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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으로 한방치료중인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후군 요인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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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April, 2007 to August, 2012 with female patients who were being treated for and

suffering from chronic lumbar pain for periods of 6 months and over. The 53 female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osteoporosis by having a T-Score of <-2.5 in a bone mineral density(BMD), as well as showing signs of metabolic

syndrome. This was deduced by taking measurements of blood pressure, carrying out blood-chemical examinations

and physical measurements such as weight, height, waist measurement and body mass index(BMI). After 5 minutes

rest, the patient’s blood pressure, height and weight were measured. BMI was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BMI =

weight (Kg)/height (m2). The patients had their blood taken in a fasted state(more than 12hours), the fasting blood

sugar,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were measured. The average BMD and T-score were calculated

by measuring BMD(mg/cc) of L1-L3 using QCT. In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physical examinations, clinical

character of metabolic syndrome and T-score, the result showed that age and T-score had a negative

correlation(r=-0.699, p<0.01) as did triglyceride and T-score (r=-0.047, p<0.01), where as weight(r=0.239, p<0.05) and

height(r-=0.329, p<0.01) and T-score had a positive correl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blood sugar, blood pressure and T-sc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ge, weight, height and T-score.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blood sugar, blood pressure and T-score and that these did not influence bone density. Further research

with more subjects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of clinical character of metabolic syndrome

and T-score.


Key words : Metabolic syndrome, Menopause, Osteoporosis, Low back pain

* 교신저자 : 김동웅, 광주시 남구 주월동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내과

․E-mail : dwkim@wonkwang.ac.kr, ․Tel : 062-670-6484

․접수 : 2013/01/14 ․수정 : 2013/02/18 ․채택 : 2013/02/21

서 론

한방 의료기관에 요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는 폐

경 후 여성 환자들이 골밀도 측정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골

다공증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환자들 중 최근에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을 동

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골다공증(osteoporosis)은 골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 없이 단

위 용적내 골량(bone mass)이 감소되고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뼈

의 골절을 발생할 수 있는 미세구조의 손상이 동반된 상태로 정

의 한다
1)

. 골다공증은 요통이외에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어, 조

기발견이 어렵고 잦은 골절 및 지방 색전으로 인해 골절 1년 이

내에 10%정도의 사망률을 초래하는 대퇴골 골절을 일으키기도

한다
2)

.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

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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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뼈가 약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골강도의 약화로 골

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3)

.

대사증후군은 1998년 WHO에서 그 기준을 발표하였으며4)

공복 혈당의 상승 또는 인슐린저항성과 고혈압, 고 중성지방혈

증, 혈중 HDL 콜레스테롤의 저하 및 미세 알부민뇨, 비만 등의

임상적인 특징을 갖는 일련의 증후군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대사증후군의 발생기전

이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대사 장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원인은 크게 비만과 체지방 분포의 이상, 인슐린의 저항성, 환경,

유전 요인 등의 대사증후군 특정 인자를 매개하는 독립인자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5). 그동안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대사증후군

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2001년 National Education

Cholesterol Program Adult Treatment Pannel III(NCEP ATP

III)6)에서 체질량지수 대신에 복부 비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허

리둘레를 측정함으로서 임상에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고 대규

모 연구에 유용성을 높인 기준을 제안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특성과 골다공증의 연관된 보고로는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혈중지질이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7)

. 따라서 골다공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사증후군 특성과 관련되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주목되는 골다공증과 대사증후군 임

상특성과의 상호 영향을 관찰한 연구 중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에 대한 연관성과 혈압, 비만에 대한 몇몇의 보고가 있다8,9).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로 진단된 환자들 중 골다공증으로 유발

되는 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실한 보고가 없으

며 특히 증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방병원에 폐경 이후에 발생한 요통을 주

소로 내원하여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고 동시에 대사증후군을 동

반한 여성을 대상으로 고혈당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의 대사증후군 임상적 특성이 골밀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7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방병원에 만성적인 요통

을 주소로 내원하여 치료 하였던 여성 환자들 중 골밀도 검사 결

과가 T-score -2.5이하로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고, 혈압측정, 혈

액화학 검사를 비롯하여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측정

등의 신체계측을 시행하여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다고 진단

된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1) 신체 계측 및 병력청취

모든 환자의 성별, 나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병

력 및 약물 복용력을 조사하였다. 5분 정도 휴식 후, 좌측 상지에

서 혈압을 측정하였고,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체성분분석기

(Inbody, Biospace Co.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질량지

수는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누

어 산출하였다.

2) 생화학 검사

혈액채취는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에 공복 상태에서 채혈하였으며, 혈액 화학 분석기(Hitachi

automatic analyser 7060, Japan)를 사용하여 공복시 혈당, 총 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

을 측정하였다.

3) QCT 측정 방법과 진단기준

정량적 전산화 단층촬영(QCT)을 이용하여(Intellect,

Shimadzu Co. Japan) 요추 1-3번 부위의 BMD(mg/cc)를 측정하

고 평균 BMD와 T-score를 산출 하였다. 골다공증의 진단은 1994

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기준에 의해 T score>-1인

경우를 정상, -2.5<T score≤-1인 경우를 골감소증, score≤-2.5인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였다.

4)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의 평가는 NCEP13) 기준에 따라서 5가지 항목 중,

3개 혹은 그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1) BMI : >25 kg/m2

(2) 중성지방 농도 : ≥150 mg/dL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 :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4) 혈압 : ≥130/85 mmHg

(5) 공복혈당 : ≥110 mg/dL

5) 통계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대사증

후군과 골밀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증후군의 임상

적 특성을 T-score 및 BMD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특성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골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AS ver9.1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대상 환자들의 요통의 병력은 6개월 이내가 26명이었으며 6

개월 이상 지속된 환자가 27명 이었다. 이 중 고혈압 과거력이 있

는 환자는 18명, 당뇨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7명, 고지혈증으로

투약 중인 환자는 8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68±7.48세 이었다

(Table 1).

2. 골다공증과 임상적 인자와의 연관성

임상적 인자와 골다공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score

를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나이(r=-0.699, p<0.01)와 유의한 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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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관관계를 보였고(Fig. 1), 체중(r=0.239, p<0.05) 및 신장

(r=0.329, p<0.01)은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중 지질 중

중성지방(r=-0.047, p<0.01)은 음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총 콜레

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계측 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Fig. 2). BMD은 단지 나이(r=-0.297, p<0.05)와 음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외의 임상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tal(n=53)

Age(years) 66.28±5.91

Height(Cm) 154.16±5.68

Weight(Kg) 58.81±8.64

BMI(Kg/m2) 24.67±2.76

Waist Cir(cm) 81.22±5.30

SBP(mmHg) 135.56±17.11

DBP(mmHg) 80.58±9.91

FBS(mg/dL) 131.09±45.19

TC(mg/dL) 199.54±47.72

TG(mg/dL) 204.60±54.08

HDL(mg/dL) 50.47±10.86

T-score -4.80±1.08

BMD(mg/cc) 55.90±24.15

Menopause(years) 49.47±1.78

BMI: Body mass index(체질량), Cir: Circumference(허리둘레), SBP: Systolic blood
pressure(수축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이완기 혈압), FBS: Fasting blood
sugar(공복혈당), TC: Total cholesterol(총 콜레스테롤), TG: Triglyceride(중성지방), HDL:
High density lipoprotein(고밀도 콜레스테롤), BMD:Bone Mineral Density(골밀도)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T-score and Metabolic syndrome

factor ect

Variables r† P-value

Age -0.699** 0.001

Height 0.329* 0.015

Weight 0.239* 0.008

BMI 0.097 0.485

waist circumference -0.051 0.716

Systolic BP 0.072 0.603

Diastolic BP 0.140 0.317

FBS -0.033 0.813

TC -0.204 0.141

TG -0.047** 0.003

HDL -0.145 0.298

*p<0.05, **p<0.01.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ig. 1. Th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T-score.

Fig. 2. The correlation between T-score and TG.

T-score를 독립변수로 하고 다른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β=-0.410, t=-6.99)는 p<0.01 수준에

서, 신장(β=0.185, t=2.490), 체중(β=2.059, t=0.083)은 p<0.05 수준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나이가 많

을수록 T-score가 감소하고, 신장, 체중이 증가 될수록 T-score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Fig. 4). 혈중 지질은 중성지

방(β=-2.557, t=-3.870)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유

의하지 않았다.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T-score and Weight

Fig. 4. The correlation between T-score and Height

3. 요통의 유병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 임상적 인자와 골밀도의

비교

요통의 기간별로 나누어서 6개월 이내와 6개월 이상인 환자

군 사이의 임상적 특성과 골밀도의 비교는 나이(P<0.01), 혈중 중

성지방(P<0.05), T-score(P<0.01), BMD(P<0.05)에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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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두 군 간의 혈당,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혈

압, HDL 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4).

Table 4. Statistical signification of various factors according to low

back pain duration

over 6ms
(n=26)

under 6ms
(n=27)

t
value

Pr> l t l

Age
(years)

64.03
±5.15

68.44
±5.87

-2.90 0.005

Height
(cm)

155.08
±6.38

153.35
±4.88

1.14 0.261

Weight
(Kg)

60.05
±9.16

57.61
±8.13

1.03 0.309

BMI
(Kg/m2)

24.90
±2.88

24.48
±2.69

0.59 0.554

Waist Cir(cm)
83.31
±5.53

84.41
±5.16

-0.20 0.842

SBP
(mmHg)

139.86
±14.64

144.78
±19.33

-0.67 0.506

DBP
(mmHg)

79.46
±8.45

81.66
±11.10

-0.81 0.421

FBS
(mg/dL)

134.15
±51.91

128.15
±38.49

0.48 0.630

TC
(mg/dL)

196.92
±43.33

202.07
±52.32

-.0.39 0.692

TG
(mg/dL)

201.96
±83.45

210.85
±10.30

-1.92 0.050

HDL
(mg/dL)

51.07
±12.22

49.88
±9.58

0.39 0.694

T-score
-4.35
±0.74

-5.25
±1..43

3.61 0.007

BMD
(mg/cc)

63.01
±23.41

49.05
±23,26

2.18 0.034

Menopause(years)
50.03
±2.20

50.07
±2.68

0.73 0.470

BMI: Body mass index,, Cir: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MD: Bone Mineral Density

Fig. 5. The correlation between T-score and SBP

요통의 기간별로 나누어서 임상적 특성과 골다공증과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T-score와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병기간

이 6개월 이내의 경우는 나이(r=-0603, p<0.01)와 음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고 수축기 혈압(r=0.3923, p<0.05) 및 이완기혈압

(r=0.695, p<0.01), 신장(r=0.459, p<0.05)이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Fig. 5). 이외에 혈당, 혈중 지질농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유병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는 나이(r=-0.668, p<0.01)와

음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체계측은 체중(r=0.420, p<0.01),

신장(r=0.394, p<0.05), BMI(r=0.378, p<0.05)의 순으로 양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혈중 지질은 중성지방 농도(r=-0.527, p<0.01)와

음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찰

대사증후군은 유병률은 2005년 국민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인구에서 남자는 32.9%, 여자는 31.8%로 보고되었으

며10) 골다공증은 2008년 19.3%로서 당시의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를 고려 할 때 남성 4.9%, 여성 32.6%가 해당 된다
11)

. 국내외

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빈도는 비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빈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 여성의 22.6% 폐경 여성에서

는 40∼50%로 나타났다
12,13)

. 우리나라 여성은 2011년 개정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 기준에 따라 빈

도를 추산하면 폐경 여성의 22.1%가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어
14)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에서 대사증후군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골다공증은 골의 강도가 약화되어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전

신적인 질환이다. 골의 강도는 골의 양과 골의 질에 의해 결정되

며 골밀도(BMD)로 측정된다. 골밀도는 최대 골량과 소실량에 의

존하며 골의 질은 골구조와 골교체율, 미세골절과 같은 골손상의

축적과 무기질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 T-score는 골절에 대한 절

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20대의 최대 골량 골밀도 평균

치를 기준점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의 평균값에서

-2.5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진단 한다
15)

. 일반적

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6배 정도 높은 것

은 남자가 더 많은 골량을 갖는 반면 골 소실은 여자에 비해 적

기 때문이다
16)

.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임상특성과 골다공증과의 관계는

신장과 체중이 클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T-score와 골밀도

는 높아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미 보고된 결과와 동일하였

으며 앞서의 연구에서도 T-score와 골밀도, 골질량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신체특징은 체중으로 나타났다17). 폐경 후 저체중이

과체중에 비해 골밀도 감소가 현저 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과체중이 골격에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며 외부의 충

격을 골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골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지방조직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과체중 여

성에서 골밀도의 감소가 지연되기 때문에 비만이 골다공증의 방

어인자로 이미 알려 졌다18-20).

Truscott 등
21)
에 의하면 폐경 후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직선

양상의 골밀도 감소를 보이고 폐경 후 10년간 골밀도의 감소는

16.7%에 이른다고 하였다. 성인에서 골대사는 파골세포의 골 흡

수와 조골세포에 의한 골형성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교체되

는 골 재형성 과정에 의해서 골량이 유지되지만 여성에서는

35~45세 부터 점차 골형성 보다는 골흡수가 증가하게 되어 골량

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2)

. 골 다공증성 골절은 높은 사망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킨다. 척추 골절은

기형과 통증, 폐기능 저하, 중력의 중심을 이동시켜 균형과 보행

장애을 유발하고 골다공증은 신체적 일상생활의 활동 기능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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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며 심리․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요

한 원인이 된다23).

혈압수치에 따른 골다공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골다공

증과 혈압의 관계는 혈압이 높을수록 T-score와 골밀도, 골질량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혈압과 골밀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이유는 이전의 연구들 보다 상대적으

로 대상 환자가 약 4.5세 낮은 젊은 노령이었고 고혈압 환자가 적

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요통 유병기간이 6개월 이

내의 환자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운동과 활동제한 기간이 단기간

으로서 6개월 이상 요통으로 일상적 생활과 신체활동에 어려움

이 있었던 환자들 보다 골밀도 수치가 적게 감소한 결과가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체내에서 칼슘대사의

이상을 가져온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으며25,26), 이러한 칼슘

대사의 이상은 고칼슘뇨증이나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나타나

뼈로부터 칼슘의 분해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27)

.

본 연구에서 혈중 중성지방이 T-score와 골밀도가 유의한 음

적인(r=-0.047, p<0.01) 상관관계로 혈중 지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는데 대사증후군의 임상적인 중요성을 고

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골밀도가 낮고 지질 농도가 상승된 여

성이 심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사한 결과로 Yamaguchi 등
8)
의 연구에서 HDL 콜레스테롤과

골밀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성지방농도가 척추골절

의 결정인자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Cui 등28)은 폐경 전 여성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요추 골밀도와 음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D'Amelio 등29)을 비롯

한 다른 연구30)에서는 요추골밀도와 LDL 콜레스테롤간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경 후 여성에서 골밀도와

혈중 HDL 콜레스테롤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골다공증과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당 등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성이 없어 골밀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사증후군과 골다

공증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도 혈청 지질농도와 골밀도와의 연관

성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더욱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밀한 연구가 대사증후군의 임상 특

성과 골다공증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만성적인 요통으로 2007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방 병

원에 내원하여 치료 하였던 폐경 후 여성 환자 중 골밀도 검사결

과 T-score가 -2.5이하로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고 대사증후군이 동

반된 환자들 53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BMD)와 대사증후군

임상특성인 혈중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및 체질

량지수, 혈압측정과 신체계측을 하여 신장, 체중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의 신체계측 수치와 대사증후군 임상특성을

T-score과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나이(r=-0.699, p<0.01)와 유의

한 음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체중(r=0.239, p<0.05)및 신장

(r=0.329, p<0.01)과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중 중성지방

(r=-0.047, p<0.01)은 음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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