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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여성에서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

: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8 & 2009)

   

 골다공증은 증상을 통한 조기 자가진단이 어려운 질병인 동시에 비가역적인 질환

으로 일상생활에서 골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강증진 행위가 매우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련성을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사로부터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인지군이 비인지군과 비교하여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본 연구이다. 

즉, 골다공증 유병여성이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라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08년,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여성 

중 골 도 검사에서 T-score 값이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분류된 골다공증 

유병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골다공증 인지여부이고 종속변수는 골다공증 치료 지침 기준인 칼슘섭

취, 혈청25(OH)D 농도, 신체활동 실천(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근

력운동) 유무, 현재 흡연, 음주상태이다. 통계 패키지는 SAS v9.2를 사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 유

형별 섭취빈도는 비인지군에서 빵, 햄/소시지, 막걸리, 커피 빈도가 인지군에 비해 

높았고, 인지군은 김, 우유 섭취빈도가 비인지군에 비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본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는 인지군에서 근력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비흡연율이 높았다. 칼슘과 비타민D 섭

취 상태, 신체활동 실천, 음주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5세

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인 집단에서는 골다공증 인지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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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타민D 섭취상태가 좋았고,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골다공증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술과 흡연을 적게 하는 관련성을 보였다. 

골다공증 인지군을 비인지군과 비교했을 때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골다공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환자들

은 건강증진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이 건

강증진을 위해 실천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골다공증, 인지, 건강증진행위, 국민건강영양조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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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

환(Kanis, 1994)"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 2001)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규정

하였다. 

골다공증은 낮은 골 도, 골의 미세구조 손상, 골절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

는 중・노년기 여성의 건강문제를 대표하는 질환이다(Peterson, 2001). 경미한 충격

이나 뚜렷한 외상없이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게 된다. 골절은 통증, 자세변경, 움직임

의 제한, 자존감 저하, 우울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Ribeiro & 

Blakeley, 2001). 특히 골다공증 대퇴골 골절 후에 50% 정도의 환자는 골절 전의 기

동능력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없고, 사망률도 평균 20%나 된다(정호연, 2008).

국내에서 발표된 제4기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질병관리본부, 2009)에 근거한 

한국인에서의 골다공증 유병률(만 50세 이상)은 남자 8.1%, 여자 38.7%로 여자가 남

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연령은 골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Riggs & Melton, 1986) 여자의 경우 50대 14.6%, 60대 39.1%, 70대 68.2%으로 연령

이 높아질수록 유병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골다공증 유병률의 증가로 골다공증 골절에 의한 치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2003)

는 2001년보다 2003년에는 17%가 상승하는 등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골다공증 의

료비용에 대한 연구(Kang et al., 2008)를 보면 국민건강 의료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

하여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0세 이상 여성 척추골절 환자 131,472명의 의

료비용에 대한 직・간접비용을 추정하여 보고하였는데,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662억원

이 소요되었으며, 이 금액은 2003년 한 해 동안 총 건강보험 진료비의 24.7조원의 

0.27%에 해당되고, 50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용 약 6.6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 여기에 재활 및 장기적인 간호에 사용하는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전체비용은 훨

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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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인지율3) 치료율4) 인지율3) 치료율 인지율3) 치료율4)

남2) 8.2 5.1 71.7 67.3 78.8 65.8

여2) 29.6 15.1 79.9 75.8 80.6 70.7

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질병관리본부

2) 조사대상 만 65세 이상 

3)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

4) 유병자 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율

표1. 골다공증의 인지율과 치료율1)

골다공증은 개인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여성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일단 시작되면 본인도 모르게 심각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비가역적인 질환이다. 또한 

현재까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대부분은 골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

고 골 파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김기수, 1996) 골 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강증진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대부분이 발병 초기에 자각증상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써 발병 후에도 검진을 거치기까지 상당기간 인지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세 이상 성인의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아직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수검자의 경우에도 종합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고 대체로 

건강보험 건강검진이나 직장을 통한 제한된 항목의 검진에 그치고 있다(질병관리본

부, 2009). 그나마도 골다공증 검사는 66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근에는 골다공증환자의 골절예방 관리를 위해 적정한 음주, 금연,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낙상 예방 등과 같은 개인의 예방적 건강행위 증진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칼슘 섭취는 영양소 중 가장 섭취가 낮은 영양소이며, 연

령과 상관없이 3세 이상 모든 군에서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이 50%이상을 차지

하였고, 비타민D 불충분 유병률은 90%이상 차지하였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은 26.2%이고, 주 2일 이상 근력운동 실천율은 여성은 12.8%에 그치고 있다(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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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2009). 

한편, 식이와 신체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건강행위 즉, 직접적이고 명확

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와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가

운데 후자에 속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흡연과 금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험을 

피하고 하는 행위로, 흡연과 음주 행위와 관련된 건강문제의 새로운 발생 또는 악화

는 행위의 중단 또는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Langlie, 1979; Stephens, 1986).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흡연자나 음주자의 금연이나 금주배경은 건강문제 인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식이와 신체활동은 건강문제 인지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는 흡연량, 음주량은 낮지만 운동량이 매우 낮아 수동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강은정, 2007).

이에 이 연구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가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의 연구들이 골다공증

에 이환된 경우를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있는 데에서 나아가, 골다공

증이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약물복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그 밖의 경우와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골다공증과 같이 

증상을 통한 조기 자가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인지와 비인지에 따른 행동 차이를 예상

해 볼 수 있다.(Green & Kreuter, 1999).

이처럼 여러 관련 연구들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지요인

들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지만 골다공증에 이환 되었으나 골다공증인지 모르는 

비인지군과 골다공증 이환 여부를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인지군 간의 건강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인지여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골다공증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여부가 개인의 일반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여부가 건강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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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요인  

골은 성장기에서부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30-40세까지는 최대 골량이 이루어

지고 이후 성인에서 골 대사는 골아 세포(osteoblast)에 의한 골 형성과 파골 세포

(osteoclast)에 의한 골 파괴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재형성 과정이 

유지된다(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03). 성인 여성의 골량은 성숙기 때

의 최대 골량과 폐경 후 골 소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골량은 인종과 성

별, 영양,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ane 2006). 

골다공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아 세포에 의한 골 형성과 파골 세

포에 의한 골 파괴의 차이로 발생하는 골량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골다공

증은 원발성(primary osteoporosis)과 속발성(secondary osteoporosis)으로 분류되

며, 원발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postmenopausal osteoporosis)과 노인성 골다공증

(senile osteoporosis)으로 다시 세부화 된다(Allen, 1994). 

노인성 골다공증은 노화와 관련된 변화로 생각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발생되고 

골량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며 오래 지속된다. 노인성 골다공증은 활동감소 및 음식물 

섭취감소 등의 대사작용과 각종 호르몬 및 효소작용의 저하로 발생한다. 골량감소는 

최대 골량이 이뤄진 후 시작되어 일생동안 지속되며, 피질골과 소주골이 모두 감소하

는데 파골 세포의 과잉활동보다는 칼슘 흡수장애와 골아 세포의 활동부족이 주요 원

인이기 때문에 골소주는 얇아지나 골소주의 연결성 감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서 있다(Allen, 1994). 

골다공증과 골절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및 영양요인, 

질병, 약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골다공증 유전적 요인과 관련한 위험요

인은 여성, 연령, 백인 또는 아시아인, 가족력 등이 있다. 특히 개인의 유전적 요인

은 최대 골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골량의 80%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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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inson & Ward, 2001). 골절의 가족력(특히 대퇴골 골절)은 골 도에 독립적으로 

골절위험이 증가되고(Seeman et al., 1989), 영아시기의 몸무게는 성인시기의 골 질

량을 결정(J. A. Kanis et al., 2004)한다. 

두 번째로 생활습관과 관련한 위험인자는 무월경, 저체중, 흡연, 신체활동, 음주, 

적은 칼슘섭취, 비타민D 결핍 등이 있다. 손상된 근육신경 뿐만 아니라 비활동적이며 

앉아있는 생활방식은 취약골절(fragility fracture)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며

(Cummings et al., 1995; Dargent-Molina et al., 1996), 흡연은 골 도를 낮추며 골

절위험을 높이고 이 위험은 연령과 함께 증가된다(Kanis et al., 2005; Ward & 

Klesges, 2001). 과도한 음주 역시 골절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인자다.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대퇴골 골절의 위험이 두 배로 증가(Kanis et al., 2005)하였고, 남성에게 있

어서 척추와 대퇴골 골절의 위험은 과도한 음주 시 위험이 매우 증가는 결과를 보였

다(Felson et al., 1988). 

세 번째로 질병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성선기능 저하증, 골절 과거력, 낮은 골 도, 

높은 골교체률, 신경근 장애, 시력장애 등이 있다. 이전 골절 과거력은 재골절의 위

험을 증가시키는데, 골절환자 환자를 추적한 연구(George & Patel, 2000)에서  대퇴

골 골절 환자 중 2.3~10.6%가 재골절이 발생하였고, 골반 골절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7년간의 추적한 연구(Wolinsky & Fitzgerald, 1994)에서는 7.3%가 재골절이 발

생하였다.

네 번째로 약제와 관련된 위험인자로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양성자펌프억제제가 

있다. 지속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사용은 2차성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이며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치료를 장기간 받은 환자 중30-50%가 골절을 경험(Adachi, 1997)했고, 

여성에게서는 대퇴골골절의 위험이 2배 증가하였고, 남성에게서는 2.6배 증가하였다

(J.A. Kanis et al., 2004). 또 다른 골다공증 위험인자로 중 하나로 위산 과다 분비 

질환에 사용하는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ing drugs)는 위에서 칼슘흡

수를 줄여 장기간 사용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Yang 

et al., 2006). 

이 외에도 여성 운동선수에게서는 지나친 훈련과 음식제한으로 무월경을 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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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골 도와 골절에 위험인자(Warren, 1999)며, 중년에 들어서면 매년 0.5cm씩 손

실되며 이와 함께 골절의 위험이 증가된다(Center et al., 2007). 

낙상이 대퇴골 골절의 90%를 차지하며(Tinetti, 2003), 65세 이상 중 3명 중에 1명

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대략 10-15%정도가 골절되며, 이전에 골절 경험이 있는 사

람 중 대략 60%가 다시 골절 경험이 생긴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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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행위란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

구충족을 유지, 증진하려는 행위로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

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양식의 통합된 부분을 말한다(Pender et al., 

1996). 건강증진모형(Pender et al., 1996)에서는 건강보호행위, 예방행위, 건강증진

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증진행위의 구성요소(Walker et al., 1987)로 

자아실현, 건강책임, 영양관리, 운동,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6개 하부영역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건강신념, 건강증진 행위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김애경, 1994; 이광옥 & 양순옥, 1990)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행위는 서양

의 개인주의에 반해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인간과 환경을 하나로 보는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균형 잡힌 식이, 자연식 등의 식생활에 비중을 두는 건강행위를 

많이 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임미영, 1998).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숙영, 2004)에서 미

혼기는 행동계획몰입, 사회적지지, 지각된 자기효능, 상황적 영향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건강증진행위를 64.1% 설명하였고 출산양육기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에는 행동계획몰입, 사회적지지, 행동관련감정, 가족 기능 순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건강증진행위를 71.4% 설명하였으며 미혼기와는 달리 가족

기능이 포함되었다.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염순교, 2002)에는 행동계획몰입,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상황적 영향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년기는 행동

계획몰입, 사회적지지, 행동관련감정, 성 고정관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노년기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른 생애주기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성 고정관념이 포함하였고, 생애주기별로 공통적으로 행동계획몰입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지식, 건강신념, 골다공증 골절 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본 연구(문은숙 & 이은숙, 2010)에서는 골절예방행위와 골절예방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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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r=.424, p=.001)보다 건강신념의 유익성 영역점수(r=.782,p=.001)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혜영 2001)에서는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지식과 건강증진행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는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298, 

p=.001). 건강증진행위에 차이검정에서는 월수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또 다른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윤은주, 

2001)에서는 골 도가 낮을수록, 자기효능정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기

효능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가족지지와 지각된 건강상태에 이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정모형에서는 자기효능, 골 도, 자아 존중감, 가족지지, 지각된 유익성의 

순으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건강증진 행위를 

88%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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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

여성의 골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 행위에는 칼슘과 비타민D의 섭취, 운동 및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카페인의 섭취 등이 있다. 

칼슘 섭취와 관련하여 칼슘은 전 생애 동안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이다(Heaney, 

2002). 최적의 칼슘섭취량은 불확실한 몇몇의 연구 때문에 아직 논란 중에 있다.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칼슘 권장섭취량은 젊은 성인은 1000mg/day이고, 

50세 이상의 성인은 1200 mg/day이다(Yates et al., 1998). 반면, 유럽에서의 50-65

세 여성 칼슘섭취량은 800mg/day이다. 이는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권고한 값보다 낮은 값이지만, 프랑스의 지역사회 코호트 연구(Chapuy et al., 1996)

에서 75-90세 연령이 섭취한 평균 칼슘양은 569mg/day 였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는 더 낮은 칼슘섭취량으로도 살아가고 있다(Harinarayan et al., 2007). 최근 메타

분석(Bischoff-Ferrari et al., 2007)에 따르면 높은 칼슘섭취나 낮은 칼슘섭취가 골

절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The Women’s Health Initiative에서의 

연구에서는 1000mg/day와 비타민D 400 IU/day 섭취는 그러지 않은 군에 비해 신장결

석이 17%나 증가하였다(Jackson et al., 2006). 칼슘 권장섭취량의 정확한 값은 논의 

중이나 식사와 보충제로의 칼슘은1000mg/day 섭취가 충분하고 안전하다(Lips et al., 

2010). 

적절한 수준의 칼슘섭취는 어린시기에 골 건강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킨다

(Specker & Binkley, 2003). 칼슘섭취와 성인 골 도의 상관관계 역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논문에서 칼슘섭취가 골 도에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작았다(Welten et al., 1995). 칼슘섭취와 대퇴골 골

절간의 메타분석을 보면 칼슘 섭취가 증가하면 대퇴골 골절의 위험이 4% 가량 감소하

였다(Cummings et al., 1995). Review article는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골절의 위험이 

12% 감소(p=0.0004)되고 골소실을 0.54%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골 도 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Tang et al., 2007). 

우리나라의 칼슘섭취는 영양소 중 섭취가 가장 적은 영양소이다. 2009년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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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2009)에서 칼슘의 경우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은 

70.7%이었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3세 이상 모든 군에서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

이 50%이상이었다. 여자 중 칼슘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은 78.1%이었다. 칼

슘의 주요 급원 식품은 우유(85mg, 전체 섭취량의 17.3%)이며, 배추김치, 멸치, 두

부, 무청, 달걀, 파, 대두, 미역, 백미 등이 있었다. 

비타민D는 적절한 태양광선에 노출됨으로써 피부에서 생성되거나, 식이를 통해 얻

게 된다. 사람 몸 안에서 비타민D는 간에서 25(OH)D3로, 신장에서 1,25(OH)2D3로 활

성화되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신장 내에서 칼슘 유지를 증진시키며, 뼈에 작용

하여 칼슘을 동원하고 골의 무기질화를 촉진한다. 비타민D 결핍 시에는 소아에서 연

골에 석회침착이 안 되어 구루병(rickets)을 일으키고, 성인에서는 골연화증 또는 골

다공증이 생긴다. 

비타민D의 상태는 혈청 25(OH)D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나 혈청 

농도가 반드시 체내의 비타민D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혈청 25(OH)D 농도는 

환경적인 인자(계절, 기후, 위도 조건)와 생활방식(옷 입는 법부터 식이 습성 등), 

개인적인 요소(인종, 색소, 나이)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혈청 25(OH)D 농

도가 30ng/ml 이하인 경우 비타민D 불충분(inadequacy), 20 ng/ml 이하는 비타민D 결

핍(deficiency)(Dawson-Hughes et al., 2010)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타민D는 대사와 낙상에 영향을 끼쳐 골절 위험에 영향을 준다. RCT연구(Ooms et 

al., 1995)에서 비타민D 보충제가 나이든 여성의 골소실의 비율을 줄여주었다. 낙상

과 비타민D의 전향적 연구(Visser et al., 2003)에서는 노인에게서의 낮은 혈청 

25(OH)D 농도가 악력과 근육질량을 감소시켰다. RCT 연구(Bischoff-Ferrari et al., 

2009)에서는 비타민D 보충제 섭취가 극도로 약해진 근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여주었다. 하루 17.5-25µμg/day(700-1,000 IU/day) 섭취는 낙상의 위험을 

20% 감소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17.5µμg/day(<700 IU/day) 섭취에서는 낙상영향을 

발견된 영향은 없었다. 메타분석(Dawson-Hughes et al., 2010)에서는 골절위험을 줄

이기 위한 최적의 혈청 25(OH)D 농도는 적어도 60nmol/L(24ng/ml)이 필요하였다. 

세계적인 비타민D 섭취상태(El-Hajj Fuleihan, 2010; Mithal et al., 2009)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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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불충분이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 혈청 25(OH)D 농도 75nmol/L(30ng/ml)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폐경기 여성의 비타민D 불충분 유병률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50%, 미국 75%, 일본은 90%나 되었다. 중동과 남아시아에서도 비타민D 결핍

(25nmol/L(10ng/ml) 기준)이 매우 흔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

관리본부 2009)를 보면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혈청 25(OH)D 농도의 90백분위

수는 28.2ng/ml, 95백분위수는 31.5ng/ml로 우리나라 비타민D 불충분 유병률은 매우 

높았다.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하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한 노인집단

에게 칼슘과 비타민D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기본치료방법기본 치료방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1200mg의 칼슘과 800IU의 비타민D 보충제를 12주 동안 노인들이 섭취하였

을 경우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었다(Bischoff et al., 2003). 다른 연구(Chapuy et 

al., 1992)에서도 18개월 동안 시설의 여성 노인에게 1,200mg의 칼슘과 20μg 의 비

타민D를 매일 섭취하게 한 후, 대퇴골과 비척추골 골절 정도를 살펴본 결과 칼슘과 

비타민D를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골절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결과에서 칼슘 투여가 모든 부위의 골절위험을 12% 줄이고

(p=0.004), 대퇴골과 척추에서 골 소실이 각각 46%(p<.0001), 1.19%(p<.0001) 감소시

켰다. 칼슘 투여는 1200mg 이상 일 떼가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효과가 14% 높았고, 

칼슘과 800UI이상 비타민D를 함께 사용하여 치료하였을 때 800UI 이하의 비타민D를 

사용하는 것 보다 치료효과가 3% 높았다(Tang et al., 2007). 

골 도에 있어서 운동과 신체활동의 효과는 그 정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체활동은 심뇌혈관질환, 직장암,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수준을 낮춰주고, 혈압조절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과 운동은 골다공증, 골절, 낙상과 관련된 손상의 

위험을 줄여준다(Province et al., 1995).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대퇴골 골절을 감소시키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Gregg et al., 2000; Karlsson, 2002; Kujala et al., 2000). Review article

에서는 운동 수준이 증가하면 반대로 대퇴골 골절의 위험은 감소하였다(Gregg et 

al., 2000; Karlsson, 2002).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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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신체활동과 집안일은 대퇴골 골절을 36% 감소시켰고 이 효과는 활동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Gregg et al., 1998). The Nurses Health Study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4시간이상 다른 운동 없이 걷기만 하였을 때, 일주일에 한 시간 이하로 걷는 사람에 

비해 대퇴골 골절의 위험이 41% 감소하였다(Feskanich et al., 2002). 이와 유사한 

결과로 종단적 관찰연구(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

한 남성이 비활동적인 남성에 비해 대퇴골 골절 위험이 낮았다(Fitzpatrick, 2004).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중요하다. 습관적인 운동은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생기는 근골격계 문제를 지연, 완화시킨다(Singh, 2002). 노쇠한 노인에

게 직면한 골 문제는 근육의 강도와 기능의 문제이다(Doherty, 2003). 근육 강화는 

균형과 이동성, 속도, 움직임을 향상시켜 골절의 위험을 줄이고, 이는 심각한 낙상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60세 이상의 21명 남성에게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

행한 결과 39%는 상반신 근력, 38%는 하반신 근력, 3%는 대퇴골 골 도가 증가하였다

(Ryan et al., 1994). 몇몇의 논문에서는 운동이 낙상을 10% 감소시키고, 균형운동 

역시 낙상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Province et al., 1995b). 사지 근력운동

과 균형운동은 80세 이상에서의 낙상률을 줄였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Robertson et 

al., 2002). 

고령에서도 집중운동훈련은 근력과 대퇴골 골절 수술 후 기능 회복에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Hauer et al., 2002),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치료적 운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도 골 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Kemmler et al., 2004). 

많은 연구에서 흡연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골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4). 니코틴과 카드뮴은 골세

포에 직접적으로 독성효과를 나타내고(Riebel et al., 1995), 간접적으로는 칼슘흡수

를 낮춘다(Baron et al., 2001; Michnovicz et al., 1986). 이러한 요소들이 낮은 골

도와 높은 골절위험을 발생시킨다(Cummings et al., 1995).

몇몇의 논문에서는 흡연이 골절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폐경 후 여성을 대

상으로 한 메타분석(Law & Hackshaw, 1997)에서는 흡연은 대퇴골 골절위험을 증가시

켰다. 다른 연구에서도 흡연과 다른 부위의 골절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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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kanen et al., 1998; Jacqmin-Gadda et al., 1998).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남

녀 상관없이 흡연과 골절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결과가 보고되었다(Kanis et al., 

2005). 과거 흡연 역시 현재 흡연만큼은 아니지만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발표되었다.

알코올 중독이 골 건강에 부정적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Sampson, 2002), 적절한 음주는 높은 골 도와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몇몇 있

다(Felson et al., 1995; Sampson, 2002). 적절한 알코올 섭취는 부신 안드로젠

(adrenal androgens) 또는 에스트로겐(estrogen)의 효과라고 보여지고 있다(Wild et 

al., 1987).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Grisso et al., 

1994). 이는 낙상의 위험 또는 다른 종류의 외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골절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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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 3차년도 대상자 중

만 20세 이상 골다공증 여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골다공증 인지여부
건강증진행위

(칼슘섭취, 비타민D섭취, 신체활동, 흡연, 음주)

  
통제

- 인구사회적 특성

- 신체건강상태

- Health behavior

그림1  분석의 틀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2009년도에 실시한 제 4기 2차, 3차년도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중 골 도 검사

에서 T-score 값(골 도에서 산출)이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분류하여 1,156

명의 골다공증 유병 여성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골다공증 유병 여성 중 골다공증 

인지여부이고 종속변수는 골다공증의 건강증진행위이다. 즉, 골다공증 유병 여성이 

골다공증을 인지함에 따라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

다. 분석단계는 첫 번째,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군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군 간

의 인구 사회적, 건강관련 특성, 여성력, 건강검진 관련 변수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두 번째로 영양소와 식이 평가를 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골다공증의 인지여

부가 골다공증과 관련된 건강증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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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2차년도 표본집단 제4기 3차년도 표본

2008년 12,528명 2009년 12,722명

건강설문조사 응답자 건강설문조사 응답자

9,744명 10,533명

20,277명

20세 미만

14,906명

남성

8,487명

골 도 검진 미측정

6,129명

정상 : 2,577명

골감소증:2,396명

골다공증(T-score≤-2.5)

1,156명

골다공증 의사진단여부

있음(골다공증 인지군) 없음(골다공증 비인지군)

369명 787명

그림2. 연구대상자 선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제 4기(2008-2009)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용하였다. 조사 참여자 24,871명 중 골 도 자료는 제4기 2차(2008년)에 신규 도입되

어 2차 3,583명, 3차 7,920명 자료가 제공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 

중 골다공증인 여성 1,15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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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골다공증 판정 방법

골 도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orptiometry, DX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 부위는 요추(ward), 대퇴골 경부(femoral neck), 대퇴골 전

체(total femur)이다. 측정 결과는 골 도와 T-score으로 나타내었고, T-score는 

‘(골 도-최대골 도 연령군의 골 도 평균)/최대 골 도 연령군의 골 도 표준편

차’이다.

골다공증의 진단은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에 따라 대퇴골전체, 대퇴골경부, 요추 

세 곳의 골 도 중 낮은 부위를 택하여 T-score>1.0이면 정상, -2.5<T-score<-1.0이

면 골감소증(osteopenia), T-score≤-2.5이면 골다공증(osteoporosis)으로 하였다

(Kanis, 1994). 또한 각 부위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여부와 BMD와 T-score 값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따로 제시하였다.

나. 골다공증 인지여부

대상자 중 의사에게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골다공증 인

지군으로, 의사에게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골다공증 비

인지군으로 정하였다.

다. 종속변수

골다공증 환자들의 건강증진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한골대사학회(정호연, 2008)

와 미국골다공증재단(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08)에서 제시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일반적 지침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영양섭취와 생활습관의 

일반적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①적절한 칼슘 및 비타민 D섭취, ②적절한 체중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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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육 강화 운동, ③금연, ④과도한 음주 피함, ⑤낙상방지이다.

이 중 식이, 신체활동, 음주, 흡연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칼슘섭취 현황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근거

로 하여 성인의 칼슘 평균섭취량 580mg을 기준으로 기준 충족과 기준 미만으로 분류

하였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의 치료를 위함 지침에는 매일 1,000mg 이상의 칼슘을 섭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칼슘 섭취가 가장 적은 영양소 중 하나로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었으므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칼슘 평균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타민 D 섭취 현황은 영양상태를 반영

하는 혈청 25(OH)D 농도를 사용하였고 농도 30ng/mL 기준으로, 30mg/mL 이하는 경우 

비타민 D 불충분(inadequacy)로 정의하였다. 

신체활동과 관련한 체중부하운동과 근육강화운동 실천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근력운동 실천율을 변수로 

사용했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

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황동으로 예로는 달리기,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 테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

업활동 및 체육활동을 포함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

천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동도 신체활동은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

간 가쁜 정도의 운동으로 그 예로는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등이 포함된다. 걷기 운동의 신체활동 평가

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여부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는 출퇴근 또는 등하

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근력강화운동의 신체

활동 평가는 주 1회 이상 실천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운동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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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이요인

1) 영양소 섭취 현황

식이 요인 중 골다공증과 관련된 영양소인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

질, 칼슘, 인, 철, 나트륨, 비타민A, 비타민C의 섭취량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에너지, 영양소 섭취 현황은 각각의 에너지와 영양소의 섭취량을 평균

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대상자들의 에너지와 다량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가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사용하였다. 에너지적정비율

의 평가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75-124%, 탄수화물 급원 에너지섭취분율 55-70%, 단

백질 급원 에너지섭취분율 7-20%, 지방 급원 에너지섭취분율 15-25%을 기준으로 기준 

미만, 기준 충족, 기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의 영양소의 영양섭취의 평가기준

은 식이섬유와 나트륨은 충분섭취량, 칼슘, 인, 철, 비타민A, 비타민C는 권장섭취량

으로 기준의 75% 미만의 섭취비율은 기준 미만, 75-124%는 기준 충족, 125%이상은 기

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식품 빈도 평가 

식품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제시된 총 63가지 식품의 섭취빈도를 평가하였다. 섭취

빈도를 9단계로 나누어 주 1회 섭취를 1로 기준하여 하루 3회는 21회, 하루 2회는 14

회, 하루 1회는 7회, 1주 4-6회는 5회, 1주 2-3회는 2.5회, 1주 1회는 1회, 한 달 

2-3회는 0.58회, 한 달 1회는 0.23회, 1년 6-11회는 0.16회, 거의 안 먹음은 0회로 

주당 섭취횟수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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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골다공증 인지 관련 요인

골다공증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의 요인별로 적절하

게 분류하였으며, 인지여부를 이용하여 나눈 두 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

였다. 요인의 분류로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관련특성’, ‘골다공증 과거력’, 

‘여성력’, ‘건강검진’, ‘활동제한’, ‘유병상태’이다. ‘인구사회적’ 특성으

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거주지 변수로 선정하였다. ‘건강관련 

특성’은 흡연여부, 음주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 유병률 변수

로 선정하였다. ‘골다공증 과거력’은 부모의 골다공증 유병여부, 지난 1년간 골절

된 경험여부가 포함되었다. ‘여성력’은 여성 호르몬 복용여부, 폐경, 초경나이, 임

신경험 변수를 사용하였다. ‘건강검진’는 건강검진 수진여부, 건강검진 형태 병수

를 사용하였다. ‘활동제한’은 활동제한여부, 활동제한 사유 변수를 사용하였다. 

‘유병여부’는 골다공증과 관련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폐

쇄성폐질환, 당뇨병 유병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1)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은 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60세 미만, 60대, 70세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범주

화하였다. 소득 사분위수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서 이용한 소

득사분위수에 근거하여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MHWFA & KCDCP 2009). 교육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서 초졸 이하, 중

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교육수준을 재 분류한 변수(edu)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직업 역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 무직(주부, 학생 등)으로 재분류한 변수(occp)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혼상태

는 유배우자, 사별, 이혼,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는 동, 읍/면으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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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특성

흡연여부는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다. ‘평생 흡연을 피운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흡연,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이라고 응

답한 경우 과거흡연, ‘현재 피움’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

다. 

음주여부는 비음주, 경도음주, 중도음주, 과도음주로 분류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음’ 또는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음’는 비음주, ‘한 달

에 한번 미만’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경도음주, ‘한 달에 2-4번’은 중도

음주, ‘일주일에 2-3번’ 또는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과도음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좋음’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보통’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

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비만유병상태는(body mass index, BMI)는 각 응답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로부터 계

산하였으며, WHO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 의해 18.5미만은 저체중, 18.5이상에서 25미

만을 정상, 25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였다(WHO West Pacific Region, 2000).

3) 과거력

부모의 골다공증 과거력은 부모 중 골다공증 진단 또는 허리가 휘었거나, 경비한 

외상에 뼈가 부러진 분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분된 변

수를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넘어진 경험여부 역시 ‘예’와 ‘아니오’로 구분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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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력

여성 호르몬 복용여부(피임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를 제외)와 폐경에 대한 대답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분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초경나이는 만 16세 이상을, 임신

경험은 4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두 범주로 나누었다. 

5)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예’

와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예’라도 답한 대상자 중 최근 2년 동안 받아본 건강

검진의 종류로는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건강보험건강검진’, ‘기타’로 분

류하였다.

6) 활동제한

활동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건강상의 문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질문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황

동제한을 가져온 이유로는 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등 또는 목의 문제, 노령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외에 제한 사유들은 대상자 수가 적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7) 유병여부

대상자들의 유병여부에 관한 변수들은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정호연, 2008)로 알려

진 고혈압,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유병유무를 사용하였다. 유병유무

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한 유병여부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22 -

4. 분석방법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골다공증 과거력, 여성력, 건강검진 경험여부, 

활동제한여부, 유병여부, 부위별 골다공증 유병상태, 에너지 및 영양소의 영양섭취기

준에 대한 섭취자 분율, 종속변수인 칼슘섭취, 혈청 25(OH)D 농도, 신체활동 실천유

무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퍼센트로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을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두 군에 부위별 BMD와 T-score값, 영양소 섭취 현황, 식

품빈도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

성 검정은 t-test를 적용(⍺0.05)하여 분석하였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골다공증 치료 지침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골다공증 치료 지침 기준인 칼슘섭취, 혈청 

25(OH)D 농도, 신체활동 실천(격렬할 신체활동, 중등도 실체활동, 걷기, 근력운동)의 

실천 유무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는 골다공증 인지여부로 정의하였다. 모형 1은 연령

을 통제하였고, 모형 2는 연령, 소득, 폐경여부, 주관적 건강여부, 음주 흡연을 통제

하였고, 모형 3은 모형 2 변수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유병여부, 종속변수를 제외한 

health behavior(칼슘섭취, 혈청 25(OH)D 농도, 신체활동 실천)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지여부가 골다공증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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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연구 대상자 특징

연구 대상자 특징은 Table 1에 있다.

인구사회적 특징을 보면 인지군 총 369명의 연령분포는 60세 미만 37명(10.03%), 

60대  159명(43.09%), 70세 이상 173명(46.88%)이다. 비인지군은 총 787명으로 연령

분포는 60세 미만은 131명(16.6%), 60대는 28.84%, 70세 이상은 429명(54.51%)이다. 

비인지군은 인지군보다 60세 미만과 70세 이상이 각각 6.57%, 7.63% 높았으나 인지군

은 60대가 비인지군에 비해 15.85% 높았고 인지차이에 따른 연령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인지군이 하와 중하에 속하는 비율이 각각 51.52%, 27.27%로 비인지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역시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

다. 초졸이하인 경우 인지군이 84.55%, 비인지군이 82.18%로 인지군이 약간 높았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직업의 차이는 무직인 경우가 인지군이 68.56%, 비인지군

이 66.84%로 가장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상태를 보면 비인지군

에 비해 인지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2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사별한 

경우에는 비인지군이 인지군에 비해 4.05% 높았다. 동과 읍․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관련특성 중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흡연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지군이 비

인지군에 비해 흡연하지 않는 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는 인지

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술을 마시지 않는 비율이 1%정도 높고 비음주군이 과도하게 술

을 마시는 비율이 2.5%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는 인지군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4.47%로 비인지군(43.85%)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비인지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빈

도는 244명으로 비인지군의 1/3이 좋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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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신체활동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지군이 비인지군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주 3일 이상 실천한 빈도와 걷기를 하루 30분 이상 실천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등도 신체활동과 주 1회 이상 근력운동 실천 빈도는 

비인지군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신체활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비만상태 분포는 비인지군이 인지군에 비해 저체중 비율이 3% 정도 높았지

만 전반적으로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비만상태의 분포는 유사하였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과거력을 보면 부모 중 골다공증 진단 또는 허리가 휘거나, 경

마한 외상에 뼈가 부러진 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인지군 17.93%, 비인지군은 15.3% 

이었고 통계적으로 두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지난 1년간 한번이상 골절이 있는 경우

는 인지군이 21.95%이고 비인지군이 17.07%로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여성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지군(12.1%)이 비인지군

(4.52%)보다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임신경력

이 4회 이상 비율, 폐경 된 비율, 초경나이가 16세 초과한 비율 모두에서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높았다. 이 중 인지여부에 따른 임신경험 횟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7% 높았다.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비율은 인지군이 63.14%로 비인지군 47.7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부담 종합건강검진이 

인지군 90.99%, 비인지군이 89.01%로 가장 높았다.

활동제한여부에서는 인지군 55.01%, 비인지군 40.08%가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답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지군 비율이 더 높았다. 활동제한 사유로는 관절염, 류

마티즘 질병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고, 인지군이 44.33%, 비인지군 31.95%로 인

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활동제한의 사유로는 등, 목의 문제, 

노령의 문제 등이 있었는데, 등, 목의 문제는 인지군, 노령 문제는 비인지군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유병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

과 인지군이 고지혈증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비인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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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고혈압(인지군/비인지군, 43.9%/39.64%), 만성폐쇄성폐질환(인지군/비인지

군, 0.81%/1.27%), 당뇨병(인지군/비인지군, 11.65%/13.98%) 질병이 있으나 인지여부

에 따른 차이는 세 가지 질병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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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명 구분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1)Yes(N=369) No(N=787)

N(%) N(%)

인구사회적

특성

나이 60세 미만 37(10.03) 131(16.60)

<.000160-69세 159(43.09) 227(28.84)

70세 이상 173(46.88) 429(54.51)

소득 하 187(51.52) 380(49.74)

0.2796 
중하 99(27.27) 171(22.38)

중상 41(11.29) 126(16.49)

상 36(9.92) 87(11.39)

교육수준 초졸이하 312(84.55) 641(82.18)

0.9257 
중졸 25(6.78) 54(6.92)

고졸 25(6.78) 53(6.79)

대졸이상 7(1.90) 32(4.10)

직업 관리자,전문가 1(0.27) 7(0.90)

0.8665 

사무직 2(0.54) 3(0.38)

서비스 및 판매 17(4.61) 41(5.25)

농림어업 66(17.89) 118(15.11)

기능직, 기계직 2(0.54) 9(1.15)

단순 노무직 28(7.59) 81(10.37)

무직 253(68.56) 522(66.84)

결혼상태 유배우자 210(56.91) 391(49.68)

0.0387 
사별 152(41.19) 356(45.24)

이혼 7(1.90) 26(3.30)

미혼 0(0.00) 14(1.78)

동/읍∙면

구분

동 210(56.91) 467(59.34)
0.3839 

읍∙면 159(43.09) 320(40.66)

1) Adjusted for age.

표 2 골다공증 인지군과 골다공증 비인지군의 일반적 특성(계속)



- 27 -

　변수명 구분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1)Yes(N=369) No(N=787)

N(%) N(%)

건강관련

특성

흡연여부 비흡연 336(91.55) 661(84.74)

0.0013 과거흡연 21(5.72) 55(7.05)

현재흡연 10(2.72) 64(8.21)

음주빈도 비음주 247(67.12) 517(66.20)

0.6610 
경도음주 87(23.64) 161(20.61)

중도음주 21(5.71) 56(7.17)

과도음주 13(3.53) 47(6.0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80(21.68) 244(31.28)

0.0002 보통 88(23.85) 194(24.87)

나쁨 201(54.47) 342(43.85)

신체활동

실천율

격렬한신체활동 29(7.88) 81(10.38) 0.2617 

중등도 신체활동 47(12.77) 97(12.45) 0.7791 

걷기 151(41.03) 333(42.75) 0.6161 

근력운동 28(7.61) 47(6.03) 0.0819 

비만유병여부 저체중 17(4.62) 59(7.52)

0.2010 정상 248(67.39) 521(66.37)

비만 103(27.99) 205(26.11)

유병여부 고혈압 162(43.90) 312(39.64) 0.0995 

고지혈증 60(16.26) 59(7.50) <.0001

류마티스성관절염 42(11.38) 48(6.10) 0.0020 

당뇨병 43(11.65) 110(13.98) 0.2835 

1) Adjusted for age.

표 3 골다공증 인지군과 골다공증 비인지군의 일반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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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명 구분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1)Yes(N=369) No(N=787)

N(%) N(%)

과거력 가족력 예 66(17.93) 118(15.03)
0.1747 

아니오 302(82.07) 667(84.97)

지난 1년간 

골절 경험여부

예 81(21.95) 134(17.07)
0.0438 

아니오 288(78.05) 651(82.93)

여성력 여성 호르몬 

복용여부

예 42(12.10) 33(4.52)
<.0001

아니오 305(87.90) 697(95.48)

폐경여부 예 334(95.98) 684(92.93)
0.6552 

아니오 14(4.02) 52(7.07)

초경나이 16세 이하 183(55.29) 407(58.56)
0.3104 

16세 초과 148(44.71) 288(41.44)

임신경험 3회 이하 61(17.68) 178(24.42)
0.0307 

4회 이상 284(82.32) 551(75.58)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여부

예 233(63.14) 373(47.76)
<.0001

아니오 136(36.86) 408(52.24)

본인부담종합 예 212(90.99) 332(89.01)
0.4347 

아니오 21(9.01) 41(10.99)

건강보험 예 31(13.30) 60(16.09)
0.3487 

아니오 202(86.70) 313(83.91)

활동제한 활동제한여부 예 203(55.01) 313(40.08)
<.0001

아니오 166(44.99) 468(59.92)

활동제한사유 관절염, 류마티즘 90(44.33) 100(31.95) 0.0027 

등, 목의 문제 81(39.90) 90(28.75) 0.0060 

노령 14(6.90) 57(18.21) 0.0079 

조사년도 2008 113(30.62) 275(34.94)
0.1472 

2009 256(69.38) 512(65.06)

1) Adjusted for age.

표 4 골다공증 인지군과 골다공증 비인지군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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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구분 N(%)

골다공증 치료(%) 있음 178(48.24)

골다공증 외래경험(%) 있음 66(17.89)

골다공증 입원경험(%) 있음 5(1.36)

골다공증 골절(%)

엉덩이 10(2.71)

손목 23(6.23)

계 369(100%)

표 5 골다공증 인지군의 치료율 및 골절 과거력

2. 골다공증 인지군의 치료율 및 골절 과거력

골다공증 인지군(n=369)의 치료율은 48.24%이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외래경험은 

17.89%이고 입원경험은 1.36%에 불과했다. 골다공증을 인지한 사람들 중에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 사람은 엉덩이 골절은 10명이었고, 손목 골절은 2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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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구분1 )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2 )Yes(N=369) No(N=787)

N(%) N(%)

대퇴골전체

(total femur)

정상 93(25.41) 169(21.58)

0.1808골감소증 231(63.11) 521(66.54)

골다공증 42(11.48) 93(11.88)

대퇴골경부

(Femoral neck)

정상 5(1.40) 14(1.81)

0.0451골감소증 63(17.65) 175(22.64)

골다공증 289(80.95) 584(75.55)

요추

(Lumbar spine)

정상 7(1.91) 10(1.28)

0.1673골감소증 143(39.07) 281(35.93)

골다공증 216(59.02) 491(62.79)

1) 정상 : T-score ≥ -1

   골감소증 : -2.5 < T-score < -1.0

   골다공증 : T-score ≤ -2.5

2) Adjusted for age.

표 6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부위별 골다공증 유병율

3. 부위별 골다공증 유병률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측정된 부위에 따라 달랐다. 인지여부에 따른 대퇴골전체, 대

최골경부, 요추 부위에서의 골다공증 유병율은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퇴골전체(total femur) 부위에서의 골다공증 유병율은 인지군 11.48%, 비인지군 

11.88%이고 대퇴골경부(femoral neck) 부위에서의 유병율은 인지군은 80.95%, 비인지

군은 75.55% 이며, 요추(lumbar spine) 부위에서의 유병율은 인지군 59.02%, 비인지

군 62.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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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2)Yes No

MEAN±SD1) MEAN±SD1)

대퇴골전체

(total femur)

BMD(g/cm2)  0.68±0.004  0.67±0.003 0.1268

T-score -1.51±0.037 -1.58±0.025 0.1188

대퇴골경부

(Femoral neck)

BMD(g/cm2)  0.53±0.004  0.52±0.002 0.2138

T-score -2.59±0.033 -2.64±0.023 0.2197

요추

(Lumbar spine)

BMD(g/cm2)  0.67±0.005  0.68±0.003 0.1027

T-score -2.92±0.041 -2.84±0.028 0.1041

1) SD : Standard Deviation 

2) Adjusted for age.

표 7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부위별 골밀도와 T-score

4. 인지여부에 따른 골 도와 T-score

골 도를 측정한 각 부위 모두 골 도 값이 인지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었다. T-score값 역시 인지군과 비인지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대퇴골전체/대퇴골경부

/요추, p=0.19/p=0.22/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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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2)Yes No

MEAN±SD1) MEAN±SD1)

에너지(Kcal) 1428.19±29.08 1385.15±20.00 0.2229 

단백질(g) 45.33±1.24 43.85±0.85 0.3267 

지방(g) 17.96±0.84 17.26±0.58 0.4898 

탄수화물(g) 274.15±5.58 265.29±3.84 0.1910 

칼슘(mg) 372.74±25.27 330.37±17.38 0.1673 

인(mg) 847.85±20.64 822.20±14.19 0.3060 

철(mg) 11.13±0.55 10.86±0.38 0.6789 

조섬유(g) 5.95±0.26 6.10±0.18 0.6349 

나트륨(mg) 3405.09±132.05 3411.87±90.80 0.9662 

비타민A(μgRE) 531.53±34.75 538.47±23.89 0.8692 

비타민C(mg) 77.21±3.55 73.08±2.44 0.3378 

혈청  25(OH)D 20.22±0.41 18.81±0.29 0.0053 

1) SD : Standard Deviation 

2) Adjusted for age.

표 8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에너지, 영양소 섭취 현황

5. 인지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식품 섭취에서의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에서는 에너지, 단백

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인, 철, 조섬유, 나트륨, 비타민A, 비타민C 모두 두 군간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유의하진 않았으나 조섬유, 나트륨, 비타민A를 제

외한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이 비인지군보다 인지군이 높았다. 비타민D의 섭취상태

를 나타내는 혈청 25(OH)D 농도는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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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다량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자 분율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에너지와 다량 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자 분율에

서는 섬유질, 나트륨을 제외하고 비인지군이 인지군보다 에너지와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A, 비타민C에서 기준 미만 섭취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골다공

증 인지여부에 따른 두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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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3)　
Yes(%) No(%)

에너지1)

기준 미만 143(41.09) 314(42.66)

0.6426기준 충족 166(47.70) 361(49.05)

기준 이상 39(11.21) 61(8.29)

탄수화물2)

기준 미만 6(1.72) 23(3.13)

0.3597기준 충족 65(18.68) 130(17.66)

기준 이상 277(79.60) 583(79.21)

단백질2)

기준 미만 1(0.29) 11(1.49)

0.1421기준 충족 335(96.26) 702(95.38)

기준 이상 12(3.45) 23(3.13)

지방2)

기준 미만 264(75.86) 567(77.04)

0.5348기준 충족 72(20.69) 142(19.29)

기준 이상 12(3.45) 27(3.67)

1)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연령별 필요추정량(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기준으로 

75%이상 125% 미만일 때 기준 충족

2)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연령별 에너지적절비율(AMD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기준으로 20세 이상 탄수화물 55~70%, 단백질 7~20%, 지방 15~35% 일 

때 기준 충족

3) Adjusted for age.(ref:기준미만)

표 9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에너지, 다량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자 분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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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3)　
Yes(%) No(%)

칼슘1)

기준 미만 305(87.64) 649(88.18)

0.7579기준 충족 33(9.48) 65(8.83)

기준 이상 10(2.87) 22(2.99)

인1)

기준 미만 74(21.26) 160(21.74)

0.9323기준 충족 127(36.49) 303(41.17)

기준 이상 147(42.24) 273(37.09)

철1)

기준 미만 134(38.51) 302(41.03)

0.4547기준 충족 91(26.15) 200(27.17)

기준 이상 123(35.34) 234(31.79)

섬유질2)

기준 미만 339(97.41) 712(96.74)

0.5856기준 충족 8(2.30) 19(2.58)

기준 이상 1(0.29) 5(0.68)

나트륨2)

기준 미만 31(8.91) 48(6.52)

0.1057기준 충족 42(12.07) 80(10.87)

기준 이상 275(79.02) 608(82.61)

비타민A1)

기준 미만 210(60.34) 448(60.87)

0.8567기준 충족 58(16.67) 139(18.89)

기준 이상 80(22.99) 149(20.24)

비타민C1)

기준 미만 208(59.77) 474(64.40)

0.1273기준 충족 76(21.84) 157(21.33)

기준 이상 64(18.39) 105(14.27)

1)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연령별 권장섭취량 기준으로 75%이상 125% 미만일 때 기준 충족

2)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연령별 충분섭취량 기준으로 75%이상 125% 미만일 때 기준 충족

3) Adjusted for age.(ref:기준 미만)

표 10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에너지, 다량영양소의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

취자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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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다공증 여부에 따른 식품 유형 섭취 빈도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섭취 빈도에서는 빵류, 고구마, 햄/소시지, 김, 감, 우유, 막

걸리, 커피, 오징어 식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빵류, 햄/소시지, 막걸리, 커피, 

오징어 식품은 비인지군이 인지군에 비해 빈도가 높았다, 김, 감, 우유, 고구마는 인

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빈도가 높았다. 다른 식품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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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2)Yes No

　 　 MEAN±SD1) MEAN±SD1)

곡류 쌀 19.90±0.16 19.60±0.11 0.1286

보리/잡곡 12.34±0.50 12.43±0.34 0.8803

라면 0.27±0.03 0.33±0.02 0.0701

국수 0.43±0.04 0.46±0.03 0.5404

빵류 0.37±0.06 0.53±0.04 0.0206

떡류 0.43±0.04 0.49±0.03 0.2771

과자류 0.34±0.06 0.42±0.04 0.2915

두부 및 서류 두부 1.16±0.07 1.09±0.05 0.4292

콩류 9.66±0.50 9.69±0.35 0.9569

두유 0.43±0.07 0.42±0.05 0.8318

감자 0.96±0.08 0.84±0.06 0.1856

고구마 0.71±0.05 0.57±0.03 0.0223

육류 및 난류 쇠고기 0.36±0.06 0.43±0.04 0.2662

닭고기 0.26±0.04 0.27±0.03 0.8242

돼지고기 0.58±0.07 0.68±0.05 0.2103

햄/소시지 0.03±0.02 0.09±0.01 0.0026

달걀 1.38±0.09 1.26±0.06 0.2695

어패류 고등어 0.57±0.04 0.51±0.03 0.2954

참치 0.14±0.02 0.15±0.01 0.8058

조기 0.55±0.04 0.46±0.03 0.0826

명태 0.36±0.03 0.38±0.02 0.5716

멸치 1.90±0.16 1.91±0.11 0.9594

어묵류 0.22±0.03 0.22±0.02 0.8967

오징어 0.18±0.03 0.26±0.02 0.0324

조개류 0.28±0.04 0.31±0.02 0.4941

젓갈류 0.55±0.08 0.53±0.05 0.8507

주류 맥주 0.10±0.04 0.07±0.03 0.5081

소주 0.14±0.06 0.27±0.04 0.0988

막걸리 0.02±0.02 0.07±0.02 0.0412
1)섭취빈도를 9단계로 나누어 주1회 섭취를 1로 기준하여 하루 3회는 21회, 하루 2회는 14회, 하

루 1회는 7회, 1주 4-6회는 5회, 1주 2-3회는 2.5회, 1주 1회는 1회, 한 달 2-3회는 0.58회, 한 

달 1회는 0.23회, 1년 6-11회는 0.16회, 거의 안 먹음은 0회로 주당 섭취횟수로 계산.

2) Adjusted for age.

표 11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식품 섭취 빈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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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1)Yes No

　 　 MEAN±SD MEAN±SD

채소류 배추 15.76±0.40 15.65±0.28 0.8245

무 4.58±0.28 4.10±0.19 0.1498

무청 1.74±0.13 1.65±0.09 0.5786

콩나물 0.85±0.06 0.85±0.04 0.9366

시금치 0.50±0.04 0.49±0.03 0.7203

오이 1.02±0.07 1.07±0.05 0.6344

고추 1.38±0.11 1.45±0.08 0.6384

당근 0.42±0.06 0.45±0.04 0.7004

호박 1.09±0.07 0.98±0.05 0.1822

양배추 0.44±0.04 0.34±0.03 0.0649

토마토 0.84±0.06 0.72±0.04 0.1165

버섯류 0.65±0.07 0.79±0.05 0.0868

해조류 미역 0.77±0.05 0.72±0.03 0.4245

김 2.41±0.15 2.01±0.10 0.0276

과실류 귤 0.97±0.06 1.00±0.04 0.6989

감 1.00±0.06 0.82±0.04 0.0187

배 0.41±0.04 0.41±0.03 0.9542

수박 0.62±0.05 0.63±0.03 0.9094

참외 0.42±0.04 0.42±0.03 0.9943

딸기 0.34±0.03 0.35±0.02 0.7562

포도 0.60±0.05 0.52±0.03 0.1739

복숭아 0.34±0.04 0.33±0.02 0.7554

사과 1.16±0.09 1.00±0.06 0.1342

바나나 0.37±0.05 0.41±0.03 0.4971

오렌지 0.32±0.05 0.30±0.03 0.7331

유류및유제품 우유 2.04±0.14 1.33±0.10 <.0001

요구르트 0.54±0.08 0.50±0.06 0.6643

아이스크림 0.16±0.04 0.24±0.03 0.0953

음료 탄산음료 0.16±0.05 0.22±0.03 0.2587

커피 4.68±0.32 5.83±0.22 0.0034

녹차 0.87±0.17 1.08±0.12 0.3193

기타 햄버거 0.01±0.00 0.01±0.00 0.2268

피자 0.02±0.00 0.03±0.00 0.2292

튀긴음식 0.10±0.01 0.12±0.01 0.2413
1) Adjusted for age.

표 12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식품 섭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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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다공증 건강증진 행위 실천여부

 칼슘섭취 상태를 보면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580mg/day 이상 섭취 비율이 높았

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비타민D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혈청 25(OH)D 농도 

역시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30mg/ml 이상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20분 이상 주 3일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면 비인지군이 인지군에 비해 

비율이 높았지만 주 5일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 신천율, 주 5일 이상 걷기 실천율, 

근력강화 운동 실천율에서는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모든 신체활

동 신천율은 인지군과 비인지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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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인지여부
p-value　

　 　 Yes(%) No(%)

Ca 섭취
580mg/day 미만 302(86.78) 648(88.04)

0.5557
580mg/day 이상 46(13.22) 88(11.96)

혈청 25(OH)D 농도
30mg/ml 미만 301(87.76) 645(90.46)

0.1774
30mg/ml 이상 42(12.24) 68(9.54)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1)
주 3일 미만 339(92.12) 699(89.62)

0.1785
주 3일 이상 29(7.88) 81(10.38)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2)
주 5일 미만 321(87.23) 682(87.55)

0.8787
주 5일 이상 47(12.77) 97(12.45)

걷기 실천율3)
주 5일 미만 217(58.97) 446(57.25)

0.5831
주 5일 이상 151(41.03) 333(42.75)

근력강화운동4)
안한다 340(82.39) 733(93.97)

0.3111
1day/week 이상 28(7.61) 47(6.03)

흡연여부
비흡연 357(97.28) 716(91.79)

0.0004
현재흡연 10(2.72) 64(8.21)

음주빈도
일주일 2번미만 334(90.76) 678(86.81)

0.0539
일주일 2번이상 34(9.24) 103(13.19)

1) 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

분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

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4) 최근 1주일 동안 근력운동을 1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표 13 골다공증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골다공증 건강증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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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다공증 인지여부로 인한 건강행위와의 관련성

 골다공증 대상자의 골다공증 치료 지침 요인과 골다공증 인지여부와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칼슘섭취에서는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골다공증 인지군은 비인지군에 비해 

권장섭취량 이상 섭취할 odds가 1.035(95% CI=0.681-1.574)배로 높았고, 비타민D 영

양상태를 반영한 혈청 25(OH)D 농도를 보면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인지군은 

비인지군에 비해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할 odds가 1.402(95% CI=0.894 - 2.199)배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다른 효과가 통

제된 상태에서 골다공증 인지군은 비인지군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할 odds가 

2.057(CI=1.143 - 3.562)배로 유의하였고,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흡연할 odds가 

0.237(CI=0.099 - 0.570)배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65세 미만, 65세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65세 미만 집단에서는 혈철 

25(OH)D 농도는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골다공증 인지군은 비인지군에 비해 적

정수준 이상일 odds가 2.854(95% CI=1.087 - 7.470)배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반면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골다공증 인지군은 비

인지군에 비해 음주할 odds가 0.508(CI=0.267 - 0.966)배로 유의하였고, 인지군이 비

인지군에 비해 흡연할 odds가 0.193(CI=0.067 - 0.554)배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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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95% CI)

Model11) Model22) Model33)

종속변수

칼슘섭취4) 1.125(0.768 - 1.649) 1.119(0.752 - 1.665) 1.035(0.681 - 1.574)

혈청 25(OH)D5) 1.321(0.878 - 1.989) 1.333(0.858 - 2.072) 1.402(0.894 - 2.199)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 0.777(0.497 - 1.215) 0.752(0.467 - 1.209) 0.648(0.388 - 1.082)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1.060(0.729 - 1.542) 1.034(0.690 - 1.550) 1.006(0.642 - 1.577)

걷기 실천율 0.939(0.729 - 1.209) 1.007(0.767 - 1.323) 1.024(0.766 - 1.368)

근력운동 실천 1.570(0.944 - 2.610) 1.746(1.018 - 2.996) 2.057(1.161 - 3.643)

음주6) 0.701(0.464 - 1.059) 0.809(0.513 - 1.277) 0.699(0.432 - 1.132)

흡연7) 0.313(0.159 - 0.617) 0.281(0.131 - 0.601) 0.238(0.099 - 0.570)

* 독립변수 : 골다공증 인지여부(ref : 골다공증 비인지군)

  종속변수 : 칼슘섭취, 혈청 25(OH)D, 신체활동, 음주, 흡연

1)Model1 : adjusted for age

2)Model2 : adjusted for age, menopause, income, smoking, drinking, subjective health 

status

3)Model3 : adjusted for age, menopause, income, smoking, drinking, subjective health 

status, rheumatid arthritis, health behavior.

4)한국인영양섭취기준 평균필요량 기준으로 1일 칼슘섭취가 기준 미만일 경우를 칼슘섭취부족자

로 정의함. ref =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5)혈청 25(OH)D 농도가 30ng/mL 기준으로, 30mg/mL 이하는 경우 비타민D 불충분(inadequacy)으로 

정의함. ref=비타민D 불충분.

6)1회/month 음주유무(ref=한 달에 한번 이하)

7)흡연유무(ref=비흡연)

표 14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골다공증 건강증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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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95% CI)1)

65세 미만 65세 이상

종속변수

칼슘섭취2) 1.237(0.547 - 2.798) 0.888(0.531 - 1.488)

혈청 25(OH)D3) 2.854(1.087 - 7.490) 1.113(0.649 - 1.909)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 0.642(0.275 - 1.496) 0.655(0.328 - 1.309)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0.994(0.434 - 2.281) 0.974(0.543 - 1.747)

걷기 실천율 1.038(0.569 - 1.896) 1.007(0.714 - 1.422)

근력운동 실천 2.364(0.993 - 5.625) 1.552(0.677 - 3.556)

음주4) 1.164(0.509 - 2.662) 0.508(0.267 - 0.966)

흡연5) 0.824(0.124 - 5.473) 0.193(0.067 - 0.554)

* 독립변수 : 골다공증 인지여부(ref : 골다공증 비인지군)

  종속변수 : 칼슘섭취, 혈청 25(OH)D, 신체활동, 음주, 흡연

1) Adjusted for age, menopause, income, smoking, drinking, subjective health status, 

rheumatid arthritis, health behavior.

2) 한국인영양섭취기준 평균필요량 기준으로 1일 칼슘섭취가 기준 미만일 경우를 칼슘섭취

부족자로 정의함. ref =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3) 혈청 25(OH)D 농도가 30ng/mL 기준으로, 30mg/mL 이하는 경우 비타민D 불충분

(inadequacy)으로 정의함. ref=비타민D 불충분.

4) 1회/month 음주유무(ref=한 달에 한번 이하)

5) 흡연유무(ref=비흡연)

표 15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골다공증 건강증진과의 관계(65세 미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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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이 연구는 2008-2009년도에 실시한 제 4기 2차,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식이요인, 골다공증 건강증진행

위와의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결혼 상태를 제외한 소

득, 교육수준, 직업, 동/읍・면 구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골다공증 비인지군이 인지군에 비해 현재흡연자가 많았고 유의했다. 하지

만 음주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골다공증 인지군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골다

공증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유병률이 높았

고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도 더 많았다. 활동제한의 사유는 관절염, 류마티즘, 등"E목

의 문제, 노령의 문제 등이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송건용 et 

al., 1993)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의학적 진단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고 주관적 건

강상태와 평소 건강상태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

(조현숙, 1994)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신체 검진적 요소를 가진 준 건강 확인의 

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골다공증 인지군의 치료율은 50% 밖에 되지 않았고 이 중 3%가 엉덩이 골절을, 6%

가 손목 골절을 경험하였다. 지난 1년간 골절 경험에서 골다공증 인지군이 골다공증 

비인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치료군이 비치료군을 비교한 연구(이

지선, 2010)에 따르면 치료군이 비치료군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

료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이 보다 많았고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이번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골다공증 인지군이 골다공

증 비인지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유병율이 높으며, 활동제한 사유가 많았다. 또, 지난 1년간 골절 경험이 골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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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지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인지군이 비인지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운동능력과 통증/불편감에 대한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와 식품섭취 분석결과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

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비타민D 섭취상태를 나타내는 혈청 

25(OH)D에서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약간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

면, 골다공증 건강증진에 필요한 칼슘섭취나 비타민D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혈중 

25(OH)D는 골다공증 인지가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시간 회상 조사는 하루에 섭취한 음식만을 조

사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평소 식생활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품섭취빈도조사보다 자

세한 값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24시간 회상 조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군간의 식품 섭취 빈도 분석에서는 몇몇 식품에서 두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 빵

류, 햄/소시지, 오징어, 막걸리, 감, 커피는 비인지군의 섭취 빈도가 더 높았고, 고

구마, 김, 우유는 인지군의 섭취 빈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한연

숙, 2010)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커피, 녹차, 카페인 함유 음료를 골다공

증 진단 군에서 적게 섭취하였다. 이는 골다공증 진단 받은 후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억제 하고, 칼슘 배출을 증가 시켜 골다공증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덜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신체활동실천은 근력운동을 이외의 실천율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음주 역시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골다공증 인지군이 비인지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강증진 행위는 근력

운동과 흡연 밖에 없었다. 골다공증 인지군은 비인지군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할 

odds가 2.057(CI=1.143-3.562)배로 유의하였고,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흡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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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가 0.237(CI=0.099-0.570)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을 65세 미만, 65세 이

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65세 미만에서는 혈청 

25(OH)D 농도가,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음주와 흡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별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선행 연구(Bandura, 1997)에 따

르면 중년여성에게 자기효능이 생겨날 수 있는 곳은 크게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과 언

어적 설득, 대리경험, 생리적 상태 등에 의존하면서 비롯될 수 있다. 영양소 중 칼슘 

섭취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부모와의 유사성이나 부모속성에 대한 편입견 등의 대

리경험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이 연구에서 고칼슘 섭취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형태로 나타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과 활동량 정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여성들이 하는 운동은 구체적인 예방목적보다는 정신적

인 다양한 이유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Hartweg, 1993) 신체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년여성들의 운동하는 목적을 골량감소 지연

을 위한 운동의 종류, 방법으로 전화시키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고, 사회적 지지그

룹, 자기지지그룹들을 이용한 운동이 된다면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된다(송건용 et al., 1993). 

6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의 결과는 선행연구(강은정, 2007)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데, 연구에서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환자들에서 흡연량, 음주량이 낮지만 

운동량이 매우 낮아 수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이 많은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런 양상은 신체활동의 개발 보급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연구(김숙영, 2004)에 의하면 노년기는 지

각된 유의성은 낮고 성 고정관념은 높으며 지각된 자기 효능과, 사회적 지지, 가족기

능이 낮은 집단이며, 특히 월수입도 가장 낮고 질병률은 가장 높은 집단으로 특별히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즉, 노인들은 스스로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천하기 위한 이전의 관련행위의 경험이 적고 대

인관계도 적으므로 건강증진행위의 자원이 가장 적은 취약한 집단임으로 노인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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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평년, 2003)에서도 골다공증 교육 요구는 운

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질병영역, 약물영역, 식이영역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운동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활동

의 개발 보급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로 단면연구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과적으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골다공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T-score를 사용하

였다. 골다공증 진단 및 지침(정호연, 2008)에서 소아, 청소년, 폐경 전 여성과 50세 

이전 남성에게서는 T-score를 사용하지 않고 Z-score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는 Z-score가 제시되지 않아 T-score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

로 건강증진 행위를 단편적으로 칼슘섭취, 비타민D 섭취, 신체활동, 흡연, 음주로 제

한적으로만 평가하였다. 제한적인 자료에서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로 낙상예방을 위

한 사항, 시력검사 등 더 구체적인 항목을 평가할 수 없었다. 네 번째로 영양조사를 

24시간 회상법으로 평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하루 동안의 식이조사로 영양섭취

를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자세한 영양소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

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은 집단에서

의 건강증진행위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중매체와 교육 등을 통해 흡연과 

음주 등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금연과 금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2차 질병인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실정이다. 골다

공증은 완치되는 질병이기 보다는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만성병이므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증진행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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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골다공증 인지여부가 건강증진행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전국전인 조사

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다공증 인지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나이와 결혼상태에서 두 군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인지군이 비인군에 비해 현재흡연자가 적었으며, 골다공증 인지

군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골다공증 인지군이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유병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지난 1년간 골절 한 경험도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활동제한 역시 골다공증 인지군이 관절염, 류마티즘, 노령의 문

제 등으로 더 많았다. 

2. 영양소 섭취와 골다공증 인지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 유형

별 섭취빈도는 몇몇 식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빵, 햄/소시지, 막걸리, 커피와 

같은 뼈 건강에 나쁜 식품 섭취 빈도는 골다공증 비인지군에서 높았고, 김,  우유는 

골다공증 인지군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3. 다른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골다공증 인지여부와 골다공증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는 근력운동 실천과 금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칼슘과 비타민D 섭취 상태, 신

체활동 실천, 음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골다공증 인지가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킨다고 볼 수 없었다. 65세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인 집단에서는 골다공증 인지군에서 비타민D 섭취상태가 좋았고, 65세 

이상집단에서는 골다공증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술과 흡연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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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골다공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환자들은 건

강증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식이 교육 프로

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장점은 전국적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과 많이 연구되지 않은 골다공증 인지군

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코호트 구축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골다공증 환자군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및 골다공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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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 in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Korean Women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of Osteoporosis

: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o, Jung Min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steoporosis is a disease that shows few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making 

self-diagnosis difficult. It is also an irreversible disease that requires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daily life to prevent bone destruction. However, 

little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osteoporosi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has been done so far. In this study, a awareness group, 

with doctor-diagnosed osteoporosis, was compared to a non-awareness group in 

term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awareness of osteoporosis on the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analyzed.  

  The subjects were a group of women over age 20 with a T-score of less than 

-2.5 in bone densitometry, which is the clinical definition of osteoporosis. 

The group was selected from among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Fourth 



- 61 -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Ⅳ-2,3).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awareness of osteoporosi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calcium intake, blood serum 25(OH)D concentration, practicing 

physical activity including intensive and moderate physical activities, 

walking, weight training (yes/no), and current smoking and drinking status, all 

of which are suggested in osteoporotic treatment guidelines. Statistical 

package SAS v9.2 was use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nutritional intake according to the 

awarenessof osteoporosis. However, in frequency of intake per food type, the 

non-awareness group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intake of bread, ham/sausage, 

makgeolli, and coffee than the awareness group, and the awareness group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seaweed and milk intake. 

  High rate of weight training and low smoking rate were observed in the 

awareness group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of 

osteoporosis and appropriate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rough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between the 

two groups in calcium and vitamin D intake, practice of physical activities, 

and consumption of alcohol. The subjects were also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age over or under 65.  Among the group of subjects below age 65, the 

awareness group had better vitamin D intake status than the non-awareness 

group. Among the group over 65, the awareness group showed lower rates of 

drinking and smoking than the non-awareness group. 

  As seen in the above results, the group aware of osteoporosi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health promotion behaviors compared to the non-aware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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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mplies that even when the subjects were aware of their osteoporosis 

diagnosis, they didn’t actively pursue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refore, 

public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osteoporosis patients.


Key words : Osteoporosis, awareness, health promotion behaviors, KNHANES, Wo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