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다공증이란
무엇입니까?

골다공증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하여 쉽게 골절되게
하는 병입니다.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엑스 레이나
음파를 사용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누가 걸릴 위험이
높습니까?
누구나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엑스에이 (DXA) 스캔이라 불리는 엑스
레이 검사는 척추, 골반, 혹은 손목을
검사합니다. 디엑스에이 (DXA) 스캔은 매우
적은 양의 엑스 레이를 사용합니다.

• 발뒤꿈치 검사라 불리는 새로운 초음파
검사인 음파 검사.

• 50세 이상
• 흡연

어떻게 치료합니까?

• 저체중
• 가족 중 골다공증에 걸렸거나 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 운동 부족

골다공증을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 음주 (하루에 세잔 이상)

• 발작약이나 스테로이트약 같은 특정 약을
장기간 복용

미식품의약국 (FDA) 여성 보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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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처방약

식품 보조제

복용할 수 있는 처방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알약, 붙이는 약, 혹은 주사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기 전에 의사,
간호사, 혹은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식품 보조제는 사람들이 음식에 추가로
섭취하는 제품들입니다. 비타민, 가루,
에너지바, 그리고 허브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손실을 늦추기 위하여
흔히 주어지는 약입니다. 담당 의사가 다른
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것들은 다른 약 복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약들을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하는지
당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생활 방식 변경

• 골반이나 대퇴골과 같은 부위에
새로운 통증이 시작되면 담당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약들을 복용하는 어떤
사람들은 대퇴골 골절을 경험했습니다.

• 어떤 약들은 목구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텩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생활 방식들이 있습니다.

• 활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걷기와 같이
하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십시오.

• 금연하십시오.
• 음주를 제한하십시오.
• 음식에서 충분한 캴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십시오. 당당 의사가 칼슘과 비타민
알약을 복용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지는 미식품의약국 (FDA) 여성 보건 부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여성 보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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