Rao-Scott 

χ2 p
No Yes No Yes

Age (y)
   30-44 3,120 12 99.6 0.4 1,802.97 <0.001
   45-54 2,315 95 95.9 4.1 
   55-64 2,122 413 83.9 16.1
   ≥65 2,012 1,338 61.0 39.0 
Household income
   Low (quartile 1) 1,708 854 69.4 30.6 663.29 <0.001
   Middle (quartile 2-3) 5,051 745 89.7 10.3
   High (quartile 4) 2,782 252 93.0 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180 1,189 66.4 33.6 1,468.05 <0.001
   Middle school 1,022 272 81.9 18.1 
   ≥High school 6,307 378 95.2 4.8 
Total 9,569 1,858 86.7 13.3 - -

Table 3.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factors

Variables
n Weighted % Rao-Scott 

χ2 p
No Yes No Yes

Lifelong smoking
   No 8,605 1,733 86.2 13.8 42.37 <0.001
   Yes 905 99 93.1 6.9 
Drinking amount
   No 1,856 434 83.8 16.2 147.30 <0.001
   ≤1/mon 3,221 528 88.7 11.3 
   2-4/mon 1,851 155 93.6 6.4 
   ≥2/wk 1,114 97 94.4 5.6 
BMI (kg/m2)
   <18.5 (underweight) 366 56 89.5 10.5 8.90 0.012
   <25 (normalweight) 6,117 1,152 87.2 12.8 
   ≥25 (overweight or 

obese)
3,064 634 85.4 14.6 

Stress
   No 6,952 1,359 86.5 13.5 2.90 0.089
   Yes 2,554 470 87.8 12.2 
Total 9,569 1,858 86.7 13.3 - -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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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파악된 근감소증 여부, 폐경여부, 초경연령이다. 여성 연령변

수는 앞서 분석된 단변량 분석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골다공증 유

병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다른 위험요인과의 연관성 또한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타 위험요인이 골다공증 유병에 끼치는 영

향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1.45배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준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행위 특성 중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는 체질량지수가 낮을

수록 골다공증 유병 위험이 높았다. 성인 여성이 지닌 질환과의 관계

Table 5.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according to wom-
an’s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n Weighted % Rao-Scott 

χ2 p
No Yes No Yes

Breastfeeding period
   >24 mon 3,788 285 94.0 6.0 303.33 <0.001
   ≤24 mon 5,781 1,573 82.1 17.9 
Menopause
   No 4,596 53 98.9 1.1 1,035.93 <0.001
   Yes 4,905 1,781 75.7 24.3 
Age of menarche (y)
   ≤11 731 24 98.0 2.0 679.21 <0.001
   12-13 3,394 283 93.8 6.2 
   14-15 3,219 634 86.8 13.2 
   16-17 1,587 598 74.3 25.7 
   ≥18 481 262 67.8 32.2 
Total 9,569 1,858 86.7 13.3 - -

Table 6. Osteoporosis risk scorecard in adult women using weighted logis-
tic regression model

Parameter β p OR (95% CI) Score

Intercept -5.73 <0.001 - -
Household income
   Low (quartile 1) 0.37 0.015 1.45 (1.15-1.81) 56.0
   Middle (quartile 2-3) -0.05 0.439 0.95 (0.78-1.16) 0.0
   High (quartile 4) (ref.) - - 1.00 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0.87 <0.001 2.40 (1.98-2.91) 116.4
   Middle school 0.56 <0.001 1.75 (1.42-2.17) 74.8
   High school and over (ref.) - - 1.00 0.0
BMI (kg/m2)
   <18.5 (underweight) 0.62 <0.001 1.85 (1.20-2.86) 82.0
   <25 (normalweight) 0.42 <0.001 1.53 (1.31-1.78) 56.4
   ≥25 (overweight or obese) 

(ref.)
- - 1.00 0.0

Hypertension
   Yes 0.22 0.019 1.25 (1.07-1.45) 29.4
   No (ref.) - - 1.00 0.0
Stroke
   Yes 0.51 0.016 1.67 (1.12-2.50) 68.3
   No (ref.) - - 1.00 0.0
Rheumatoid arthritis
   Yes 0.63 <0.001 1.89 (1.37-2.60) 84.5
   No (ref.) - - 1.00 0.0
Hypercholesterolemia
   Yes 0.26 0.001 1.30 (1.12-1.50) 34.8
   No (ref.) - - 1.00 0.0
Sarcopenia
   Yes 0.48 <0.001 1.62 (1.36-1.93) 64.1
   No (ref.) - - 1.00 0.0
Menopause
   Yes 2.47 <0.001 11.77 (8.13-17.05) 328.4
   No (ref.) - - 1.00 0.0
Age of menarche (y) 
   12-13 0.64 0.033 1.90 (1.06-3.41) 85.2
   14-15 0.84 0.005 2.31 (1.30-4.09) 111.3
   16-17 1.02 0.001 2.78 (1.55-4.98) 136.0
   ≥18 0.96 0.003 2.61 (1.44-4.74) 127.8
   ≤11 (ref.) - - 1.00 0.0
Model fit statistics AIC: 8011685.90, BIC: 8011811.70,  

-2Log L: 8011651.90, C-Statisitcs: 0.8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Table 4.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according to other 
diseases

Variables
n Weighted % Rao-Scott 

χ2 p
No Yes No Yes

Hypertension
   No 7,416 967 90.8 9.2 579.26 <0.001
   Yes 2,153 891 72.5 27.5 
Diabetes mellitus
   No 8,730 1,557 87.7 12.3 101.38 <0.001
   Yes 839 301 76.1 23.9 
Dyslipidemia
   No 7,767 1,060 90.3 9.7 426.83 <0.001
   Yes 1,802 798 72.1 27.9 
Storke
   No 9,412 1,754 87.2 12.8 88.22 <0.001
   Yes 157 104 62.6 37.4 
Rheumatoid arthritis
   No 9,351 1,700 87.4 12.6 131.77 <0.001
   Yes 218 158 63.4 36.6 
Hypercholesterolemia
   No 6,769 980 89.9 10.1 186.42 <0.001
   Yes 2,181 696 78.8 21.2 
Sarcopenia
   No 8,022 1,146 89.9 10.1 468.03 <0.001
   Yes 1,072 544 68.8 31.2 
Total 9,569 1,858 86.7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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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고혈압(1.25), 뇌졸중(1.67), 류마티스 관절염(1.89), 고콜레

스테롤 혈증(1.30)을 진단 받은 여성 그리고 근감소증(1.62)이 있는 여

성일수록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 건강 관련 특성이 

골다공증 유병과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폐경여부가 골다공증 유병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인공 및 자연적 폐경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는 여성에 비해 11.77배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초경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유병 위험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승산을 기

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여러 골다공증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개인별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되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노출될 경우, 골다공증 

위험도 점수의 총점은 1,000점이고, 예를 들어, 특정 30세 이상의 여성

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고(평점 56.0), 중졸의 학력

을 가지고 있으며(평점 74.8), 비만도 정상(평점 56.4), 고혈압 없음(평점 

0.0), 뇌졸중 없음(평점 0.0), 류마티스 관절염 있음(평점 84.5), 고콜레스

테롤 혈증 있음(평점 34.8), 근감소증 있음(평점 64.1), 폐경된 상태(평점 

328.4), 초경연령 12세(평점 85.2)에 해당될 경우,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 

점수는 784.2점(1,000점 만점)으로 산출될 수 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15-2018년까지 총 4개 연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통합하여 생성된 분석데이터셋을 활용하여, 30세 이상의 성인 여성

들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위, 질병 이환 특성, 여성 건강 관

련 특성들이 골다공증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표본자료설계 방법

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그 모형결

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에서 고객의 신용평점 산정 시 주로 활용되는 

PDO 방법을 적용한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표를 생성하였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이 가지는 각각의 위험요인에 따른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

점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 개발된 골다공증 위험도 평가점수 모형에서 나타난 위험요인

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수준이었으며, 

건강행위로는 비만도, 질병 이환 특성에서는 고혈압,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고콜레스테롤혈증, 근감소증, 여성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폐경

여부, 초경연령이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성인 여성의 연령은 골다공

증 유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개발된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령은 다른 위험요인과의 매우 높은 연관성

을 보이지만 타 위험요인이 골다공증 유병에 끼치는 영향까지 상쇄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각 위험요인별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종합

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월평균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골다공증 유병확률은 높았다. 이 결과는 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로서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won and Lee [8]의 연구 및 2008-2009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골밀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가구소득과 교

육수준 등이 골다공증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yung et al. 

[4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Kwon and Lee [8]의 연구에서는 

50-64세 연령군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1.82배,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1.65배 골다공증 유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Myung et 

al. [48]의 연구에서는 교육년수 및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건강행위 특성인 비만도는 과체중이고 비만한 성인 여성에 비해 저

체중일 경우 1.85배, 정상체중일 경우 1.53배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았

다. 이는 뼈의 골밀도와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으며, 비만은 골다공증의 보호요인 혹은 방어요인이 될 수 있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49]. 

성인 여성이 지닌 질환과 관련해서는 골다공증 위험도가 각각의 질

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1.25배, 뇌졸중 1.67배, 류마티스 관절염 

1.89배, 고콜레스테롤 혈증 1.30배, 근감소증 1.62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폐경기 전후 고혈압 수치는 골량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가 있다는 연구결과[19], 뇌졸중 발생에 따른 편마비, 이동성 저하, 골 

부하 감소, 실외활동양 감소에 따른 비타민 D 부족은 골질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29,50-52] 및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32-34].

고지혈증의 일종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중 총 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고지혈증이 있는 폐경 여성은 골

다공증으로 진단될 상대적 위험도가 2.1배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였다[26]. 또한, 근감소증의 경우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의 연령대에

서 낮은 근육량은 골다공증 발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Jang et 

al. [38]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여성 건강 관련 특성이 골다공증 유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연

구에서는 폐경이 된 성인 여성이 그렇지 않는 성인 여성에 비해 골다

공증 위험이 1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골다공증이 주로 

폐경기 여성에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골다공증의 특성에 따른 것이

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41,42]. 또한, 초경연령이 빠를수록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초경연령이 늦을수록 골

밀도 수치가 높아짐을 나타내며, 초경시기가 느리면 폐경까지 뼈의 질

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

을 덜 받기 때문에 척추의 골밀도가 느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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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요인의 

일반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골다공증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연구대상자의 일부 제한된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의 영향요인을 제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골다공증과의 인과관

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차별성은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

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석된 성인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요인과 골

다공증 유병과의 관계를 점수화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여성 

근골격계 건강관리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측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설계가 이전에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을 추적

하여 골다공증의 발병을 관찰한 종단연구가 아님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골다공증 유병 위험도가 발병위험도가 아니라는 점

에서 해당 위험요인이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 골다공증의 유병 유무를 실제 환자의 진

료기록이 아닌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것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을 이용한 골다공증 발병의 전향적 또는 후향적 종단연구

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위험요인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근거 중심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라는 것과 이들의 조합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골

다공증 유병 위험도를 점수화시킨 것 등도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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