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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분석 

장 지 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최 영 님)

연구배경 및 목적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은 폐경 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골소실 
질환이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골절 및 치
아 상실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므로 예방, 조기진단, 치료를 위
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두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및 치
료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골다공증이나 치주질환이 발병하기 이전 또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대상자가 이 두 질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의사 또
는 치과의사가 폐경 후 여성을 진료할 때 골다공증과 치주질환 중 어느 
한 가지 질환으로 이미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대상자에게 알려 다른 하나의 질환에 대한 검진이나 치료
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그 평균을 비교한다.
2) 내원 경험 및 진단력에 따른 지식의 정도를 비교하여 질환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가 내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3)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는 대상자의 치과  
   의뢰 정도와 그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골다공증으로 내원하는 폐경  
   기 여성이 진료를 받을 때 의학과 치의학의 협진 체계가 잘 구축된   
   통합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대상자가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를 알아봄으로  
   써 향후 지식 전달에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제안한다.

연구방법

 201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5~60세
의 폐경기 여성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연구에 부적
합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2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법, 카이
제곱검정법, ANOVA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연령, 학력, 폐경여부, 골다공증 진단여부, 치주질환 진
단여부,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실천도,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
한 지식 및 정보, 골다공증 진단자의 치과의뢰정도, 내원 또는 비내원의 
원인, 지식 및 정보의 습득 경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Cronbach α값은 골다공증 지식 도구의 경우 0.55, 치주질환 지식 도
구의 경우 0.60을 나타내었으며, 위와 같은 설문 내용과 통계분석 도구
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1.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다.
2. 내원 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내원 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내원경험과 진  
   단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 학력에 따른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식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폐경 후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성 증가, 폐경과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이후 잇몸 질환 관리의 필요성 증가, 폐경 후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정보  
   력의 차이가 내원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내원 경험이 있거나 진단력이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들  
   어봤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말   
   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나타났으며, 치과로의 의뢰 또는 적극적인 치료 권유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8.8%로 나타났다.
6. 대상자가 건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얻는 주 습득 경로는 텔레비전  
   이었다.
7. 대상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은 ‘아파서’였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
주요어 : 치주질환, 골다공증, 지식, 내원경험, 의뢰정도
학  번 : 2009-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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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3세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여성의 폐경 연령은 2009년 
현재 약 49.7세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 여성은 약 30년가량을 폐경 
이후 상태로 지내게 된다 [1].
 폐경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으로서 그 자체로는 질환이 
아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의 신체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다면 건강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체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인데, 이 호르몬의 결핍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치주조직의 염증과 더불어 치조골 소실이 나
타나는 치주질환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이란 골형성의 감소 및 골흡수의 증가로 골량이 감소되어 골의 
힘이 약해지는 질환으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질
병이다. 유병율은 40대 9.5%, 50대 23.0%, 60대 46.9%, 70대 71.0% 
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일부 연구에서는 폐경 후 10년 사이에 약 
20%정도의 골무기질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4].
 이에 대해 치주질환은 치면세균막으로 인해 치아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
생하고 나아가 치조골 소실 및 이에 따른 치아 상실을 일으키는 질환이
다 [5]. 최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치아우식증 환자의 외래 비율은 77.1%에서 55.2%로 감소한 반면 
치주질환 환자수는 11.3%에서 26.1%으로 증가하였으며 [6],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에 근거해 보았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전치주
조직의 비율이 낮아지고 치주낭 형성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전신적인 골소실을 나타내는 골다공증과 치조골 소실을 동반하는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결론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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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다. Jagelavičienė 등에서는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상관관계가 명
확하지는 않지만 골다공증과 치주 질환은 공유하는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둘 중에 하나의 질환이라도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질환도 잘 관리해 주
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7]. 또한 Lerner 등에 따르면 bone remodeling
은 여러 가지 signal 뿐만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스
트로겐 결핍으로 유발되는 폐경 후 골다공증 상태에 있는 환자라면 이러
한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가 bone formation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
것은 다시 병리적은 bone remodeling을 야기하여 치주염을 더 진행 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8].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도 박 등에서 폐
경 후 골다공증 환자에서 치주낭 깊이가 더 깊고 부착상실이 더 심하여 
치주질환의 진행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9].
 하지만 폐경을 경험하는 중년 여성의 질환에 대한 인식 및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김 등은 일반인들이 골다공증으로 초래되는 심각
한 건강상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10], 박 
등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이 자신의 건강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관심
이 치우쳐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즉 대
상자는 폐경이라는 큰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자신의 신체적 변화
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질환에 대한 증상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여 질
환의 관리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골다공증과 치주질환 중 어떤 한 가지 질환의 
증상이 발현되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내원하고 있는 대
상자라도 폐경기 여성의 경우 두 질환의 위험요인이 모두 높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관리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 질환 중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거
나, 미비한 협진 체계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뢰되지 못하여 치료시기
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병원에 내원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어느 하나의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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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건강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폐경기 여성의 
대표적인 골소실 질환인 골다공증과 치주질환 대해 폐경기 여성이 얼마
나 알고 있으며,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고 내원 경험에 따른 지식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대상자가 어떤 질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병원을 직접 찾아오게 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이
러한 지식과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지를 파악하여 건강관
리 행위의 실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떤 매체
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이미 내원하는 대상자를 
통하여 치과의뢰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전신 및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학 및 치의학간의 긴밀한 협
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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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폐경은 본래 이진용에 따르면 월경의 영구적인 중지를 의미하지만

[12], 김 등에 따르면 자연적인 폐경 후 골소실이 첫 5년 사이에 가장 크

게 일어나며 [13], 최 등에 따르면 폐경 연령의 분포가 45~55세 사이에

86%를 차지하고 평균이 49.7세라고 한다 [14]. 이 점을 참고하여, 대상자

에게서 월경 중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경의 가능성이 높은

45~55세 연령과 폐경 후 첫 5년 사이 골소실이 많다는 선행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45~60세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과 구

별하도록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5~60세의 폐경기 여성 245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2.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연령, 학력, 폐경여부 및 각 질환의 진단여부, (구강)건
강인식도 및 실천도의 측정,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정도 및 
정보력의 측정, 골다공증 진단자의 치과의뢰정도, 내원과 비내원의 원인 
및 각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경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구강)건강 인식도, 실천도 및 학력은 여러 선행연구에 따
라서 [10, 11, 15], 지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되어 설
문 항목으로 넣게 되었다. 또한 직접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로 연구를 진
행하지 못하여 내원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설문지에 삽입하여 간접적
으로 확인 하였다. 
 객관적인 지식측정을 위해 기존의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
나, 본 연구에 적합한 치주질환에 관련한 지식측정도구는 따로 찾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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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따라서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측정은 원의 연구에서 사용된 
Ailinger, Howard&Braum(2003)의 도구 중 5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
용 하였으며 [16], 치주질환의 지식측정 문항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일
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한 뒤, 배의 연
구에서 사용된 인식도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항을 완성하였다 [17]. 도
구의 Cronbach α값은 골다공증 지식 도구의 경우 0.55, 치주질환에 관
한 지식도구의 경우 0.60을 나타내었다. 
 구성된 설문지는 2012년 7월에 병원에 내원한 환자 20명과 비내원 일
반인 5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하여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제거하고 지식측정도구의 
문항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지식에 관한 문항
을 각각 1문항씩 추가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3. 설문지 작성
 작성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 8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 통계분석 및 대상
 회수된 설문지는 총 245부였으며, 이 중 대상자의 나이가 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설문지 기입내용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통계 분석을 실시한 설문지
는 총 221부였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 test, ANOVA, 
카이제곱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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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N % 평균(표준편차)
45세~50세 92 41.6

51.95
(5.02)51세~55세 69 31.2

56세~60세 60 27.2
합계 221 100.0  

학력 N %
초등학교졸업 4 1.9

9.6
56.9

중학교졸업 20
고등학교졸업 119
대학교졸업 66 31.6

합계 209 100.0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연령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45~60세로 한정하여 최저 연령과 최
고 연령이 각각 45세와 60세였다. 대상자의 연령을 45~50세, 51~55세, 
56~60세의 총 세 집단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45~50세의 연령 집단
이 41.6%(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의 평균은 51.95세로 나타났다
(표1).

표1. 연령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2) 학력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학력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항목에 총 209명이 응답하
였으며, 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56.9%(119
명)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이 1.9%(4명)로 가장 적었다(표2).

 표2. 학력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미응답자(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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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경(%) 골다공증(%) 치주질환(%)
유 123(55.7) 31(14.0) 46(20.8)
무 98(44.3) 190(86.0) 175(79.2)

합계 221(100) 221(100) 221(100)

 내원경험(%) os. 내원경험(%) pe. 내원경험(%)
유 124(56.1) 80(36.2) 111(50.2)
무 97(43.9) 141(63.8) 110(49.8)

합계 221(100) 221(100) 221(100)

3) 폐경, 골다공증 및 치주질환 진단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중 폐경을 경험한 대상자는 55.7%(123명)이었으며, 골다공증을 
진단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4.0%(31명), 치주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8%(46명)이었다(표3).

표3. 폐경, 골다공증, 치주질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4) 병원 내원 경험에 따른 특성 
 골다공증 및 치주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
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6.1%(124명)이었으며, 골다공증을 위
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6.2%(80명), 치주질환을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0.2%(111명)이었다(표4).

표4. 병원 내원 경험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주)내원경험: 골다공증 또는 치주질환을 위해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os. 내원경험: 골다공증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pe. 내원경험: 치주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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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평균±sd
In1 1. 나는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건강정보를 알아본다 3.59±0.918
In2 2. 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2±0.841
In3 3. 나는 정기적인 구강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1±0.867

No. 문항 평균±sd
B1 1. 나는 알게 된 건강 지식을 실천에 옮긴다. 3.35±0.864
B2 2.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3.33±0.998
B3 3.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2.97±1.072
B4 4. 나는 음주, 흡연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피한다. 3.92±1.113
B5 5.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61±1.011
B6 6. 나는 식후에 이를 닦는다. 3.73±0.956
B7 7. 나는 정기적으로 구강건강검진을 받는다. 3.21±1.023
B8 8. 나는 치아에 해로운 음식을 피한다.(탄산음료, 단음식, 치아에 잘 달라붙는 음식등) 3.48±1.003

2.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도에 관한 결과

 1)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도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
렇다’인 경우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인 경우에는 1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의 각 문항별 평균은 1번 문항이 
3.59, 2번 문항이 4.12, 3번 문항이 4.11점으로 대체로 ‘그런 편이
다’에 가까운 답변이 나왔다(표5).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도는 표6에서 보듯이 각 문항별 평균이 2
점대 후반~3점대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답변이 
나왔다(표6).

표5.(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표6.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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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전체
평균±sd(N=221)

내원경험있음
평균±sd(N=124)

내원경험없음
평균±sd(N=97)

p
(양측)

In1 3.59±0.918 3.60±0.919 3.58±0.922
>0.05In2 4.12±0.841 4.18±0.837 4.05±0.846

In3 4.11±0.867 4.19±0.868 4.01±0.860

2) 내원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도 및 실천도의 비교
 내원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도를 비교하면 내원 경험이 있는 대
상자의 인식도가 비경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
으나 T-test를 통하여 평균을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항목은 없었다(표7).

표7. 내원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도의 비교

*p=독립표본 T-test(95% 신뢰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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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전체
평균±sd(221)

내원경험있음
평균±sd(N=124)

내원경험없음
평균±sd(N=97)

p
(양측)

B1 3.35±0.864 3.41±0.0937 3.27±0.757 >.05
B2* 3.33±0.998 3.47±1.008 3.16±0.965 .025
B3 2.97±1.072 3.08±1.086 2.82±1.041 .078
B4 3.92±1.113 4.04±0.999 3.76±1.231 .073
B5* 3.61±1.011 3.77±0.978 3.39±1.016 .005
B6 3.73±0.956 3.81±0.951 3.64±0.959 >.05
B7* 3.21±1.023 3.47±0.932 2.88±1.043 <.0001
B8 3.48±1.003 3.52±1.000 3.43±1.009 >.05

 이에 반해 (구강)건강 실천도는 T-test를 통한 평균 비교시  ‘2.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5.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7. 
나는 정기적으로 구강건강검진을 받는다.’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표8). 

표8.내원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 실천도의 비교

*p=독립표본 t검정 시행(95%신뢰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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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1 In2 In3 B1 B2 B3 B4 B5 B6 B7 B8
In1 1           
In2 .554

** 1          
In3 .530

**
.817

** 1         
B1 .411

**
.323

**
.289

** 1        
B2 .221

**
.189

** .126 .502
** 1       

B3 .185
**

.176
**

.214
**

.493
**

.524
** 1      

B4 .234
**

.302
**

.297
**

.309
**

.286
**

.276
** 1     

B5 .211
**

.383
**

.319
**

.423
**

.370
**

.307
**

.432
** 1    

B6 .174
**

.323
**

.315
**

.267
**

.323
**

.275
**

.304
**

.342
** 1   

B7 .217
**

.271
**

.307
**

.385
**

.341
**

.379
**

.246
**

.396
**

.521
** 1  

B8 .158
*

.161
*

.232
**

.387
**

.364
**

.332
**

.219
**

.243
**

.401
**

.375
** 1

3) (구강)건강 인식도와 실천도의 상관관계 
 (구강)건강 인식도와 (구강)건강 실천도의 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3. 나는 정기적인 구강건강검진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와 ‘2.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의 항목 이
외는 모두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 또한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표9).

표9. (구강)건강 인식도와 실천도의 상관관계                (N=221)

(Pearson 상관계수)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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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1.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병이다. 194(87.8)
2. 골다공증의 위험도는 폐경 이전과 이후에 별 차이가 없다. 135(61.1)
3.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7(93.7)
4.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인다. 183(82.3)
5. 수영과 활발하게 걷기 중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활발하게 걷기이다. 163(73.8)
평균 ± sd= 3.99±1.152  

3. 지식 정도에 대한 특성

 1)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 및 문항별 정답률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은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을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을 부여하여 각 응답자의 총점을 얻은 
후 표본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때 전체적인 평균은 5점 만점에 
3.99점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반 이상의 문항에 대해 알고 있
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3.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93.7%(207명)로 가장 높았
으며, ‘2. 골다공증의 위험도는 폐경 이전과 이후에 별 차이가 없다.’의 
문항 정답률이 61.1%(135명)로 가장 낮았다(표10).

표10. 골다공증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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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1.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 187(84.6)

2. 치주질환(잇몸병)을 방치하면 멀쩡한 치아를 뽑을 수도 있  
   다.

170(76.9)

3. 치주질환(잇몸병)과 골다공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104(47.1)

4. 이가 흔들릴 땐 충치 치료만 하면 괜찮아 진다. 138(62.4)

5. 잇몸병은 좋은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113(51.1)

평균 ± sd= 3.23±1.419

2)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및 문항별 정답률
 치주질환의 지식을 묻는 문항 역시 맞으면 1점을, 틀리거나 모른다에 
응답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각 응답자마다 점수를 채점한 뒤 표본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었다. 평균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에 대한 평균보다는 낮았다.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1.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 
문항의 정답률이 84.6%(1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 치주질환(잇몸
병)과 골다공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항의 정답률이 47.1%(104명)
으로 가장 낮았다(표11).

표11. 치주질환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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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T-test
P

문항별 x2

No. p
내원경험여부 있음(124) 4.08±1.109 >0.05 5 .003*없음(97) 3.88±1.201
os. 내원경험 있음(80) 4.10±1.063 >0.05 5 .001*없음(141) 3.93±1.199
pe. 내원경험 있음(111) 4.08±1.137 >0.05 5 .005*없음(110) 3.90±1.165
os. 진단여부 진단자(31) 4.06±0.854 >0.05비진단자(190) 3.98±1.195
pe. 진단여부 진단자(46) 4.15±0.729 >0.05 2

5
.083
.008*비진단자(175) 3.95±1.238

2번문항 골다공증의 위험도는 폐경 이전과 이후에 별 차이가 없다.
5번문항 수영과 활발하게 걷기 중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활발하게  걷기이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정도
 내원 경험이나 진단력에 따른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내원 경험이 있는 대
상자가 내원 비경험 대상자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5. 수영과 활발하게 걷기 
중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활발하게 걷기이다.’ 문항이 일부 집단
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12).

표1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 및 집단 특성에 따른   
     평균의 비교 (N=221)

주)내원경험: 골다공증 또는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
 os. 내원경험: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pe. 내원경험: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os. 진단: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은자
 pe. 진단: 치주질환의 진단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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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T-test
P

문항별 x2

No. p
내원경험여부 있음(124) 3.29±1.372 >0.05 1 .022*없음(97) 3.15±1.481
os. 내원경험 있음(80) 3.28±1.296 >0.05 1 .039*없음(141) 3.21±1.437
pe. 내원경험 있음(111) 3.28±1.376 >0.05   없음(110) 3.18±1.466
os. 진단여부 진단자(31) 3.32±1.249 >0.05   비진단자(190) 3.22±1.448
pe. 진단여부 진단자(46) 3.43±1.148 >0.05 1 .061비진단자(175) 3.18±1.481

1번문항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 정도
 골다공증 지식과 마찬가지로 치주질환 지식 정도에서도 내원 경험이나 
진단력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1.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의 문항이 일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13).

표1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및 집단 특성에 따른 
      평균의 비교(N=221)

주)내원경험: 골다공증 또는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
 os. 내원경험: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pe. 내원경험: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os. 진단: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은자
 pe. 진단: 치주질환의 진단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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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N 골당공증 지식 정도(os.) 치주질환 지식 정도(pe.)
M±sd p M±sd p

초등학교졸업
a 4 2.25±1.500

P=0.008
(F=4.089)

2.25±0.500

P<0.0001
(W: 
13.304)

중학교졸업
b 20 3.80±1.196 2.20±0.834

고등학교졸업
c 119 4.00±1.073 3.34±1.439

대학교졸업
d 66 4.21±1.222 3.53±1.417

합계 209 4.01±1.166 3.27±1.423
미응답: 12명
* os.에 대한 사후분석: Scheffe( a<b,c,d)
* pe.에 대한 사후분석: Tamhane 
    1. 초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남 
    2. 중학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남

 5) 학력에 따른 골다공증 및 치주질환 지식 정도의 비교 
 학력에 따른 골다공증의 지식 정도를 비교했을 때,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일원배치분
산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으며 Scheffe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자 초등학교졸업 집단과 
나머지 학력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 역시 학력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평
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원배치분산분석 실시하자 
Levens의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어 Welch statistc을 사용하여 비교하였
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 p<0.05로 나타나,  Tamhane 사후분
석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졸업 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 중학교졸업 집
단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집단에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표14).

표14. 학력에 따른 지식의 평균 및 집단에 따른 평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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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14) 4.14±0.770 1.602
없음(6) 3.00±1.673 >0.05

os. 내원경험* 있음(12) 4.33±0.492 2.411
없음(8) 3.00±1.512 0.042

pe. 내원경험 있음(14) 4.14±0.770 1.602
없음(6) 3.00±1.673 >0.05

os. 진단여부 진단자(5) 4.40±0.548 1.086
비진단자(15) 3.60±1.298 >0.05

pe. 진단여부 진단자(5) 4.20±0.447 2.023
비진단자(15) 3.67±1.345 >0.05

 이와 같이 학력에 따른 지식의 평균차이가 나타나므로 아래와 같이 학
력 요인을 통제한 뒤 각각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5-1) 초등학교졸업 집단 내에서 지식 정도의 비교
 표본수가 총 4명이었으며 아울러 내원 경험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5-2) 중학교졸업 집단 내에서 지식 정도의 비교
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정도의 비교
 대상자의 각 특성에 따른 평균을 T-test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골다공
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사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
만 대상자의 다른 특성의 집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평균이 높은 편이었다(표15).
표15.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 및 비교(중학교졸업 집단) 

주)내원경험: 골다공증 또는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
 os. 내원경험: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pe. 내원경험: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os. 진단: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은자
 pe. 진단: 치주질환의 진단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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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14) 2.29±0.825 0.003

없음(6) 2.00±0.894 >0.05

os. 내원경험 있음(12) 2.33±0.888 0.968

없음(8) 2.00±0.751 >0.05

pe. 내원경험 있음(14) 2.29±0.825 0.003

없음(6) 2.00±0.894 >0.05

os. 진단여부 진단자(5) 2.60±1.140 2.170

비진단자(15) 2.07±0.704 >0.05

pe. 진단여부 진단자(5) 2.80±1.095 1.190

비진단자(15) 2.00±0.654 0.061

 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 정도의 비교
 각 집단에 대해 치주질환의 지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지식의 평균이 높은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표16).

표16.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및 비교
      (중학교졸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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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75) 4.09±1.093 0.155
없음(44) 3.84±1.033 >0.05

os. 내원경험 있음(47) 4.06±1.030 0.008
없음(72) 3.96±1.106 >0.05

pe. 내원경험 있음(66) 4.11±1.125 0.474
없음(53) 3.87±1.001 >0.05

os. 진단여부 진단자(18) 4.11±0.676 3.593
비진단자(101) 3.98±1.131 >0.05

pe. 진단여부 진단자(33) 4.15±0.795 3.267
비진단자(86) 3.94±1.162 >0.05

 5-3) 고등학교졸업 집단 내에서 지식 정도의 비교

 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 정도의 비교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에게서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다(표17).

표17.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 및 비교
      (고등학교 졸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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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75) 3.55±1.287 1.991
없음(44) 2.98±1.621 0.05

os. 내원경험 있음(47) 3.55±1.364 0.605
없음(72) 3.19±1.479 >0.05

pe. 내원경험* 있음(66) 3.58±1.289 3.622
없음(53) 3.04±1.568 0.042

os. 진단여부 진단자(18) 3.78±1.114 1.728
비진단자(101) 3.26±1.481 0.095

pe. 진단여부* 진단자(33) 3.73±1.126 2.117
비진단자(86) 3.19±1.522 0.037

 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 정도의 비교
 고등학교졸업 집단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을 비교하자, 어떤 
이유로든 내원한 경험이 있을 때, 치주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원
한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치주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평균
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지식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18).

표18.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및 비교
      (고등학교졸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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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25) 4.40±1.080 0.873
없음(41) 4.10±1.300 >0.05

os. 내원경험 있음(15) 4.33±1.290 0.079
없음(51) 4.18±1.212 >0.05

pe. 내원경험 있음(23) 4.35±1.112 0.679
없음(43) 4.14±1.283 >0.05

os. 진단여부 진단자(6) 4.33±0.516 1.607
비진단자(60) 4.20±1.273 >0.05

pe. 진단여부 진단자(7) 4.29±0.488 2.260
비진단자(59) 4.20±1.284 >0.05

특성 구분(N) 평균±sd F or T
P(양측)

내원경험여부 있음(25) 3.56±1.502 0.708
없음(41) 3.51±1.380 >0.05

os. 내원경험 있음(15) 3.47±1.642 1.078
없음(51) 3.55±1.361 >0.05

pe. 내원경험 있음(23) 3.43±1.502 0.573
없음(43) 3.58±1.384 >0.05

os. 진단여부 진단자(6) 3.00±1.414 0.317
비진단자(60) 3.58±1.418 >0.05

pe. 진단여부 진단자(7) 2.71±0.756 3.697
비진단자(59) 3.63±1.449 >0.05

 5-4) 대학교졸업 집단 내에서 지식 정도의 비교

 대학교졸업 집단에서 각 집단에 대해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지식 정도

를 비교하여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은 없었

다(표19,20).

표19.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 및 비교(대학교졸업 집단)

 

표20.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및 비교(대학교졸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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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정보여부 전체 P
(양측)들음 못 들음

내원경험
있음 빈도 107 17 124

0.055
전체 % 86.3 13.7 100.0

없음 빈도 74 23 97
전체 % 76.3 23.7 100.0

전체 빈도 181 40 221
전체 % 81.9 18.1 100

os 
내원경험

있음 빈도 70 10 80

0.103
전체 % 87.5 12.5 100.0

없음 빈도 111 30 141
전체 % 78.7 21.3 100.0

전체 빈도 181 40 221
전체 % 81.9 18.1 100

pe 
내원경험

있음 빈도 95 16 111

>0.05
전체 % 85.6 14.4 100.0

없음 빈도 86 24 110
전체 % 78.2 21.8 100.0

전체 빈도 181 40 221
전체 % 81.9 18.1 100

4. 질환간의 관련성 및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여부

 폐경 후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성 증가, 폐경과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이후 잇몸 관리의 필요성 증가, 폐경 후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
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내원 경험에 따라 이것
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1) 폐경 후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위의 정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그러한 정보를 접해보았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95%의 신뢰도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21).

표21. Q ‘폐경 후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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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정보여부

전체 P
(양측)들음 못 들음

내원경험
있음 빈도 76 48 124

>0.05
전체 % 61.3 38.7 100.0

없음 빈도 50 47 97
전체 % 51.5 48.5 100.0

전체 빈도 126 95 221
전체 % 57.0 43.0 100.0

os 
내원경험*

있음 빈도 53 27 80

0.037
전체 % 66.3 33.8 100.0

없음 빈도 73 68 141
전체 % 51.8 48.2 100.0

전체 빈도 126 95 221
전체 % 57.0 43.0 100.0

pe 
내원경험

있음 빈도 67 44 111

>0.05
전체 % 60.4 39.6 100.0

없음 빈도 59 51 110
전체 % 53.6 46.4 100.0

전체 빈도 126 95 221
전체 % 57.0 43.0 100.0

 2) 골다공증 진단시 잇몸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대한 정보
  위의 정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그러한 정보를 접해보았
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위해 내원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집단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2).

표22. Q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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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정보여부

전체 P
(양측)들음 못 들음

내원경험
있음 빈도 74 50 124

>0.05
전체 % 59.7 40.3 100.0

없음 빈도 51 46 97
전체 % 52.6 47.4 100.0

전체 빈도 125 96 221
전체 % 56.6 43.4 100.0

os 
내원경험

있음 빈도 49 31 80

>0.05
전체 % 61.3 38.8 100.0

없음 빈도 76 65 141
전체 % 53.9 46.1 100.0

전체 빈도 125 96 221
전체 % 56.6 43.4 100.0

pe 
내원경험

있음 빈도 69 42 111

0.092
전체 % 62.2 37.8 100.0

없음 빈도 56 54 110
전체 % 50.9 49.1 100.0

전체 빈도 125 96 221
전체 % 56.6 43.4 100.0

 3) 폐경 후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그러한 정보를 들어봤다는 대상
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23).

표23. Q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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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정도 및 요구도

 1) 골다공증 진료 의사의 잇몸 질환에 대한 설명정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을 때 진료 의사에게서 잇몸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
은 대상자는 23명으로 골다공증을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중 
응답한 대상자 63명을 대상으로 유효 퍼센트를 알아보면 36.5%에 해당
한다. 

2) 골다공증 진료시 잇몸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치과로 의뢰되거  
   나 치과 진료 권유를 받은 경우 
 실제로 골다공증을 위해 진료를 받던 중 진료 의사에게 잇몸 관련 증상
을 호소하였을 때 치과로 의뢰하여 주었거나 치과 진료를 권유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5명으로 골다공증을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중 
이에 대해 응답한 대상자 52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8.8%의 유효 퍼
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3) 정보에 따른 잇몸 관리의 요구도
 폐경 및 골다공증과 관련하여 잇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잇몸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
고 응답한 대상자는 193명으로 87.3%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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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 of responses % of cases
주위사람 68 27.5 37.6
관련 책 34 13.8 18.8
텔레비전 83 33.6 45.9
인터넷 18 7.3 9.9
의사 44 17.8 24.3
Total 247 100.0 136.5

 빈도 % of responses % of cases
주위사람 45 28.0 36.0
관련 책 22 13.7 17.6
텔레비전 58 36.0 46.4
인터넷 15 9.3 12.0
의사 21 13.0 16.8
Total 161 100.0 128.8

6.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경로

 앞서 제시된 여러 건강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모두 텔레비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인터넷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표24,25).

표24. 폐경과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경로
     (중복응답허용)

Missing values: 40cases('들어본 적이 없다'의 응답자)
 
표25.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습득경로

(중복응답허용)

Missing values: 96cases(아니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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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 of responses % of cases
아파서 145 44.6 67.8
정기검진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118 36.3 55.1
미리 예방하려고 62 19.1 29.0

Total 325 100.0 151.9

 빈도 % of responses % of cases
 시간이 없어서 79 24.3 40.3
 비싸서 45 13.8 23.0
 겁이나서 70 21.5 35.7
 가기 불편해서 66 20.3 33.7
 치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내다보면 괜찮아 진다) 65 20.0 33.2

Total 325 100.0 165.8

7. 내원계기

 병원에 직접적으로 내원하는 계기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아파서’였으며, 병원에 내원하지 않게 되는 이유
에 대해서는 각 항목이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26,27).

표26.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이유                      (중복응답허용)

Missing cases: 7cases(미응답자)
 
표27.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이유                       (중복응답허용)

Missing values: 25cases(미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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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제언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3명중 1
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주질환의 경우에는 만 
50~59세 사이의 유병율이 27.0%이므로 만 50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
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17]. 따라서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은 
폐경 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골소실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골절 및 치아 
상실 등 심각한 상태를 야기하므로 이로 인한 건강 상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이 발병하기 
이전 또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골다
공증과 치주질환 중 어느 한 가지 질환으로 이미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
는 중이라면, 다른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
여 또 다른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지 않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은 막
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는 직접적인 계
기는 ‘아파서’였다. 즉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병원을 찾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강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특이한 증상
이 없을 때에는 치과에 거의 가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면이라고 볼 
수 있다[18]. 따라서 골다공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조기 증상과 더불어 
이를 방치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폐경기 여성이 알게 한다면 질
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폐경기 여성에게 이 두 질환의 관련성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
지하게 한다면 어느 한 질환의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에서 치료나 정기적 
검진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질환의 예방 및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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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면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은 다
른 질환의 관리를 위해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과 함께 치주질환의 관리의 중요성을 환자 스
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진료 의사에 의해서 인식하고 알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의료진간의 의뢰 체계를 긴밀히 하여 이 두 질환의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해서 실
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골다공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대
상자가 골다공증 진료시 치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는지
와 함께 이들이 치주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실제로 의뢰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골다공증과 치
주질환의 지식 정도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지를 알아보았
다. 
 물론 질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내원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장
담 할 수는 없다. 강 등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
는 데 있어서 보건교육의 역할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복잡한 것이며 
[18],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도구가 아직은 부족하고, 지식 정도와 
건강 행동의 관련성이 연구 방법이나 연구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기도 한다. 하지만 김 등에서는 지식이 올바른 건강예방 행위를 하기 위
한 필수 변수라고 하였으며 [10], 연구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
하지만 지식이 태도 변화에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였다. 즉 
대상자가 어떤 질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대상자 스스로가 내원이
나 건강관리를 고려해 볼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이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집단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지식
이 내원 경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김 등의 논문에서 지식과 건강인식도 등이 서로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10], 대상자의 (구강)건강 인식도 및 실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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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인식도와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 인식도는 약 4점정도로 나타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구강)건강 
실천도는 약 3점대의 평균을 보여 보통의 건강 실천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인식도에 비해 실천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구강)건강에 대
한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해서 꼭 건강 행동과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강)건강 인식도와 실천도의 관
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두 가지의 항목을 제외하
고는 모두 상관성을 보이므로 대체적으로 (구강)건강 인식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실천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도와 실천도가 
정비례 관계가 성립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식도와 실천도 사이에 
대체적으로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실천도를 높
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건강 
인식도를 높이는 한 방안으로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
고, 이 연구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구강)건강 인식도와 실천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평균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는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인식도 및 실천도의 평
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항목(‘2.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5.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에서 내원 경험에 따른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골다공증의 지식 정도 측정은 골다공증의 의미, 폐경과의 
관련성, 식이, 운동 등을 묻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올바
른 답을 한 경우 각 문항 당 1점을 배점하여 총 5점이 만점인 가운데 
전체 평균은 3.99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본 연구 대상자
의 평균을 선행 연구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는데, 그것은 선행 



- 31 -

연구에 비해 [15, 19, 20] 문항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치주질환의 의미, 질환
의 심각성, 골다공증과의 관련성,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것 역시 올바
른 답을 한 경우 1점을 배점하여 개인당 총 5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평균은 3.23점으로 골다공증의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평균이 높다 또는 낮다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 가능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문항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반대로 어떤 문항에 대
해 잘 알지 못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로는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
서는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
에 대해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
항에서는 ‘골다공증의 위험도는 폐경 이전과 이후에 별 차이가 없다’가,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치주질환(잇몸병)과 골다공증
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뒤에
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상자들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텔레비전에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답률이 높은 문항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유제품이나 건강보조제 등의 광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되
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폐경과 골다공증의 관계, 
골다공증과 잇몸 질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두 질환의 관련성 등과 같이 
의료진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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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상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내원 경험자의 평균 점수가 내원 비경험자의 평균 점수에 비해 전
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T-test를 통해서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
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문항별 정답률을 χ2 검정을 통해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측정에서는 '수영과 활발하게 걷기 중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활발하게 걷기이다'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측정에서
는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 한다'의 문항에서 일부 집단에서 집
단별로 정답률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일부 문항에서는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집단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내원 경험자의 지식 평균
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기대했던 정
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지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뒤 통계
분석을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특히 Goel에 따르면 지식이 학력 요
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21], 본 연구에서도 학력에 따른 지식
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학력이 높
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일원배치분산분석
을 통하여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집단별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 연구와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학력 요인을 통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 내에서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지식 정도를 평균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졸업 집단을 비교해 보려고 하였으나, 표본수가 4명밖에 
없는데다가 대상자중 내원 경험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원 경험
에 따른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시행할 수 없었다.
 중학교졸업 집단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에서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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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식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을 비교하자 내원 경험이 있거나 진단 경험이 있는 경
우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
주질환의 진단자와 비진단자 집단에서 0.061의 p값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골다공증 지식에 대해서는 내원 경험이나 진
단력에 따른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 치
주질환의 진료를 위한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 치주질환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각각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여부에 따라서는 0.095의 p값을 나타내
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학교졸업 집단에서는 골다공증 및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내원 경험이나 진단력 등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
식의 대중성의 차이와 학력에 따른 지식의 습득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주 질환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졸업 집단에
서는 더 높은 학력의 집단보다 이러한 대중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도가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차이가 
내원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건강 교육을 통해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골
다공증을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골
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집단에서는 골다공증의 지식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내원여부 또는 진단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많이 



- 34 -

알려진 정보나 지식의 경우 내원에 따른 상담이나 건강 교육 외에도 다
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중학교졸업 집단에 비해 더 높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하지만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골다
공증의 것보다 평균 점수가 낮고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2점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골다공증 지식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학교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이 내원 경험
과 비경험 집단에서 모두에게서 2점대인 상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
타나지 않은 것임에 비해, 고등학교졸업 집단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지
식이 3점대 후반에서 4점대인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을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대학교 
졸업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교졸업 
집단에서는 두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대상자의 어떤 집단 특성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학력이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다른 학력 집단
에서는 내원을 통해 얻는 지식들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원 경험자
와 비경험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에 대
해서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든 내원 경험 있는 집단의 정보력
이 내원 비경험자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영
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폐경 후 골
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 및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 각각의 p값(양측검정)이 0.055와 0.1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원
에 따른 상담과 건강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력의 차이가 존재한
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보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0~80%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원 경험에 따라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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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골다공증 진단 시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에 대
한 정보는 대상자의 50~60%가 들어봤다고 응답함으로써 앞의 정보에 
비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적었으며, 특히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
하여 이러한 정보 습득 정도는 내원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폐경 후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 역시 대상자의
50~60%가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앞의 정보의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
고 있다. 여기에서는 치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원 경험자의 경우, 진료 시 의료진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골다공증 진단자가 골다공증 진료를 받을 때 잇몸 질환 관리에 
대해 들어본 대상자는 36.5%에 불과하였으며 의료진에게 잇몸 관련 증
상을 호소하였을 때 28.8%정도만이 치과로의 의뢰 및 치과 치료를 권장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폐경기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및 치주질환의 위험
성이 동시에 존재 하고 있어 함께 관리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료진
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에스트로겐을 이용한 호르몬 치료 시 유방검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골다공증 진료 시에도 치주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등의 긴밀한 협
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 인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골다공증 진단 시 잇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잇몸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겠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8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
질수록 자신에게 발생할 질환에 대한 관리 정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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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이 건강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는 텔레비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경로는 인터넷 이었다. 이는 대상
자들이 45~60세 여성으로,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상자들의 내원계기를 살펴보면 ‘아파서’가 제일 많
았으며 반대로 내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내다보면 괜찮아져서 내원하
지 않는다’의 경우가 20.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내원하지 않
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시간이 없어서’(24.3%), ‘겁이
나서’(21.5%), ‘가기 불편해서’(20.3%)로 나타난 것을 본다면 다른 
이유들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괜찮아지면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증상과 더불어 증상에 따
른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서도 잘 알려야 일시적인 증상 소멸시 내원을 미루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덜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문지를 통한 본 연구를 통해서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지
식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의 지식 정도 차이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원 경험이나 
진단력 등의 집단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기대한 만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학력 요인을 통제했을 때 일부 집단 특성에서 집
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첫번째 
요인으로는 지식측정도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
증의 지식 측정을 주제로 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적게는 20개의 
문항 많게는 140여개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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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문항만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질문의 문항수가 선행 연구에 
비해 적었고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보강하였다고는 하지만, 문항에 대한 더 많은 수정 과
정과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이는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도구에서도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치주질환의 지식도구의 경우에
는 본 연구에 적합한 지식도구를 찾지 못하여 배 [23]에서 사용한 도구
의 내용을 참조하고 지도 교수의 지도아래 지식도구 문항을 만들어 사용
하였다. 이 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차 수정만 하였을 뿐, 도구 문항을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적인 검증 과정은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직 지식측정 도구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표본수의 문제이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전체적인 표본의 수
는 221명이었지만 연구 설계에서 원하는 대로 내원경험자와 비경험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골다공증 진단자와 비진단
자 등으로 집단을 세분하다보니 각 집단에 해당하는 표본의 수가 현저하
게 적어졌으며, 비교 집단 간 표본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만으로 폐경기 여성의 대표적인 성향을 설명하기에는 부
족한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설문지의 기입방법에서 비롯된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일
부 대상자의 경우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응답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거짓 응답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치
주질환의 진단력, 의뢰정도 등은 본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
목이었지만 진료 기록 등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했으므로 응답의 객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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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에 관한 다양한 지식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객관성을 위해서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한다. 이 때 내원여부와 질환의 진단여부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내원경험 대상자의 표본은 직접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진단자와 비진단자의 표본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을 함께 관리 받기 위해서는 의학
과 치의학의 협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의료진
이 타분야 질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의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환자 뿐만아니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협진이 필요한 타
분야에 대한 인식, 지식 및 의뢰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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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다.
2. 내원경험 및 진단력에 따른 지식의 평균 비교 시 내원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진단력이 있는 경우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내원경험  
  과 진단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학력 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 중학교졸업 집단에서 골다공증의 예방  
  이나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  
  다 골다공증 지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고등   
  학교졸업 집단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치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치주질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치주질환 지식의 평균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폐경 후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성 증가, 폐경과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이후 잇몸 질환 관리의 필요성 증가, 폐경 후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정보력  
  의 차이가 내원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을 때, 전  
  반적으로 내원 경험이 있거나 진단력이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들어봤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말   
  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나타났으며, 치과로의 의뢰 또는 치료를 권유 받았다고 응답  
  한 경우는 28.8%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건강정보 주 습득 경로는 텔레비전이었으며 인터넷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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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강정보 습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7. 대상자가 병원에 오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아파서’였으며, 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    
  어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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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중년(만45~60세)여성의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의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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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숫자로 코

드화 되어서 보관되므로 귀하의 신분 비밀 또한 철저히 지켜집니다.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하

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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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건강정보를 알아본다

2. 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정기적인 구강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알게 된 건강 지식을 실천에 옮긴다.

2.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3.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4. 나는 음주, 흡연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피한다.

5.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6. 나는 식후에 이를 닦는다.

7. 나는 정기적으로 구강건강검진을 받는다.

8. 나는 치아에 해로운 음식을 피한다.

(탄산음료, 단음식, 치아에   잘 달라붙는 음식등)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본인의 현재 나이는 만 _____세입니다.

2. (폐경을 했다면) 본인의 폐경 연령은 만 _____세입니다.

3. (골당공증을 진단받았다면)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연령은 만 _____세입니다.

4. (치주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치주질환을 진단받은 연령은 만 _____세입니다. 

5. 본인의 학력은 (            )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이상

@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강)건강 실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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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틀리다 모른다

1.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병이다.  

2. 골다공증의 위험도는 폐경 이전과 이후에 별 차이가 없다.  

3.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4.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인다.  

5. 수영과 활발하게 걷기 중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활발하게 걷기이다.

 

6. 폐경 후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그렇다”에 체크한 분은 아래 질문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6-1 폐경과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은                                (  )

① 주위사람   ② 관련 책 ③ 텔레비전 ④ 인터넷 ⑤ 의사 에게서   들었다.

그렇다 아니다

1.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다.  

2. 골다공증 진단 후 잇몸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치과병원에 가서 잇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받겠다.

아래 항목은 골다공증 치료를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분에 한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골다공증 치료 시 의사에게서 잇몸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다.   

4.(현재 치료중인 의사에게 구강내 증상을 호소하였다면)
  현재 치료중인 의사선생님이 치과 방문 권유 및 의뢰서를 작성하  
  여 주었다. 

맞다 틀리다 모른다

1. 풍치가 치주질환(잇몸병)을 의미한다.  

2. 치주질환(잇몸병)을 방치하면 멀쩡한 치아를 뽑을 수도    
   있다. 

 

3. 치주질환(잇몸병)과 골다공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이가 흔들릴 땐 충치 치료만 하면 괜찮아 진다.  

5. 잇몸병은 좋은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   
   다.

 

6.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그렇다”에 체크한 분은 아래 질문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6-1 치주질환과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은                               (  )

① 주위사람   ② 관련 책 ③ 텔레비전 ④ 인터넷 ⑤ 의사 에게서 들었다.

@ 골다공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 치주질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 48 -

@ 병원 내원 경험 및 내원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        )

① 현재 병원에 다닌다 

② 예전에 다녔으나 현재는 안 다닌다 

③ 병원에 간 적 없다

 

5.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        ) 

① 현재 병원에 다닌다 

② 예전에 다녔으나 현재는 안 다닌다 

③ 병원에 간 적 없다

 

6. 내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상 선택가능)

① 아파서 

② 정기검진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이다.

③ 미리 예방하려고

 

7. 내가 병원에 안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상 선택가능)

① 시간이 없어서

② 비싸서

③ 겁이나서 

④ 가기 불편해서

⑤ 치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내다보면 괜찮아 진다)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s of knowledge on 
periodontal diseases and osteoporosis in 

menopausal women

Jang, Ji He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Osteopo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are major bone loss disease 
that threatening postmenopausal women's health. When women miss 
the proper time point for the treatment of these diseases, they will 
suffer from serious health problems such as fracture or tooth loss. 
To prevent these events, ongoing management is needed for 
prevention,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se diseas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menopausal women go to the 
hospital before the onset of osteoporosis or periodontal disease, or 
when the initial symptoms of these disease appeared. To do so, 
menopausal women need to know well about the osteopo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In addition, when physicians or dentists treat 
their patient, it is important to know the association of two diseases 
and to provide their patients proper information, so that patients do 
not miss the proper time point for the treatment of the other 



disease.

The aim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1) Determine the level of knowledge on osteoporosis and 
periodontal disease in menopause women and compar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two diseases.
2) Determine the influence of the history of visiting clinics on 
the levels of knowledge.
3) Investigate the referral frequency for periodontal therapy in 
patients who are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osteoporosis, 
thereby, check co-operative system between dental and medical 
practitioners for osteoporosis patients.
4) Investigate the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s, to 
suggest an appropriate media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s in the future.

Method
245 menopausal women(45~60 year-old) were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form in July to August 2012 in Seoul and Gyeonggi 
areas. Total 22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and ANOVA using spss 12.0 software 
after excepting inadequate questionnaires. 
 Questionnaire included age, education, menopausal status, 
diagnosis history of either osteoporosis or periodontal disease, 
(oral)health awareness, (oral)health behavior, knowledge on 
osteoporosis and periodontal diseases, dental referral for periodontal 
therapy, the reasons for visiting or non-visiting clinics the sourc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s. Cronbach α values 
of the osteoporosis knowledge tool was 0.55 and periodontal 
knowledge tool was 0.60. 

Result
1. The mean knowledge score of osteoporosis was higher than 
the mean knowledge score of periodontal disease.
2 When the mean knowledge score compared according to 
whether the admission experience, it tended to have higher mean 
knowledge score of the admission group.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Just some ques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admission experience and the history 
of diseases(osteoporosis or periodontitis) 
3 When academic factors were controlled, the mean knowledge 
score of periodontal disea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admission experience for periodontal disease and the history 
of periodontal disease diagnosis in the high school group. 
4 The degree of information about 
  1)the increased risk of osteoporosis onset after menopause, 
  2)the increased need of periodontal management after menopause  
    and osteoporosis diagnosis, 
  3)the relation of periodontal disease and osteoporosis after        
    menopaus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dmission experience and the history of disease(osteoporosis, 
periodontal disease) except some group. 
5 The 36.5% of subject had heard about that women need more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gingiva after menopause. And the 
28.8% of osteoporosis outpatient had experience of referral to the 



dental clinic or receiving of recommendation periodontal treatment 
when they reported their gingiva symptoms to their physician. 
6 The acquisition paths of health information was television. 
7 The most common reason of going to the hospital was that 
'I'm sick', and not going to the hospital was that 'I do not have 
time' in this study. 

………………………………………………………………………………………
Key words: periodontal disease, osteoporosis, knowledge, 
            the degree of referral 
Student No.: 2009-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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