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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knowledg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bout 
osteoporosis in industrial work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292 industrial workers.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July 
10 to August 20, 201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he SPSS Win 12.0 statistics.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s of knowledge  
about osteoporosi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bout osteoporosis  
were 9.26 out of 20, 9.64 out of 14 and 39.77 
out of 68. 2)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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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3)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were age(β=.069, p=.032), 
knowledge(β=.026, p=.005), subjective health 
status(β=.058, p<.001).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should develop preventive 
osteoporosis programs for industrial workers 
considering these results.

Key words : Osteoporosis, Knowledge,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다른 질병과 달리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골다공증은 골의 강도가 손상됨으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골격질환으로, 골의 강도는 일차적으로 골

밀도와 골의 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Moon & 

Won, 2008). 골 질량의 형성은 연령, 성별, 인종, 초

경나이, 체형,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 

흡연, 음주, 운동, 식이 및 약물복용 등 생활습관 관

련요인이 영향을 미친다(Cummings & Melton, 2002;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10).

골다공증은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치

료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나 예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중보건의 문제로 

대두되어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정부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이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결

과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Cho, 2002). 

우리나라 ‘골다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5년 45만 명에서 2009년 74만 명으로 나타나 최

근 4년간(2005∼2009)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성

별 진료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52,487명이고 

여성은 687,52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3.1

배 많았으나, 남성 환자는 4년간 2배 이상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어(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0) 골다공증은 주요 건강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성인은 대

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됨으로 사업장은 주

요한 건강피해원인(직업관련성 질환)을 제공하고 있으

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유병률이 높은 직업관련

성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만

성 퇴행성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8월 59.7%로 나타나

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2) 근로자들의 건강은 

근로자의 가족 및 관계된 사람들뿐 아니라 기업의 생

산성,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므

로(Jeong et al., 2004) 산업장의 보건관리 사업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질병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태도 그리고 대상자가 인지하

는 건강상태는 질병예방이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건강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hin, 

Shin, Kim, & Kim, 2005).

Popa (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지식수준은 

골다공증 예방 행위 단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예측

인자로 골다공증 지식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건강

행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

다.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 때

문에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관련 지식을 습득하려

는 욕구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건강행위를 잘 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Lee, Chang, Yoo, & 

Yi, 2005; Seo, 2008).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자기결정과 내적 동기가 강화되어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습득과 건강증진행위는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골다공증 유병실태와 관련 요인 

연구(Lee & Lee, 2011; Shin, Shin, Shin, & Park, 

2008) 및 여성의 골다공증 지식과 자기효능감, 건강

신념에 관한 연구(Lee, 2003; Oh, Ko, Chu, Lee, & 

Yoo, 2012; Song & So, 2007)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행위 그리

고 이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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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청 ․ 장년기의 연령 군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

활하는 공간이며, 직장이 생활습관의 형성과 건강형

태의 개선에 주요한 공간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본 연구는 직

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지역 직장 근로자의 골다

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

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

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주관

적인 건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골

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한 서

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D광

역시 DS군에 소재한 산업장의 보건관리자(간호사)가 

있는 7개의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가 연구 참여에 동

의한 5개 산업장의 근로자 중 골다공증으로 진단 받

은 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본 크기 결정 방법

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15로 하였을 때 예상 대상자 수는 

138명으로 제시되었다.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해 

보건관리자(간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산업장

의 보건관리자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준 뒤

에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총 320명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한 28명을 제

외한 29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골다공증 지식

Ailinger, Lasus와 Braun (2003)이 개발한 골다공증 

지식 측정도구를 Won (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

구로 골 생리 3문항,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8문항, 골

다공증 예방 7문항, 골다공증 치료 2문항으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답이 맞으

면 1점이고, 모른다 혹은 틀리면 0점으로 점수의 범

위는 0∼2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0이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Lawton, Moss, Fulcomer와 Kleban (1982)이 개발한 

Health rating scale을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서 현재

의 건강상태 1문항, 1년 전과의 비교 1문항, 건강상의 

문제 1문항, 동년배와 비교 시 1문항으로 3점 척도 3

문항과 5점 척도 1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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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2)

Characteristics  n %

Age (yr)
20∼29 74 25.3
30∼39 104 35.7
40∼49 74 25.3
≥50 40 13.7

Gender Male 168 57.5
Female 124 42.5

Marital state Married 180 61.6
Unmarried 112 38.4

Education < High school 59 20.2
>College 233 79.8

Religion Yes 109 37.3
No 183 62.7

Occupation
Clerical work 153 52.4
Productional work 84 28.8
Others 55 18.8

Income
(1,000won/month)

     < 2,000 125 42.8
2,000 - 3,000  113 38.7
3,000 - 4,000  39 13.4
     > 4,000 15  5.1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Yoon (2001)이 개발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로 식이 8문항, 운동 5문항, 기호식품 4문항

으로 총 1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식이 7

번 문항과 기호식품 1-4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증진행위 수행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

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 Cronbach's alpha = .72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2.0 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

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주관

적인 건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비교하기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골

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

며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92명으로 연령분포에서는 30

∼39세가 104명(35.7%)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168명(57.5%), 여성이 124명(42.5%)이었고 결혼 상태

는 기혼이 180명(61.0%)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233명(79.8%) 종교는 ‘없음’이 183명

(62.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이 153명

(52.4%)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25

명(42.8%)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골다

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골다

공증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9.26점

(46.3%)이었으며, 골다공증 지식 측정에서 정답률이 

94.2%로 가장 높은 항목은 ‘평생 동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더라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은 높

아지지 않는다’ 이었고 21.6%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골다공증은 체중이 많은 여성보다 적은 여성

에게 더 흔히 발생한다’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

태는 총 14점 만점에 9.64점(68.9%)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골다공증 예

방 건강증진행위는 총 68점 만점에 평균 39.77점

(58.5%)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

상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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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Knowledg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bout Osteoporosis

  (N=292)

M±SD MIN MAX Possible range

Knowledge  9.26±2.52 0.00 16.00 0 - 20
Subjective health status 9.64±1.73 4.00 14.00 4 - 14
Health promoting behavior  39.77±6.76 21.00 59.00 17 - 68

 

Table 3. Knowledg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bout Osteoporosi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92)

Knowledge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  

M±SD S
t or F 

(p)
M±SD S

t or F 

(p)
M±SD S

t or F 

(p)

Age

a, b<c, d 9.451
(<.001)

1.474
(.222) a, b, c<d 4.936

(.002)

20~29a 8.45 ±2.55 9.89 ±1.57 39.37 ±5.94
30~39b 8.83 ±2.42 9.43 ±1.73 38.88 ±6.63
40~49c 10.15 ±2.07 9.54 ±1.78 39.43 ±6.81
≤50d 10.25 ±2.75 9.93 ±1.87 43.47 ±7.44
Gender

-1.761
(.079)

0.399
(.690) 

2.241
(.026)Malea 9.05 ±2.81 9.68 ±1.75 40.53 ±6.84

Femaleb 9.55 ±2.05 9.60 ±1.70 38.75 ±6.55
Marital state

3,626
(<.001)

0.077
(.939)

-0.294
(.769)  Marrieda 9.69 ±2.28 9.62 ±1.78 39.92 ±7.10

  Unmarriedb 8.56 ±2.75 9.63 ±1.62 39.56 ±6.22
Education

1.193
(.234)

 -1.520
(.130)

-0.965
(.335)  ≥High schoola 9.61 ±2.89 9.34 ±2.00 39.01 ±6.48

  ≤Collegeb 9.17 ±2.42 9.72 ±1.65 39.96 ±6.83
Religion

 1.374
(.170)

 1.997
(.047)

0.702
(.484)Yesa 9.52 ±2.24 9.89 ±1.47 40.13 ±6.53

Nob 9.10 ±2.67 9.50 ±1.85 39.56 ±6.90
Occupation

0.033
(.967) b>c 4.070

(.018)
0.306
(.736)

Clerical worka 9.26 ±2.31 9.67 ±1.70 39.99 ±6.77
  Productional 
   workb 9.21 ±2.74 9.95 ±1.62 39.78 ±7.04

  Othersc 9.33 ±2.78 9.11 ±1.86 39.15 ±6.35
Income
(1,000won/month)

a, b<c, d 4.640
( .003)

 1.873
( .134) a, b<d 3.771

( .011)
  < 2,000a 9.02 ±2.75 9.62 ±1.62 39.20 ±6.21
  2,000 - 3,000b 9.00 ±2.27 9.48 ±1.59 39.32 ±6.34
  3,000 - 4,000c 10.21 ±2.28 9.85 ±2.24 41.00 ±8.36
  > 4,000d 10.80 ±1.93 10.53 ±1.96 44.80 ±7.78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은 연령(F=9.451, p<.001), 

결혼상태(F=3.626, p<.001), 월수입(F=4.640, p=.003)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20∼29세와 30∼39세보다 40∼49세

와 50세 이상이,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200∼300만

원보다 3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종교(t=1.997, p=.047), 

직업(F=4.070, p=.018)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직업에서는 ‘생산직’이 

‘기타(연구직과 영업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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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292)

Variable
Knowledge 

Subjective 

health status

r(p) r(p)

Knowledge 1 -
Subjective health status 0.113(.054) 1
Health promoting 
behavior 0.206(<.001) 0.295(<.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Variable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β t (p) β t (p)

Age 0.084 2.531  (.012) 0.069 2.150  (.032)
Gender -0.047 -0.974 (.331) -0.066 -1.400  (.163)
Marital state 0.117 1.874 (.062) 0.114 1.915  (.056)
Education 0.081 1.239 (.216) 0.069 1.112  (.267)
Religion -0.054 -1.126 (.261) -0.025 -0.548  (.548)
Occupation -0.030 -0.901 (.368) -0.020 -0.617  (.538)
Income 0.043 1.267 (.206) 0.025 0.772  (.441)
Knowledge 0.026 2.815  (.005)
Subjective health status 0.058 4.564 (<.001)
    R2 .056 .152
    Adj R2 .036 .128
    F (p) 2.806 (.011 ) 15.985 (<.001 )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F=4.936, p=.002), 성별(t=2.241, p=.026), 월수입(F=3.771, 

p=.01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20∼29세, 30∼39세와 40

∼49세보다 50세 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월

수입에서는 200만 원 미만과 200∼300만원보다 400

만 원 이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골

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

다.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골다공증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 지식이 많을수

록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r=.206, p<.001)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와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95, 

p<.001).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델Ⅰ은 통제 변수들이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806, p=.011) 연령(β=.084, p=.012)이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모델Ⅱ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5.985, p<.001) 연령(β=.069, p=.032), 

골다공증 지식(β=.026, p=.005), 주관적인 건강상태

((β=.058, p<.001)가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골다공증은 발생빈도가 높으나 예방이 가능한 질환

이므로(Cho, 2002)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관련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

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

하며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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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파악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

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의 평균점

수는 20점 만점 중 9.26점(46.3%)로 나타났다. 이는 

신도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 Shin, 

Yi와 Ju (2005)의 23점 만점 평균 11.1점(48.3%)과 유

사하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 

(2005)의 24점 만점 중 14.0점(58.3%)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20대에서 30대에 60.9%를 차지하며 남성이 57.5%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골밀도가 최

고값을 보이는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골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골

다공증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중년 여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Berarducci, Burns, Lengacher

와 Sellers (2000)의 연구결과와 연결되는 내용이나 연

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중년이전의 

성인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과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은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이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Shin 등(2005)의 연구결과와 연령, 학력, 직

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Kim 

(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기

혼보다 골다공증 지식이 낮은 것은 골다공증이 노인

에게서 유병률이 높으므로 젊은 연령층은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미혼기 직장여성은 자신이 건강

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생애주기 중 가장 낮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과신과 아직 젊어서 건강과 건강

관리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기혼기 직

장여성은 결혼이나 양육 등 사회적, 가정적으로 부여

받은 역할로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증대되어 미혼기 

직장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행위가 조금 나아지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5)의 연구결과와 관련되는 내용

이라 생각된다. 

이에 지식은 개인이 올바른 건강행위를 하기위한 

필수 변수이므로(Kim & Kim, 2005) 대상자 교육을 

통하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

천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골다

공증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의 운영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4점 만점 중 9.64

점(68.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

은 도구를 이용한 Seo (2008)의 산업장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8.72점(62.3%), Kim과 Park 

(2009)의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9.4점(67.1%)과 유사한 결과로 산업장 근로자들은 자

신의 건강상태를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종교,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종교라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

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

에서는 ‘생산직’이 ‘기타(연구직과 영업직)’보다 주관

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Ryou 등(2009)의 일개 자동차개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서 고위험 스트레

스군은 연구직이 30.4%, 생산직에서 29.3%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직종간

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

수는 68점 만점 중 39.77(58.5%)로 나탔다. 이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2003)의 105점 만점 중 

70.72점(67.4%)보다 낮았으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

구한 Oh 등(2012)의 12점 만점 중 5.58점(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이나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므로 젊은 

층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노인이 골다공증 예방 건

강증진행위를 더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

진행위는 연령, 성별, 월수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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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2003)의 연

구에서 골다공증 예방행위는 거주 지역, 경제적인 상

태, BMI, 건강상태, 골다공증 가족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경

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골다공증 예방행위를 잘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yun과 Kim (1999)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상자들이 골밀도

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경제적 상태가 골다

공증 예방에 영향을 주어 골밀도가 높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골다공증 지식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본 결과, 골다공증 예

방 건강증진행위와 골다공증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순상관관계를 보여 지식이 많을수록 골다공증 예

방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다공

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주관적인 건강상태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다공증 지식과 골다공증 예방 건강행위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는 연구결과(Lee, 2003; Piaseu, 

Schepp, & Belza, 2002)와 지식과 건강행위 간에 유

의한 상관성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Oh 

et al., 2012),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2003)의 

연구에서 지각하는 건강 상태에 따라 골다공증 예방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는 골다공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자신이 건강하

다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가지는 것은 스스로의 골

다공증 예방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β=.069, p=.032), 골다공증 

지식(β=.026, p=.005), 주관적인 건강상태(β=.058, 

p<.001)가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Won (2009)의 연구에

서 연령(t=5.009, p<.001)은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25.9%의 설명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골다공증 

지식은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실천율이 높았던 결과로 볼 때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규명된 연령,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근로자의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관련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골

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에 

있어서는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종교, 직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다공증 예방 건강

증진행위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월수입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골다공증 지식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

진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대상자의 골

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광역시의 DS군에 소재한 산업장의 직

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체 직장 근로자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직장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여 충분한 일반화된 자료를 얻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인자로 연령, 골다공증 지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낮

은 설명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인자로 고려되어지는 요인들을 포함한 분석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골다공증 예방을 



서 순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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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교육과 효과적인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골다공증 예방 건강증진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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