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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학생의 골다공증 지식에 대한 연구
송미승1)ㆍ조주연2)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1)ㆍ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2)

1)

A Study on the Knowledge Measures of Osteoporosis for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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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demographics in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98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from March to May
2015.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by structural survey in the from of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s demographic
and descriptive was process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18.0 for Windows). Result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of osteoporosis according to grade (t=13.862, p=<.001). Conclusion: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osteoporosis knowledge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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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성장기 동안의 최대 골 질량(peak bone mass)을 극
대화하고 골 손실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이다(Fehily 등,

1. 연구의 필요성
골다공증은 골 조직의 양의 감소와 구조적인 이상으로
골 강도의 감소와 함께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서양 여성에 비해 칼슘 섭취가 낮
고 운동이나 육체적 활동이 적으며, 전체 연령층에서 골
밀도가 10%정도 낮아, 서양 보다 더 많은 수의 골다공증
환자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혜진, 1995).
골다공증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골다공증의 최선의 치료

1992). 사람의 골 질량은 대체로 30대까지 증가 하다가
30∼34세 사이에 최대 골 질량에 도달하며, 일단 최대
골 질량에 도달하고 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김화영, 1994).
골다공증은 폐경 및 노화에 따르는 호르몬의 변화, 칼슘
섭취 부족, 운동부족, 국소적인 골 형성 인자의 장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민혜진, 2011),
골다공증 결정 인자의 하나인 최대 골량의 형성에 영향
을 주는 인자는 칼슘 섭취량과 운동량이다. 폐경기 여성
의 골절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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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양식은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 및 신체활동부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족, 카페인 과다섭취, 음주, 흡연 등이 관련되므로(이향
련, 김숙녕, 2001), 골다공증의 위험요인 중 이러한 수정
가능한 생활양식 및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
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 초기에 골량 증진행위
를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나, 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행위를 30대 이후 연령층에 비해 20대가
수행 정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 골량을 위한 노력이 절실
히 요구된다 하겠다(안성아, 1998).
서구 지역에서는 사춘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대상
으로 이들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최대 골 질
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화영, 1994; Fehily 등, 1992). 그러나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전라남도 소재의 S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자의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240명이었다. 자기 보고
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3월 1일에서 5월 15일까
지 수집하였다. 이중 불완전 응답을 한 42명을 제외한
198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우리나라 골밀도 연구는 대부분이 폐경기 전후의 여성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Cassells(1988)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대 골량 형성 시기인 여대생

Knotz(1994)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지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송윤주, 2001; 김영미, 김명희,

측정 내용을 참고로 윤은주(1998)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

2001; 한승무, 2006; 민혜진, 2011)가 부족한 상태이다.

하여 총 15문항, 예방행위에 대한 지식 문항은 Kim,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Horan과 Gendler(1991)가 개발한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골다공증 지식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측정 도구를 이용한 14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지식 점

예방 및 앞으로 노년기의 골절에 대한 예방을 하는데 도

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2로 이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을 확
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골다공증에 대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2)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을 확인한다.

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지식정도를 확인한다.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연구방법

2) 일반적 특성 및 골다공증 지식 정도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1. 연구설계

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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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걸린다(97.2%), 남자가 잘 걸린다(92.1%), 여자가 잘
걸린다(85.8%)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지

1. 일반적인 특성

식은 총 15점에 평균 9.95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의 40.9%가 1학년이었고, 체중은 50~59kg이 46%로 가
장 많았으며, 신장은 160~169가 64.1% 이었다. 경제 상

대상자의 예방요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정답률이 높은
항목의 순위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 선택이 높았는데, 멸치,
치즈, 다시마, 검정콩(89.8%, 79.1%, 71.3%, 63.1%)항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에 관한 지식 정답률이 낮은 순

태는 보통이다가 68.2%였다.

으로 나타났다. 예방요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14점에
서 평균 8.01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위험요인 지식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8

특성

학년

체중

구분

실수(N)

백분율(%)

1학년

81

40.9

2학년

39

19.7

3학년

40

20.2

영역

평균

표준편차

4학년

38

19.2

위험 요인 지식

9.97

2.28

40-49 kg

68

34.3

예방 요인 지식

8.01

2.51

50-59 kg

91

46

17.98

3.65

60-69 kg

37

18.7

70kg 이상
키

경제상태

정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

1.0

159cm 이하

43

21.7

160-169cm

127

64.1

170cm 이상

28

14.1

넉넉하다
보통이다
어려운편이다

36
135
27

18.2
68.2
13.6

2.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정도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에 대한 연구 결
과는 <표 2>와 같다.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요인과 예방
지식은 총 29문항으로 0점에서 29점까지로, 본 연구대상

<표 2>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
N=198

전체

N=198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

정답(명)

백분율(%)

여자가 잘 걸림

169

85.8

운동 또는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잘 걸림

176

89.2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잘 걸림

192

97.2

남자가 잘 걸림

182

92.1

월경 중인 여성이 잘 걸림

141

71.7

관절염 환자가 잘 걸림

143

72.5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자가 잘 걸림

140

71.1

99

50.0

동양인이 잘 걸림

116

58.7

여성호르몬 복용자가 잘 걸림

147

74.4

흡연자가 잘 걸림

154

78.0

음주하면 잘 걸림

133

67.2

키가 작고 마른 자가 잘 걸림

76

38.7

위, 장을 절제한 자가 잘 걸림

88

44.7

부신피질 호르몬 복용자가 잘 걸림

66

33.7

폐경 전 난소절제 여성이 잘 걸림

자 198명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점수는 전체 평균

예방요인에 대한 지식

정답(명)

백분율(%)

17.98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걷기는 골다공증 발생률을 감소시킴

135

68.2

자전거 타기는 골다공증 발생률을 감소시킴

117

59.1

조깅은 골다공증 발생률을 감소시킴

146

74.1

에어로빅댄스는 골다공증 발생률을 감소시킴

128

65.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정답률이 높은 항목의 순위는 나이가 어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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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정도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함

152

76.8

공증 환자의 지식 측정 보다는 낮게 측정 되었다. 이혜

20분~30분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함

149

75.7

영(2001)의 연구는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으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하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함

56

28.6

로 자신들이 환자가 되어 본 후 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치즈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임

156

79.1

있어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와 김명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임

177

89.8

숙(2005)의 연구보다 높게 나온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

검정콩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임

124

63.1

다시마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임

141

71.3

37

18.7

폐경 전 여성은 칼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유는 2컵 이상 마심

102

51.7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측정도구가 다르며 점

칼슘 제제를 먹는 경우는 식사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임

124

63.1

수도 20점 만점으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폐경 이전 여성의 칼슘 요구량은 1일
800mg 이상임

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결과

학년

체중

키

경제상태

구분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 점수를 살
펴보면, 운동 및 칼슘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지식은 높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M±SD

로 생각된다. 또한 민혜진(2011)의 연구는 평균 12.7점

사료된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
특성

들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서 수업 등을 통

t or F

p

13.862

.000***
a<d

은 반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종류 등에 대

1학년

0.42±0.16

2학년

0.51±0.14

3학년

0.68±0.18

4학년

0.76±0.19

요인(9.97)보다 낮게 나타났다. 칼슘 함유 식품에 대한

40-49 kg

0.52±0.20

문항은 89.8%인 반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이 골다공

50-59 kg

0.40±0.13

60-69 kg

0.59±0.21

70kg 이상

0.55±0.11

159cm 이하

0.61±0.18

160-169cm

0.44±0.17

170cm 이상

0.63±0.14

넉넉하다

0.46±0.18

보통이다

0.68±0.19

어려운편이다

0.54±0.16

1.440

.300

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등의 항목이 포함된 예방요인은 8.01로 위험

증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66.6%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민혜진(2011)의 연구에
서도 걷기 및 신체활동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묻

3.148

.133

는 항목이 다른 문항보다 낮게 나타나(65%)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칼슘이 함유된 음식의 종류에 대

1.715

.183

한 지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칼슘 요구량에 대한 항목은
매우 낮았다(18.7%). 민혜진(2011)의 연구에서도 칼슘
요구량이 60.5%로서 낮게 나타났으며, 원인숙(2008)에서

논 의

도 청소년의 우유섭취량을 묻는 문항이 34.3%로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

본 연구는 여대생의 골다공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인
골다공증 지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앞으로 여대생들에
게 다가올 폐경기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시
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는
29점 만점 중 평균 17.9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김명희와 김명숙(2005)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뼈 건강을 위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멸치, 우유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는 알고 있으나, 우유 및 멸치 등에 대한 정확한 섭취
량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여성에 있어 골다공증은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분비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유병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구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이혜영(2001)의 여성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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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건강증진 행위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정확

실시하여 여대생의 골다공증 지식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

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여대생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꾸준

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여성호르몬이 감소되기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인 청소년기부터 여성의 골다공증 지식 및 예방 행

골다공증에 대한 학년별 지식을 살펴보면 1학년보다

위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4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수업 및

따라서 여대생들이 앞으로 성인기 및 폐경기를 맞이하였

임상실습 등의 학업으로 인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이

을 때 골다공증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민혜진(2011)의 연구에서

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

도 1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발 및 연구 등이 필요하겠다.

한편 ‘폐경 전 난소절제 여성이 잘 걸린다’는 문항은
낮은 편으로(50.0%) 여성의 난소 역할에 대한 지식이 낮
은 것으로 보이며, ‘키가 작고 마른 자가 잘 걸림’, ‘부신
피질 호르몬 복용자가 잘 걸림’ 등에 대해서도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보아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한 부
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인숙(2008)의 연구에서도
‘체중이 많은 여성보다 적은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한
다.’가 25.6%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7년이 지난 본
연구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은 골다공증에 대한 정
확한 지식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성인기를 지나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체계적인 골다공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프로그램의 골다공증에 대한 정
확한 지식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여대생들을 위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여대생들에게 다가올 성인기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
활양식의 변화를 모색하게 됨으로서 자신들이 스스로 골
다공증 예방 능력을 증가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한점
1.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법을 이용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C도에 있는 대학교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Sep. 2015

2. 연구의 제한점
1) 연구대상이 임의로 선정된 전라남도 소재 일 대학
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남자
대학생에게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명희, 김명숙(2005). 중년여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과 인
지요인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1), 52-57.
김영미, 김명희(2001). 여대생의 골다공증 관련 요인에 대한 관
심, 생활습관 및 음식섭취. 류마티스건강학회지, 8(2),
287-301.
김혜진(1995). 골다골증. 국민영양, 9, 38-3.
김화영(1994). 골다공증과 식이인자. 한국영양학회지, 27(6), 636645.
민혜진(2011). 여대생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
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송윤주(2001). 한국 여대생의 골밀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성아(1998). 성인여성의 골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
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인숙(2008). 성인여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골밀도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임상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은주(1998). 성인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조
사연구. 재활간호학회지, 1(1), 27-42.
이혜영(2001). 여성 골다공증환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건
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류마티스건강학
회지, 8(1), 65-85.
이향련, 김숙녕(2001). 골다공증교육이 골절환자의 지식과 생활
양식변화 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1(2),
194-205.

Vol. 5, No. 2

70

송미승ㆍ조주연

한승무(2006). 대학생의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식이 및 운동의
건강증진행위. 운동영향학회지, 10(2), 89-98.
Kim, K., Horan, M., and Gendler, P.(1991). Refinement of

the osteoporosis health belief scal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Columbus, Ohio.
Cassells, H. B.(1998). Health beliefs and osteoporosis prevention by menopausal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ehily, A. M., Coles, R. J., Evans, W. D., and Elwood,
P(1992). Factors affecting bone density in young
adults. Am. J. Clin. Nutr., (56), 579-586.

Vol. 5, No. 2

Sep.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