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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에 따라 골밀도와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운동프로그램에 관
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C보건소를 내원한 여성 331명을 대상으로 운동습
관에 따라 비운동군, 저빈도운동군(주당 2회 이하 운동), 중정도운동군(주당 3회 이상)으로, 음주습관에 따라서는 비음주군
과 저음주군(주당 2회 이하 음주), 고음주군(주당 3회 이상), 염분섭취수준에 따라 저염식이군, 중염식이군, 고염식이군으
로 각각 분류하였다. 측정변인은 골밀도와 최대산소섭취량, 체지방률, 악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으로 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운동습관에 따라서 one-way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운동습관이 많을수록 골밀도는 유의
하게 높았으며, 체지방률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음주습관과 염분섭취수준에 따른 골밀도 및 체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염분섭취가 많을수록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와 
체력유지에 도움을 주며, 고염식이는 체중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골밀도, 체력, 알코올, 생활습관, 운동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mparison of bone mineral density and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induced exercise habits, drinking habits and salt consumption habits on middle-age 
women. Using a cross-sectional approach, we studied 331 middle-age women who visited the C health center.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depended on exercise habits(sedentary, exercise less than twice a week and 
more than three time a week), 3 groups depended on drinking habits(non-drinker, low drinker, high drinker), 
also 3 groups depended on salt consumption habits(low, middle, high), respectively. We measured bone mineral 
density and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One-way ANOVA were used to assess differences among 3 groups 
divided on life habits. Significance was accepted at p<.05. Exercise habi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BMD & % body fat. But another variabl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lso, drinking and salt 
consumption habi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regular 
exercise can improve bone health and body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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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n=194) LA (n=73) S (n=64)

Age 50.63±5.41  51.01±5.25 49.84±6.20

Height(cm) 154.83±4.96 155.58±4.08 155.38±5.09

Weight(kg) 58.88±8.186 59.56±6.96 61.70±9.19

BMI(kg/m²) 24.57±2.99 24.61±2.63 25.27±3.70

S: sedentary group, LA: lower activity group(exercise less than twice a week), MA: moderate activity group(exercise more than 3 

time a week)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exercise habits                                     (mean±SD)

ND (n=276) LD (n=46) HD(n=9) 

Age 50.74±5.46 49.84±5.41 48.77±8.21

Height(cm) 154.91±4.72 155.41±4.36 159.52±7.40

Weight(kg) 59.33±7.87 60.51±9.89 62.53±7.99

BMI(kg/m²) 24.74±3.02 24.98±3.46 24.65±3.35

ND: non-drinkers, LD: low drinkers(less than twice a week), HD: High drinkers(more than 3 times a week)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drinking habits                                           (mean±SD)

1. 서론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을 하여 질병의 방과 건강 리가 매우 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 골 도는 년 이후 건강에 

요한 부분이며,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높은데 비해 골

도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 여성의 삶의 질을 하시키

는 요인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 여성의 골 도는 30

 반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  골 도를 달성했다가, 

이후에는 골 도의 감소가 시작된다. 특히 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폐경 이후에는 골 소실율의 

증가가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2]. 우리나라

의 재 골다공증 환자는 약 200만명이며,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환자는 20%이며, 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다[3]. 골다공증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데 2002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체 인

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어들어 골다공증과 골 의 

유병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노령화

에 따른 골다공증이 국민보건 문제로 두될 것으로 

상된다[4]. 골다공증 유병율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여성이 페경 이후 살아가

는 기간이 약 30년 정도로 체 일생의 1/3 이상을 차지

하게 되었다[5]. 따라서 골다공증  이로 인한 골 이 

격히 증가되어 의학 , 사회 , 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보건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6]. 따라서 여성이 골다

공증을 방하기 해서는 35세 이 의 최  골 도 수

을 최 한으로 올려놓는 것이 요하며, 이후에는 골

도가 감소하는 연령 에서 골 도 감소폭을 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7]. 통제된 운동습 에 따른 체력  

골 도 변화에 한 연구들은 많으나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 에 따른 체력  골 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0∼60세 년여성을 상으로 생활습

(운동, 음주, 식염섭취)에 따른  체력  골 도를 분석

하여 건강증진 로그램의 계획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보건소를 내원한 년여성(40∼60세) 331

명을 상으로 건강상태 설문조사를 하고, 골 도  기

체력측정을 하 다. 본 연구에서 기 체력측정은 최

산소섭취량, 체지방율, 악력, 체 굴, 신반응, 평형성을 

측정하 으며, 건강상태 설문조사를 기 로 하여 운동습

에 따라, 정도운동군(주당 3회 이상 운동)과 빈도

운동군(주당 2회 이하 운동), 비운동군으로 분류하 고, 

음주습 에 따라 주군과, 보통음주군(주당 2회 이하 음

주)과, 고음주군(주당 3회 이상 음주)으로 분류하 으며, 

식사  염분섭취수 에 따라 염식이군(싱겁게 식이), 

보통식이군과 고염식이군(짜게 먹는 식습 ), 세 그룹으

로 분류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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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n=76) MS (n=223) HS (n=32)

Age 51.01±5.26 50.40±5.68 50.62±5.26

Height(cm) 154.24±4.96 155.23±4.72 156.25±4.84

Weight(kg) 57.94±8.91 59.54±7.71 63.65±8.52

BMI(kg/m²) 24.31±3.17 24.74±3.03 26.04±2.96

LS: low salt consumption, MS: Middle salt consumption  HS: high salt consumption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salt consumption habits                               (mean±SD)

MA (n=194) LA (n=73) S (n=64) F p post-hoc

 BMD -1.33±.857 -1.53±.771 -1.65±.714 4.364 .013
 MA  LA S

MA  LA S

  VO2 max (ml/kg/min) 25.05±6.11 24.72±6.16 23.21±3.58 2.188 .114

% of body fat (%) 33.62±5.60 34.46±4.54 36.82±5.73 8.358 .000
MA LA  S

MA LA  S

grip strength (kg) 22.52±4.49 23.15±4.60 21.79±4.53 1.541 .216

sit & reach (cm) 17.26±6.73 16.14±6.56 15.18±9.36 2.107 .123

reaction time (ms)  372.34±110.20 346.79±87.16 365.11±110.21 1.530 .218

closed eyes one leg stand (sec) 15.69±17.32 15.14±14.87 13.13±14.78 .565 .569

BMD: bone mineral density, S: sedentary group, LA: lower activity group(exercise less than twice a week), MA: moderate activity 

group(exercise more than 3 time a week), 

<Table 4> Comparisons of BMD & health related fitness among the exercise habits           (mean±SD)

<Table 2>, <Table 3>과 같다.

2.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2..2.1 골밀도 측정

골 도 분석은 골다공증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오스테오시스사(한국)의 SONOST-2000로 하 다. 

SONOST-2000은 음  건식방식으로 종골에서 측정

하 다.

2.2.2 기초체력측정

최 산소섭취량의 측정은 맥 검출방식을 이용

하여 심박수를 측정하는 Combi사(Japan)의 Aerobike 

75XLⅡ를 이용하 다. 안장의 높이는 다리를 폈을 때 무

릎의 각도가 약 5°∼10°정도 되도록 맞추고, 50 rpm의 속

도로, 분당 15watt씩 부하를 증가시켜 최 측심박수의 

75%까지 측정하여 구하 다(Miyashita et al., 1985).

체지방율은 Inbody 3.0(Biospace. Korea)을 이용한 생

체 기 항법으로 측정하 다. 인체의 체성분 분석에 있

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속류 등의 장신구를 제거하

고 간편한 복장으로 맨발 상태로 측정 에 올라 발 극

을 밟은 후, 양손 극을 잡고 양팔은 15° 정도 벌린 자세

로 검사를 실시하 다. 성인여자의 경우 표  체지방률

은 표  체 의 18～28%이다. 

악력은 두 번째 지  간 이 악력계 손잡이에 닿게 

하여 잡고 겨드랑이에서 팔을 약 15° 정도 벌린상태에서 

최 로 손잡이를 쥐어 최  악력 값을 측정하 다. 좌우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최 값을 기록하 다. 

하지와 허리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하여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허리를 아래로 숙여 양손 끝이 계

측치를 가르키는 값을 측정하 다. 총 2회 측정하여 최고

치를 기록하 다. 

민첩성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자극에 한 반응시

간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센서가 부착된 발 에 

선 상태에서 돌발 으로 발생하는 불빛 자극에 반응하여 

최 로 단시간 내에 두 발을 빠르고 낮게 뛰어오르는 방

법으로 불빛 발생 후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 다. 총 3회를 측정하여 최단 시간의 기록을 측정

값으로 하 다. 

평형성 검사는 정 인 균형감각을 측정하기 한 

감고 한발서기로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바로 선 자

세에서 양손을 허리에 고 한쪽 발의 무릎을 90° 가량 

구부리고 을 감은 상태에서 실시하 다. 들어 올린 발

이 지면에 닿거나 을 뜨거나 양손이 허리에서 떨어지

는 것을 종료시 으로 결정하여 수행시간( )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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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n=276) LD (n=46) HD(n=9) F p

 BMD -1.43±.831 -1.46±.829 -1.56±.430 .141 .869

  VO2 max (ml/kg/min) 24.50±5.92 25.20±4.86 25.33±4.81 .319 .727

% of body fat (%) 34.35±5.41 35.21±5.85 32.78±7.38 .887 .413

grip strength (kg) 22.43±4.52 22.83±4.74 23.60±3.83 .418 .659

sit & reach (cm) 16.62±7.30 16.46±7.61 17.28±5.89 .048 .953

reaction time (ms) 363.13±95.10 367.00±140.92 419.77±182.22 1.260 .285

closed eyes one leg stand (sec) 15.21±16.34 14.75±17.64 12.77±8.15 .107 .899

 ND: non-drinkers, LD: low drinkers(less than twice a week), HD: High drinkers(more than 3 times a week)

<Table 5> Comparisons of BMD & health related fitness among the drinking habits             (mean±SD)

LS (n=76) MS (n=223) HS (n=32) F p

 BMD -1.55±.771 -1.39±.850 -1.46±.725 .999 .369

  VO2 max (ml/kg/min) 25.56±4.85 24.37±5.91 24.43±6.30 1.008 .366

% of body fat (%) 33.85±5.92 34.33±5.41 36.46±5.125 2.623 .074

grip strength (kg) 22.51±4.32 22.57±4.75 22.15±3.33 .118 .889

sit & reach (cm) 17.06±7.22 16.39±7.52 17.16±5.91 .329 .720

reaction time (ms) 347.08±89.75 370.81±110.26 369.28±105.86 1.405 .247

closed eyes one leg stand (sec) 17.08±17.29 15.01±16.51 11.09±11.98 1.495 .226

LS: low salt consumption, MS: Middle salt consumption  HS: high salt consumption

<Table 6> Comparisons of BMD & health related fitness among the salt consumption habits    
  (mean±SD)

다. 

2.3 통계처리

본 연구를 한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 건강생활습 과 체력  

골 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 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에 따른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 다. 통계  유의수 은 α= .05로 설정

하 다. 

3. 연구결과

3.1 운동습관에 따른 체력 및 골밀도의 비교

조사 상자의 운동습 에 따른 골 도  체력의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

동습 에 따른 골 도는 정도운동군(-1.33±.86)이 빈

도운동군(-1.53±.77)과 비운동군(-1.65±.71)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한 체지방률은 

정도운동군(33.62±5.60)과 빈도운동군(34.46±4.54)이 

비운동군(36.82±5.73)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낮았다(p < .001).  운동습 에 따른 최 산소섭취

량과 악력, 체 굴, 신반응시간, 평형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운동빈도가 많을수록 높은 경

향성을 보 다. 

3.2 음주습관에 따른 체력 및 골밀도의 비교

조사 상자의 음주습 에 따른 골 도  체력의 비

교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주습 에 따른 골 도와 체력변인들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염분 섭취에 따른 체력 및 골밀도의 비교

조사 상자의 염분섭취수 에 따른 골 도  체력의 

비교는 <Table 6>와 같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염분섭취수 에 따른 골 도와 체력변인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염분섭취가 많을수록. 체

과 체지방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 다. 

4. 논의 

골 도 감소는 골다공증 발생의 험성을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은 경미한 충격에도 골 을 일으킬 수 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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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인 운동은 폐경기 여성들의 골소실 속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방하는데 요한 요인이 되며, 근력, 유연

성, 평형성 등의 건강 련체력요인을 증가시켜 낙상이나 

골 율을 감소시킨다[8]. 향상된 건강 련체력과 골 도

는 생활습 병을 방하고 개선시켜 삶의 질을 증진시키

는데 기여한다[9]. 체력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

연성, 신체조성으로 구성된 건강 련체력과 민첩성, 평형

성, 순발력 응성 등으로 구성되어진 운동기술 련 체

력으로 구분되는데, 40  이상에서는 건강 련체력이 건

강 리에 있어 요하게 여겨진다[10]. 

김소 [11]은 신체활동이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켜 사

망률이나 당뇨, 골다공증, 뇌졸 의 유병률을 감소시키

며, 약물치료와 비교하여 비용이 게 소요되고 부작용

이 없으며 즐거움을 주는 장 이 있다고 하 다. 구지

역의 성인 여성 202명을 상으로 한 최미자 등[4]의 연

구에 의하면 주 3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성인여성의 

경우 척추골 도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 으

며, 박미자[12]는 폐경 후 여성들   운동을 하지 않

은 집단에서 골다공증이 53.6%로 운동습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

상 운동하는 정도 운동군이 운동을 하지 않는 비운동

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p < .0.01)에서 높게 나

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으므로 년여

성의 체력  골 도를 높이기 해서는 운동이 극

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 규칙 으로 운동습

이 많은 집단일수록 통계 으로 높은 최 산소섭취량 수

을 보인 것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체지방율의 경향성을 보인 것은 생활습 질환의 방에 

운동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순근[13]이 성인여자 161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 의하면 음주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퇴경부과 척

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하지만 Fehily et al.[14]는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골 도

가 감소되었으며, Spencer et al.[15]도 음주섭취와 골

도 사이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존재하

여 골형성을 하시켜 골 율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한 김응수 등[16]은 폐경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군이 비음주군보다 높은 골 도를 보 고, Rapuri et 

al.[17]과 Venkat et al.[18]은 등도의 알코올 섭취가 폐

경 여성에서 골 도에 좋은 효과를 보 다고 하는 등 많

은 연구들에서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

에서는 음주습 에 따른 골 도  체력요인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폐경 후로 구

분하지 않고 4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폐경 후 소량의 음주는 칼시토닌의 분

비를 자극하고 에스트라디올을 상승시켜 골감소를 지연

시키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폐경 과 후로 구분하여 피

험자를 선정한다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의 상반되는 음주습 에 

따른 결과들로 인해 주와 주문화를 권장하는데 어려

움이 존재하는 것이 실이다. 앞서 언 하 듯이 폐경 

후 소량의 음주가 골 도의 감소를 방한다는 선행연구

가 있지만 폭주는 소변으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습  음주는 비타민 D 사 장애를 일으켜 골 도 감

소에 향을 다. 한 페경  여성에게 있어 알코올 

섭취는 폐경을 빨리 오도록 유도하고 음주빈도와 체지방

률과의 계에 있어서도 정  상 계를 나타낸다고 하

으므로 한 주의 습 이 필요하다[5].

골다공증 발생에 식생활  샹섭취 상태는 요하

게 여한다. 체 조 을 한 부 한 식이제한은 칼

슘 섭취의 기회를 여 의 정 칼슘농도수 을 유

지하기 하여 골기질로부터 칼슘을 유리시켜 골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 한 1일 2.3g의 나트륨 부하시 40mg의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부 한 다이어트와 염분

섭취는 골감소를 진 할 수 있다. 한 고염식이는 소장

에서 양분의 흡수를 진시키는데, 많은 양의 양분 

흡수는 간에서 성지방으로 환하여 피하에 축 시켜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염분섭취량에 따라 골 도  체지방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하지만 염분섭취량이 많을수록 체 과 체지

방이 높은 경향성을 보 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실

험설계를 보완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생활습 에 따른 체

력  골 도를 비교분석하 다. 연구결과 년여성의 

운동습 에 따른 골 도  최 산소섭취량에서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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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수 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체력요인들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참여빈도가 많을수록 높은 체력요인을 나타내었다. 

음주습 에 따른 골 도  체력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염분섭취수 에 따라서도 골

도  체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염분섭취량이 많을수록 체 과 체지방이 높은 경향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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