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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metabolic syndrome (MS) is a cluster of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association between 

components of the MS and bone mineral density has been researched, but no prior studies have directly evaluated the 

association with the metabolic syndrome and bone mineral density in Korea. 

Methods: We evaluated postmenopausal women who had visited a university hospital from November 2006 to October 

2007. Data on their lifestyle, current medical diseases and medications were collected from medical records. Height, body 

weight, waist circumference and serum lipid profi les were measured. 

Results: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21.8% in this study. In adjusted analysis including age and other 

factors, only waist circumference had a close correlation with bone mineral density of femur and lumbar vertebral body (P 

< 0.05). The bone mineral density of femur and lumbar vertebral body had no correlation with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When stratifi ed by body mass index, corrected bone mineral density revealed no signifi cant correlation with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Conclusion: The bone mineral density of postmenopausal women with metabolic syndrome has highly influenced by 

obesity, especially by abdominal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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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골의 미세구조의 변화로 인해 

강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 로 인해 외상에 의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 전신성 골이상으로 정의된

다.1) 골다공증은 골절위험성 증가를 통해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키며,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골다

공증의 유병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0년에는 약 

27%, 2020년에는 약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대사증후군은 내당능장애, 이상지질혈증,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복부비만과 같은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군집

되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한다.3) 2001년 미국에서 발표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 III)에서는 대사증후군을 복부비만, 고중성지방

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5가지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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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할 때로 정의하였다.4) 지금까지 대사

증후군의 각각의 위험인자와 골다공증과의 연관성을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나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 

골 도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들의 복합적 영향을 연

구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대사증후군 각

각의 위험인 자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비만이 나이증가에 

따라 과다한 골소실에 대항하여 골을 보호 한다고 알려져 있

다.5) 하지만 비만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과 연관된다는 연구

도 있다.6) 고중성지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골

도와 양성관계가 있다는 연구7)가 있는 반면 다른 결론을 나타

낸 연구8)도 있다. 고혈압과 골 도의 연관성은 각각 다른 단면 

연구에서 반대적인 결론을 보고하고 있다.9,10) 제1형 당뇨병은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11) 당뇨병과 골 도의 

연관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12)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사증후군의 각각의 위험인자와 골

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3-15) 하지

만 대사증후군 전체 위험인자들의 골 도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

들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

군과 골 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자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일개 대학병

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폐경후 여성 중 골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상선 질환자 및 갑상선 약물 복용력, 칼슘제제, 

골다공증 치료제, 여성호르몬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고지혈

증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35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NCEP-ATP III에서 정의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이

용하여 다음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대사증후군

으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TP III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기준(남자>102 cm, 여자>88 cm)을 아시안인에게 적

용하는 것보다 2000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시한 허리

둘레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여 이를 사용하였다.16)

1) 허리둘레: 남자>90 cm, 여자>80 cm

2) 중성지방: Triglycerides (TG)≥150 mg/dL

3) HDL-콜레스테롤: 남자<45 mg/dL, 여자<50 mg/dL

4) 혈압 ≥130/85 mmHg

5) 공복 시 혈당 ≥110 mg/dL

현재 혈압강하제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높은 혈

압군에,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이거나 인슐린 치료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공복혈당 이상군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3. 연구변수
신장 및 체중은 건강증진센터의 자동 신체계측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신장(m2)}으

로 계산하였다. 체질량지수 18.5 미만을 저체중군, 18.5 이상 23 

미만을 정상군, 23 이상 25 미만을 과체중군, 25 이상을 비만군

이라고 정의하였다.16) 허리둘레는 늑골 최하단부와 장골능 최

상단 부의 중간지점에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하

였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상태를 유지한 후 자동혈압측정

계로 우측 상완에서 측정하였다. 혈당 및 지질치를 포함한 혈

액 검사치는 12시간 이상 공복 후 전주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

하여 측정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수진자가 직접 기록

하였으며, 흡연은 설문지 조사에서 전혀 피운 적이 없다고 응

답한 사람을 비흡연자로,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과거흡연자로,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현재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운동은 설문지 조사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비운동군으로, 1회 20분 이

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규

칙적 운동군으로, 그 외에는 불규칙 운동군으로 정의하였다. 

음주는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종류와 그에 따른 도수, 비중을 

계산 하여 최근 일주일간의 순수 알코올 섭취량이 0인 사람을 

비음주자로, 200 gm 미만인 사람을 경도음주자로, 200 gm 이

상인 사람을 고도음주자로 정의하였다. 교육 정도는 9년 미만, 

9-12년, 12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골 도는 Hologic사의 양 에너지 방사선 골 도 측정기

(Dual Energy X-ray absorption metry, DEXA, 모델 Discovery-W)

를 이용하였으며, 척추 1번에서4번까지의 평균치(L1-4)와 대

퇴골 전체(femur neck, greater trochanter, intertrochanter area)값

을 이용하였다.

4. 통계 분석
인구 사회학적, 신체적, 혈액학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χ2-test를 시행하였다.

연령, 흡연력, 운동력, 음주량, 교육 정도 및 월수입의 영향

을 보정한 후 체질량지수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골 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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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해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시행하였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저체중인 군의 수가 너무 작아서 저체중

군과 정상군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대사증후

군의 각각의 위험인자와 골 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유의 수

준은 0.05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Table 1)
연구 대상자는 35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7.9±6.3세였으

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24.1±3.1 kg/m2였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군에서 체질량지수가 더 높았다(P<0.001).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21.8% (77명)로 나타났고, 체

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과 중성 지방이 높을수록, 

HDL-콜레스테롤과 월수입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이 증가하였다(P<0.001). 연령, 흡연, 음주량, 규칙적 운동은 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353).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N = 77)

No metabolic 

syndrome 

(N = 276)

P-value*

Age (y) 59.0±7.4 57.6±6.0 0.09

BMI (kg/m2) 26.5±2.9 23.4±2.9 <0.001

     < 23  7 ( 9.1) 130 (47.1)

     23.0-24.9  18 (23.4)  72 (26.1)

     ≥  25.0 52 (67.5)  74 (26.8)

Height (cm) 155.6 ± 5.6 155.0 ± 6.4  0.46

Weight (kg) 64.1 ± 8.1 56.4 ± 7.1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8.0 ± 6.8 78.5 ± 8.1 < 0.001

SBP (mmHg) 131.2 ± 14.5 118.7 ± 14.4 < 0.001

DBP (mmHg) 83.7 ± 10.4 75.8 ± 9.9 < 0.001

FPG (mg/dL) 107.7 ± 31.0 90.7 ± 11.8 < 0.001

Cholesterol (mg/dL) 217.0 ± 38.6 214.5 ± 34.8  0.59

Triglycerides (mg/dL) 201.7 ± 91.5 103.6 ± 45.6 < 0.001

HDL-C (mg/dL) 48.9 ± 10.1 61.9 ± 13.6 < 0.001

LDL-C (mg/dL) 135.0 ± 31.7 131.5 ± 29.4  0.35

Alcohol intake (g/week) 27.7 ± 123.3 23.6 ± 77.6  0.72

BMD (g/cm2)

  Total hip 0.96 ± 0.10 0.94 ± 0.10  0.52

  Lumbar spine 0.98 ± 0.14 0.97 ± 0.13  0.79

Current smoker  8 ( 2.9)   2 ( 2.6)   0.94†

Regular exercise 27 (35.1)  92 (33.3)   0.55‡

Menopause   0.01‡

   Natural 59 (76.6) 243 (88.0)

   Surgical 18 (23.4)   33 (12.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 0.001§

   < 1,000 14 (18.2) 31 (11.2)

   1,000-3,000 31 (40.3) 96 (34.8)

   3,000-5,000 23 (29.9) 64 (23.2)

   ≥  5,000   9 (11.6) 85 (30.8)

Values are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MD: bone mineral density.

*P-values are calculated by t-test, †P-values are calculated by 

Fisher's exact test, ‡P-values are calculated by χ2-test, §P-value for 

trend.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BMD and each specifi c component 

for the metabolic syndrome.

Beta coeffi cients P-value*

Total hip

  FPG (mg/dL)     0.041 0.40

  Triglyceride (mg/dL)     0.177 0.07

  HdL (mg/dL) -0.038 0.48

   Waist circumference (cm) -0.251   0.008

  Blood pressure (mmHg)     0.076 0.13

L-Spine

  FPG (mg/dL)     0.029 0.59

  Triglyceride (mg/dL)     0.106 0.10

  HdL (mg/dL)     0.051 0.38

   Waist circumference (cm) -0.264 0.01

  Blood pressure (mmHg)     0.032 0.56

BMD: bone mineral density,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alculat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age, body 

mass index, weight, height,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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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 유병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골밀도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들의 관련성
나이를 보정하였을 때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 단지 허리

둘레만이 대퇴골 및 요추 골 도 와 연속적으로 관계가 있었

다(P<0.05). 다른 위험인자들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

령, 체중, 키, 체질량지수, 폐경시기를 보정하였을 때도 위험인

자 중 단지 허리둘레만이 대퇴골 및 요추 골 도와 유의한 관

계가 있었다(P<0.05) (Table 2). 

3. 키와 골밀도의 관련성
키는 보정 전에 대퇴골 및 요추 골 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P<0.01). 그러나 체중, 나이, 폐경 여부로 보정하고 난 뒤 요추

골의 골 도는 키와 관련성이 있었으나(P=0.008), 대퇴골은 

키와 관련성이 없었다(P=0.87) (Table 3).      

4. 체중, 체질량 지수와 골밀도의 관련성
대퇴골 골 도를 종속변수로, 나이와 체중 또는 체질량

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행한 회귀분석 결과 R2 값은 각각 

0.267, 0.218이었다. 요추 골 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는 R2값이 각각 0.158, 0.112이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에 비해 

체중을 포함하는 회귀식이 골 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골밀도(Table 4, 5)
나이만 보정한 결과 대사증후군을 가진 폐경 후 여성에서 

대퇴골의 골 도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3), 요

추 골 도는 증가되지는 않았다.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다른 

인자를 보정하였을 때는 대퇴골과 요추의 골 도는 대사증후

군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P=0.41, P=0.82).

체질량지수에 따른 층화분석에서 보정된 골 도는 대사

증후군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1.8%로 ATP III의 

진단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연구 결과17)에서의 전체유병률은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BMD and height.

Beta coeffi cients P-value*

Unadjusted (g/cm2)

      Total hip 0.139    0.008

     L-Spine 0.220 < 0.001

Covariates adjusted (g/cm2)

     Total hip 0.008 0.87

     L-Spine 0.141   0.008

*Calculat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age, body 

weight, menopause.

Table 4. Total hip BMD for persons with and without the metabolic syndrome by  BMI.

Group Metabolic syndrome (N = 77) No metabolic syndrome (N = 276) P-value*

All subjects Age adjusted 0.963 (0.011) 0.936 (0.006) 0.03

Fully adjusted 0.934 (0.011) 0.944 (0.006) 0.41

BMI (kg/m²)

    < 23.0 (N = 137) Age adjusted 0.933 (0.035) 0.917 (0.008) 0.65

    Fully adjusted 0.912 (0.033) 0.918 (0.008) 0.86

    23.0-24.9 (N = 90) Age adjusted 0.930 (0.023) 0.945 (0.012) 0.57

    Fully adjusted 0.930 (0.023) 0.945 (0.011) 0.57

    ≥ 25.0 (N = 126) Age adjusted 0.975 (0.013) 0.964 (0.011) 0.50

    Fully adjusted 0.969 (0.012) 0.968 (0.010) 0.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E).

BMD: bone mineral density, BMI: body mass index, SE: standard error.

*P-values are calculated by ANCOVA. Adjusted by age, alcohol intake, BMI, exercise, smoking, household income, education year,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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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22.0% (남자 24.0%, 여자 23.4%)였고, 아시아/태평양 기준

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연구18)에서는 전체유병률은 19.4% (남

자 20.2%, 여자 18.4%)로 거의 비슷한 유병률을 보여 매우 흔한 

질환으로 생각되어 진다.

Kinjo 등19)은 20세 이상 미국 성인 8,197명을 대상으로 대사

증후군과 골 도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대퇴 경부 골 도가 유의한 연관성이 있고 이는 복부비만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von Muhlen 등20)은 대사증후군과 골

도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이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 되지만 

복부비만에 의해 혼란되어진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대퇴골과 요추 골 도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 중 허리둘레

와 관련성이 있었지만, 대사증후군 자체는 체질량지수를 보

정한 후 골 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골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이, 인종, 골다공증 가

족력, 에스트로겐 결핍, 칼슘 섭취 의 부족, 고령화에 따른 신체 

활동의 감소, 내분비 및 대사성 질환, 체격과 체중 등이 있다. 

이들 중 체중이 골 도와 골다공증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21) 물리적인 체중부하로 골의 

재형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비만할수록 골 도가 

비교적 높고 골다공증의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22) 그리

고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체중 중에서 지방량이 골 도와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23) 이는 지방 세포에 의한 아로마

화되어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이 폐경에 따른 난소성 에스트로

겐의 부족상태를 보완하여 골 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특히 복부비만 여성에서는 성호르몬 결합 단백의 농

도가 낮아져 유리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보다 높아지므로 골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24) 

본 연구 결과 폐경 후 여성에서 체중이 체질량지수보다 골

도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 등21)의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체질량 지수보다 골 도 수치를 예

측하는데 더 유용한 인자로 나타났고, 체질량지수는 지방량

을 추정하는 개념이지만 체중은 지방량과 더불어 골 도 유

지, 상승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지방량을 합한 개념

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키도 골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Lau 등25)은 폐경 후 여성에서 키가 골 도의 중요한 

예측자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키는 골 도와 관련성이 

있었으나 체중, 폐경시기, 그리고 나이로 보정하였을 때 키는 

대퇴골 골 도와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요추골 골 도와는 

관련이 있었다.      

비만은 폐경 후 여성에서 골다공증 발생의 보호 인자로 알

려져 있다.26) 복부 비만과 골 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Jankowska 등27)의 연구결과 복부비

만은 요골에서 낮은 골 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고 Blaauw 

등28)은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에서 낮은 체질량지수를 보이나 

대조군보다 허리-엉덩이 둘레가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만 Edelstein과 Barett -Connor29)의 연구에서 허리-엉덩이 둘레비

가 폐경 후 여성의 요추 및 대퇴부의 골 도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

구에서는 복부비만이 체질량지수와 독립적으로 요골에서 높

Table 5. L-spine BMD for persons with and without the metabolic syndrome by BMI.

Group Metabolic syndrome (N = 77) No metabolic syndrome (N = 276) P-value*

All subjects Age adjusted 0.983 (0.015) 0.964 (0.008) 0.27

Fully adjusted 0.965 (0.015) 0.969 (0.008) 0.82

BMI (kg/m2)

    < 23.0 (N = 137) Age adjusted 0.907 (0.050) 0.955 (0.012) 0.35

    Fully adjusted 0.894 (0.051) 0.955 (0.011) 0.24

    23.0-24.9 (N = 90) Age adjusted 0.954 (0.029) 0.979 (0.015) 0.46

    Fully adjusted 0.977 (0.027) 0.973 (0.013) 0.89

    ≥  25.0 (N = 126) Age adjusted 0.999 (0.017) 0.970 (0.014) 0.20

    Fully adjusted 0.989 (0.017) 0.977 (0.014) 0.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E).

BMD: bone mineral density, BMI: body mass index, SE: standard error.

*P-values are calculated by ANCOVA. Adjusted by age, alcohol intake, BMI, exercise, smoking, household income, education year,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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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골 도와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30)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골 도가 허리둘레와 연관성이 있다는 저자들의 결과를 뒷받

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인구집단을 

대표하기 어렵고 자료가 단면적이기 때문에 대사 증후군과 

골 도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자기기입

식 설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 보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골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폐경에 대해

서는 자연 폐경과 인공폐경(수술한 경우)만 조사하고 폐경 후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고 칼슘 섭취량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골 도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향

후 보다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대사증

후군과 골 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연구배경: 대사증후군은 내당능장애,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복부비만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

가 군집되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한다. 대사증후군 위험 인

자 들과 골다공증과의 연관성을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나 결

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대사증후군 전

체 위험인자들의 골 도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

군과 골 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방법: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일개 대학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폐경 후 여성들 중 353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생활습관과 현재병력은 자기 기입

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혈

당과 혈액지질을 측정하였다.

결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1.8%로 나타났다. 나이와 다른 

인자를 보정한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 허리둘레만이 

대퇴골 및 요추 골 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P<0.05). 나

이와 다른 인자들을 보정 하였을 때 대퇴골 골 도와 요추의 

골 도는 대사증후군 유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층화분석에서 보정된 골 도는 대사증후군 유무와 상관

없이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대사증후군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골 도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중심단어: 골다공증; 골 도;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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