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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적 지지 및 건강증진행위가

인지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조아진 , 김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본 연구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인지된 건강상태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노

인의 인지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응답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는 총점범위 18~90점에서 평균은 59.56점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을 5점 척도에서 보면 정서적 지지

가 평균 3.38점, 정보적 지지는 평균 3.36점으로 두 지지의 점수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평균 3.28점, 평가적 지지는 평균 3.11점 순으로 사회

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증진행위는 총점범위 22~110점에서 평균이 74.65점으로 나타나 건강증진행

위의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노인의 인지된 건강상태는 총점범위 3~15점에서 평균이 8.7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건강상태를 지각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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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회적 지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유무, 여가활동 유무로 나타났

다. 정보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

적 수준, 경제활동 유무, 여가활동 유무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변

수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된 건강상태는 연령, 동거 형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

적 수준,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인지된 건강상태의 관련성은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에서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 유형 중 평가적 지지가 건

강증진행위와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인지된 건

강상태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가 인지

된 건강상태와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8. 인지된 건강상태는 연령, 정서적 지지, 건강증진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노인의 인지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55.2%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