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행 : 60-70 를 심으로

이 희1, 지은주2*, 윤옥종3

1가톨릭 동 학교 간호학과 교수, 2가톨릭 동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일본 토쿠시마분리 학교 간호학과 교수

Health concer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 in aged women : focused on 60-70s

Young Hee Lee1, Eun Joo Ji2*, Ok-Jong Yun3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3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okushima Bunri University

요 약 본연구는 여성노인의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문해력 건강행 정도를 악하고, 건강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C시 여성노인 203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 으며 기술통계, t-test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건강

행 는 60 군과 70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60 군에서는 건강정보지향으로 나타났으며 14.8%의 설명력이

있었다. 70 군인 경우거주형태이었으며 6.6%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는 정보화시 에 여성노인의 건강행 를 향상

시키기 해 건강정보,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등에 한 심을 포함하여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 노인, 여성, 건강정보,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ealth concer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 and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of health behavior on elderly women. The subjects

consisted of 203 elderly women in the C city. The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ealth concer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and health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60s and 70s. The e-health literacy was

significant difference.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 in 60s was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and

explanation of health behavior is 14.8%. In 70s was living situation, and explanation of health behavior is 6.6%.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 behavior for

elderly women, and including health concern, e-health literacy in the in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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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 부양의 문제

의료비 지출 등의 사회 문제와 련하여 요한데

2018년 기 65세 이상 인구가 체 인구의 14.3%이고,

노인의료비는 체의료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1].

인구 구성 65세 이상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고

기 여명도 남성 노인보다 길지만 주 건강인식에서

남성 노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

고 있어[1,2] 여성 노인의 건강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년층의 건강 리와 삶의 질 향상을 해 질병 리

와 방 차원의 건강증진이 강화되면서 이를 한 효

율 인 방안으로써 건강정보 제공의 요성이 차 인

식되고있다[3]. 한노인은 건강에 한 심이많으며

요구도에서 볼 때 보건의료건강 리서비스에 한 요구

가 다른 서비스요구도보다 높았고[4]. 노인들에서 건강

심도가 높을수록 정 인 건강행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노인들에게 한 건강정보

가 필요함이 제기된다. 건강정보는 의미 있는 건강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며[5] 개

인은 질병이나 건강 험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

기 해 스스로건강과 련된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

추고 바람직한 건강행 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6].

이 듯 개인이 건강정보를 찾고 수집하려는 건강정보지

향은 개인의 건강 리와 건강증진을 한 행동을 취하

는 것과 련이있다고보고되었으나[7], 노인에 한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방 한 정보제공과 정보 근성은

보건의료 정보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5]. 한 다양

한 경로를 통해 건강정보 획득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량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 건강정보를 어떻게 이

해하고 건강 리에 활용하는 문제가 건강증진 분야에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정보를 효율

으로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음[8]을 시

사한다.

이런맥락에서 온라인 건강정보에 한 근, 이해, 활

용을 의미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e-헬스 리터러

시)은 건강정보 활용 수 의 측이나 의사결정 과정,

건강증진 교육 등의 다양한 역에 활용될 수 있다[9].

노인들에 있어서도 건강정보탐색은 노인들의 건강수

을 결정하는데 요하며,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이 높

으면 건강행 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

나 노인들은 의료정보에 한 이해 능력이 부 하고

만성질환 리가 불량하 으며 특히, 여성 노인들이

매체 건강정보 이용도도 낮아 건강정보의 취약군임을

지 한 바 있다[11]. 건강정보이용이 건강에 한 인식

과 건강행 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친다는 보고[12]는

건강정보에 취약한 여성 노인의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을 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노

인을 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성

(usability)과 근성을 평가한 연구[13,14]가 있었다.

한 노인의 매체 건강정보에 한 심도 이용행

태에 한 연구[11]와 노인의 건강정보이용의 황을

악하는 연구[15]가 있었으나 이는 인구사회학 특성만

을 가지고 연구하 다. 노인들이 건강 심도가 높을수

록 건강행 를많이 한다[16]고보고되나 노인의 건강

심도와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

행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디지털정보격차에서 여성 노인이 정보에 취약하며 60

보다 70 노인들의 정보 이용률이 떨어짐을 제시하

고[17], 60 보다 70 노인의 건강 심도와 건강행

가 더 낮다는 보고[18]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60

, 70 여성노인을 심으로 연구하고자한다. 이에본

연구는 60 , 70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

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행 정도를 악하

고 이들이 건강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60 , 70

여성노인의건강 리 개선을 한방안 모색의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60 , 70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

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과 건강행 의 연 성

을 살펴보고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60 와 70 여성 노인들의 건강 심도, 건강정

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정도 건강행 정도

를 악한다.

둘째, 60 와 70 여성 노인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행 의 차이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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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60 와 70 여성 노인들의 건강 심도, 건강정

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과 건강행 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60 와 70 여성 노인들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0 와 70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

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행 정도를

악하고, 제 변수들이 건강행 에 미치는 향을 악

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상

연구 상자는 C지역의 60세 이상 79세까지의 지역사

회 거주 여성노인으로 노인복지 평생교육정보 에

등록한 노인을 상으로 하 다. 기 장의 허락을 받고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스스로 일

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

의한 자를 선정하 다.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

여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련 측변인 13개 일 때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189명로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지 226부를 배부하여응답이불완 한 설문지 23부를 제

외한 총 203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 다. 60 가 135명

이었고 70 는 68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 특성

본연구에서 일반 특성으로 결혼상태, 주거상태, 교

육정도, 직업유무, 월수입, 질병유무, 질병의 수, 지각된

건강, 인터넷 사용유무, 건강정보 얻는곳을 조사하 다.

인터넷 사용 유무는 향후 건강정보 제공을 한 근가

능성 방법을모색하기 해사용하지않는 자도 포함

시켰다.

2.3.2 건강 심도

건강 심도는 건강에 한 심이 일상생활에 통합된

정도로서Dutta-Bergman [12]이개발한것을Park, Kwon

과Choi [19]가번안하여사용한것을말한다. 5문항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 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Dutta-Bergman [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2,

Park 등 [19]의연구에서Cronbach’s α=.75이었고본연구

에서의 Cronbach’s α=.87이었다.

2.3.3 건강정보지향

건강정보지향은개인이건강한삶을추구하기 해 건

강 련 정보를 추구하려는 정도로서 Dutta-Bergman

[12]이개발한것을 Park 등[19]이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말한다. 8문항의 5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건강정

보지향 정도가높은 것을의미한다. Dutta-Bergman [12]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 Park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3.4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추

구하고 탐색하며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자, 건강문제

를다루고해결하기 해서얻어진지식을 용하는능력

으로 Norman과 Skinner[2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Byoun과 Lim[21]이번안한것을사용한다. 도구는 8문항

의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매우그 다’ 5

으로 수가높을수록 e-헬스리터러시가 높음을 의미

한다. Norman과 Skinner[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 Lee 등[21]의연구에서Cronbach’s α=.88 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6이었다.

2.3.5 건강행

건강행 는 Gu 등[22]이 개발한 노인의 건강행 측

정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는 양, 운동, 기호품제한,

스트 스 리, 질병 방의 5개 건강행 역으로 구성

된 14문항의 건강행 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 지

않다’ 1 , ‘항상 그 다’ 4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

을수록 건강행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Gu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6 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72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속한 기 의 생명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17-01 -0402)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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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도시인 C시에 치한 노인복지 과 평생교육정

보 에서 기 장의 허락을 받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노

인여성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

명이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조사 내용은

개인과 련된 정보 응답한 내용은 비 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

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 에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 다. 연구참여에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

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 다.

2.5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SPSS Win 21.0 로그램을사용하여다

음과같이분석하 다. 60, 70 여성노인의건강 심도, 건

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건강행 정도는

평균, 표 편차 t-test로분석하 다. 60, 70 여성노인

의일반 특성에따른건강행 의차이는 t-test, ANOVA

Scheffȇ 사후검정으́로분석하 다. 60, 70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문해력 건

강행 의 계는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분석하

다. 60, 70 여성노인의건강행 에 향을미치는요인

은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령에 따른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

지향, e-헬스 리터러시 정도 건강행 정도

Table 1에서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는 60 군에서

평균 20.16 (3.50), 70 군에서는 평균 20.32 (2.80)으

로 간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건강정보지향은 60 군에서 평균 29.24

(5.41), 70 군에서는 평균 28.75 (5.72)으로 간보다

약간 높은 수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은 60 군에서 평균 24.31

(7.99)으로 간정도 고, 70 군에서는 평균 17.07

(9.5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71). 건

강행 는 60 군이 평균 43.15 (5.84), 70 군이 평균

42.66 (5.57)으로 간보다 높은 편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The differences of Main Variables by Age group

(N=203)

Variables
60s(n=135) 70s(n=68)

t(p)
M(SD) M(SD)

Health concern 20.16(3.50) 20.32(2.80)
0.33

(.743)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29.24(5.41) 28.75(5.72)

0.59

(<.001)

e-Health literacy 24.31(7.99) 17.07(9.51)
5.71

(.555)

Health behavior 43.15(5.84) 42.66(5.57)
0.58

(.570)

3.2 연령별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행

Table 2와 같이 60 군에서는 일반 특성에 따른 건

강행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0 군에

서는 가구형태(F=3.29)에서 건강행 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노인이 자

녀와 같이 사는 노인보다 건강행 가 높았다. 건강정보

를 얻는 곳에 따른 건강행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지만 두군 모두 매체가 많았다.

3.3 연령에 따른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e-

헬스 리터러시와 건강행 의 상 계

Table 3과 같이 건강행 는 60 군에서만 건강 심

도(r=.22), 건강정보지향(r=.38),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r=.23)과 순상 계가 있었다.

3.4 연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60 군의 경우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

강정보 문해력을 회귀 모델에 포함하 다. 70 군의 경

우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가구형태 변수와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을 회귀모델 에 포함하 다. 가구형태

변수는 더미처리를 한 후 회귀모델에 투입하 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에 실시한 다 공선성 진단결과

60 군인 경우 공차한계(tolerance) 범 가 0.72-0.81으

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IVF)는 1.24-1.40으로 기 치인 10을 넘지 않았

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1.00-10.97로 30 미만이

었기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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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군인경우공차한계(tolerance) 범 가 0.75-0.97

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IVF)는 1.03-1.33으로기 치인 10을넘지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1.00-1.50으로 30 미만이었

기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60 군의 경우 여성노인의 건강행 측회귀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23.21), 분석결과 건강

행 를설명하는주요요인은건강정보지향(β=.38))로나

타났으며 14.1%의 설명력을 보 다. 70 군의 경우 여성

노인의 건강행 측회귀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5.74), 건강행 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형태

(β=.59)로 나타났으며 6.6%의 설명력을 보 다.

Table 2. Th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60s(n=135)

t or F(p)
70s(n=68)

t or F(p)
M(SD) M(SD)

Marital status Married 43.46(5.91) 1.68(.096) 43.17(5.85) 1.13(.263)

Bereavement & etc. 41.00(4.92) 41.52(4.81)

Living situation With spouse a 43.70(6.04) 1.07(.345) 43.75(5.18) 3.29(.044)

With offspring b 42.03(5.39) 38.90(5.90) a>c†

Alone c 43.06(5.54) 42.33(5.55)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1.65(5.72) 1.18(.311) 42.06(3.68) 0.54(.585)

Middle·high school 43.14(5.50) 43.34(6.11)

≥College 44.24(7.71) 41.81(5.57)

Occupation No 43.34(5.30) 0.59(.554) 43.22(5.78) 1.89(.064)

Yes 42.71(6.81) 39.92(3.85)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43.02(5.26) 1.70(.187) 42.46(5.34) 1.07(.350)

100-<200 42.20(6.15) 41.15(6.62)

≥200 44.60(6.11) 44.20(5.23)

Disease Yes 43.21(5.85) 0.75(.456) 42.53(5.60) 1.21(.266)

No 40.67(3.51) 47.00(0.01)

Number of

disease

0 43.56(6.45) 1.65(.195) 42.68(6.08) 0.81(.448)

1-2 41.88(5.19) 41.52(5.95)

≥3 44.43(4.31) 43.68(4.47)

Perceived health

Good 43.55(6.19) 1.98(.142) 44.13(6.68) 1.30(.279)

Moderate 43.38(5.69) 41.76(5.78)

Bad 40.00(3.79) 42.00(3.04)

Internet Use Yes 43.28(5.63) 0.51(.612) 42.42(6..00) 3.27(.745)

No 42.71(6.36) 42.86(5.25)

Souce of health

information

Family, friend 44.05(6.07) 1.20(.312) 43.67(2.39) 1.33(.272)

Professional institution 42.13(7.39) 42.26(7.28)

Mass media 43.77(5.21) 41.40(5.55)

Internet 41.50(5.05) 45.44(4.22)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203)

Age

group
Variables

Health behavior

r(p)

60s

Health concern .22(.012)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38(.008)

e-Health literacy .23(<.001)

70s

Health concern .17(.167)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10(.823)

e-Health literacy .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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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 by Age group (N=203)

Variables  SE β t(p) R2 Adj.R2 F(p)

60s
(constant) 31.04 2.56 12.14(<.001)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41 .09 .38 4.82(<.001) .148 .141 23.21(<.001)

70s
(constant) 43.31 .71 61.33(<.001)

Living situation (with spouse) .74 .12 .59 6.40(<.001) .080 .066 5.74(.019)

†Dummy Variable: Living situation (with offspring=0)

4. 논의

본 연구에서 건강 심도는 60 군, 70 군 모두 비

교 높은 편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된 연구가 없어비교하는데 한

계가 있으나, 지역사회 65세 이상 남녀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2,23]에서도 건강 심도는 19.28 (25 만 )과

22.3 (25 만 )으로 비교 높았다. 이는 노인에게발

생할수 있는특정질병에 한것 때문에건강 심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지향은 60 군, 70 군 모두

간보다 약간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65세 남녀노인을 상으

로 한 연구[24]에서는 100 만 에 74.9 으로 나타나

비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질병이 있는 노인들로 건

강상태 때문에 건강정보를 더 추구하 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도건강정보지향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볼 때 향후 노인들의 건강정보지향을 충족시켜

수 있는 방안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노인들의 건강

리 로그램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60 군에서

간정도 고, 70 군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

와 같은 도구를수정 보완하여청장년을 상으로한 연

구[25]에서는 3.56 (5 만 )으로 본 연구보다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청장년을 연구

상자로 하 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018년 기 ,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활용 수 을 100으로 할 때 장노년

층 디지털정보화 수 이 63.1%로 가장 낮으며 60

69.6%, 70 이상 42.4% 이었다[17]. 이는 본 연구에서

70 군이 60 군 보다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이 유의

하게 낮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 고령층의 인터넷 건

강정보 활용 연구[3]에서 노인의 59.7%가 인터넷을 통

해 건강정보를 얻고 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60 군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이 높았던 것을 고

려할 때 향후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인터넷 건

강정보 문해력을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 도구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행 는본 연구에서 60 군, 70

군 모두 간 보다 높은 편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Gu 등[22]의 연구에서는 4 만 에 2.5 으로 본 연구

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Gu 등[22]의 연구에

서는 60세 이상 남녀노인을 하 고 본 연구에서는여성

노인만을 연구 상으로 하여 음주나 흡연을 하는 노인

이 없어 그 항목들의 수가 높아 체 수가 좀 더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강행 는 60 군의 경우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

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과 상 계가 있었고. 70

군의 경우는 제 변수와 상 계가 없었다. 이들 변수

간의 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

가 어려워 제한은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건강 심도는

건강행 와 상 계가 있었고[2], 건강정보지향[26]과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19,25]은 건강행 와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 변수들

간의 상 계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60 군 여성노인에서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건강정보지향이었다. 이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

구는 아니지만,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19]에서 건강

정보지향이 건강행 의 측요인이었다는 것과 일치하

며. 년층을 상으로 한 연구[26]에서도 건강행 를

하는 사람이건강정보지향이 2.16배높았다는 것은건강

정보지향이 건강행 의 향요인임을뒷받침해 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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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보인다. 70 군 여성노인에서는 부부만 사는 군이

건강행 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Joo 등[18]의 연구

에서는 부부만 사는 군이 건강행 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건강행 를 높

이는것으로 보았는데본 연구의결과도이와 같은 맥락

이라 보인다. 가족의 지지는 건강행 의 요한 요인으

로 보고[27]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부부만 거주하는 경

우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부부만 사는 군과 다른

가족들과 동거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 상자들은 건강 심도나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이 건강행 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화시 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이 여

성노인의 건강행 에 한 설명력이 낮았다. 이는 디지

털정보격차조사[17]에서 60 이상 노년층이 인터넷 이

용능력이나 활용정도가 낮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것

으로 보인다. 건강정보가 건강행 의 변화를 가져오기

해서는 목표 집단과의 련성, 정보 근 가능성 등을

악하여야 한다[28]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여성 노인세 에서 건강정보가 건강행 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별화된 근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 본 연구 상자들이 건강정보를 인터넷보다

는 아직은 매체에서 많이 얻고 있어 건강행 를 높

이기 한 건강증진 로그램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향후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세 들을

비하여 노인들을 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나 활용

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노

인복지 과 평생교육정보 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상으로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

해력이 건강행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건강행 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한 데 의의가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도구들은 성인을 상으로 개발

된 것이어서 노인에게 합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를 소도시에서 편의표집 하 으므

로 모집단을 표할 수 없다. 한 노인복지 과 평생교

육원에 등록한 여성노인을 상으로 하 으므로 활동

인 노인여성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체 여성

노인의 건강행 에 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용하

기에는 제한 이 있다. 한 e-헬스리터러시 등의 변수

가 여성노인의 건강행 에 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차로 정보, 인터넷에 해 심이 증 되

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노인들에 한 연구결과는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과 건강행 정도를 악하고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 건강 심도, 건강정보지향, 건강행

는 60 군, 70 군 모두 약간 높은 편이었고,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은 60 군이 더 높아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60 군 여성노인의 건강행 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정보지향이었고, 70 군 여성노

인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형태로

악되었다. 이는 여성노인의 건강행 를 향상시키기

한 간호 재나 건강증진 로그램시 고려해야 하는 요

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

년을 비하는 다른 세 들에게도 정보화시 에 맞는

건강증진 교육 자료 로그램 개발시 근거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변수를이용한반복연구가필요

하고 노인을 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정보

와 련하여 여성노인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추

가 요인을 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여성노인의 건강행 를 증진시키기 한 로

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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