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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입국
자 수는 30,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차
별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을 위해 각
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와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한 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이란 단순히 건강 관련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조
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궁
극적으로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북한이탈주민 137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한국어판 Duke-UNC
사회적 지지도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건강·의
료와 관련된 용어의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과 관련된 자료의 독해·수리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적 건강정보이
해능력, 정보의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구강건
강정보이해능력은 모두 기존에 개발된 평가도구(KHLAT, S-KHLT,
Oral health literacy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Kruskall-Wallis test, 상
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북 학력’과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여부를 함께 고려한 집
단의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
정 경험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남한 거주 개월
이 1개월 길어질수록(β=0.306),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0.218), 여성일 경우(β=0.211) 높았다(P<0.05).
3.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나이가 1세 증가
할수록(β=-0.483) 낮았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261), 여성일 경우(β=0.249) 높았다(P<0.05).
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나이가 1세 증가할
수록(β=-0.441) 낮았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316), 현재 직업이 직장인인 경우(β=0.224) 높았다(P<0.05).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경험이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교육적 요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보다는 남한에서의 정
규 교육과정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험 집단의 경우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건강정보이해능력,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북한이탈주민
학 번 : 2015-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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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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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필요성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6년부터 연간 2,000명
대로 진입한 이후 2011년까지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하였고,
2010년에는 누적 입국자 수가 20,000명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북·
중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자가 감소하였으나, 누적 입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총 누적 입국자 수는
31,093명1)으로 집계되었다(Fig. 1).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
각한 특별한 보호·지원’과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
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i . 1.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g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편입을 지원(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받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
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2009
년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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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의료원(전국 34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
제는 일반인보다 더욱 심각해 보인다. 2015년에 수행된 국민건강영
양조사3)에서 병의원 연간미충족의료율은 남성에서 10.1%, 여성에서
15.4%이었고, 자살생각률은 남성에서 3.8%, 여성에서 6.3%이었다.
반면 같은 해에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4)를 살펴보면 북
한이탈주민의 병의원 연간미충족의료율은 남성에서 13.8%, 여성에서
17.1%이었고, 자살생각률은 남성에서 11.7%, 여성에서 19.3%이었다.
미충족의료율과 자살생각률 모두 북한이탈주민에서 높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살 생각에 대한 주된 이유가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이 29.8%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는 남한 사회 정착
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직적 연계가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 70여 년의 세월은 남과 북 사이에 사
회, 문화, 정치, 경제적 이질화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5)들과 동일하게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어휘의 문제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등)는 일상생활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질병 상담 시 나의 의견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40%), ‘의료인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40%), ‘진료의 절차에 관한 것’(34%)에서 어려
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의료는 사회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7) 질병의 인식과 관점의 상이함
에서 기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이 필연
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란 단순히 정보를 읽고 쓰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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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
미한다8).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이므로 이를 향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활동과 모
니터링이 필요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이와 더
불어 점차 복잡해지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건강정보의 범람 속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날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건강
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정책적 전략 및 대응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영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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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조사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이 건강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중재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제고 방안 제시를 통해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
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언어적·
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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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1. 북한이탈주민
과거 냉전 구도 하에서 남한의 우월성에 비중을 두었을 때는 북한
이탈주민을 ‘월남 귀순 용사’ 또는 ‘월남 귀순자’ 등으로 지칭하였으
나, 이후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고민이 반영된 ‘탈북자’ 또
는 ‘새터민’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10).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에
서 용어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통일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2008년부터 법률에 의한 용어 외에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의 사용은 지양할 것임을 공표하였다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북한이
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
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기되어 있다12).
2.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Health Literacy’를 ‘건강 증진 및 유지
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로 전형적인 보건교육 활동의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13).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Health Literacy’ 번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Health Literacy’를 번역 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헬스 리터러
시’14), ‘건강문해력’15), ‘의료정보이해능력’16), ‘건강정보이해능력’17) 등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주제를 아우르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의미를 담고자 Hwang18)이 제안한 ‘건강
정보이해능력’을 사용하였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건강 관련 어
휘의 인지력을 측정하는 검사와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독해능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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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을 측정하는 건강정보이해능력 검사로 나눌 수 있다18).
(1)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Linguistic Health Literacy)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19)이란 건강과 관련된 용어의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Functional health literacy)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20)이란 건강과 관련된 자료(투약설명서,
검사결과 등)를 이해하여 적절한 건강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
차원적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
3.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Literacy’란 구강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올바르게 내리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개
인의 능력을 의미한다21). ‘Health Literacy’와 마찬가지로 아직 국내
에서는 ‘Oral Health Literacy’의 합의된 번역이 없어 연구자마다 용
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구강건강문해
력’22),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23), ‘치과정보이해능력’24)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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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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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동향

1.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보건교육 정책의 의제화를 통해 처음 사용되
었으며, 보건교육 정책의 개발과 시행의 지표로 제시된 개념이다25).
초기에는 의학적 영역과 관련된 용어, 수리능력에만 중점을 두었으
나, 보건의료체계의 다양성과 범람하고 있는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
정보이해능력의 의미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특징적26)
이며,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점차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다. 반
면 지역사회 내에서 질병의 자가관리 요구도와 필요도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와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 간의 간극을
줄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및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건강정보이해능력
을 다루고 있다.
아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는 주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협회(AMA), 미국
국립의학연구소(IOM)의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Table
1)27). 그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
고, 사용하는 능력’을 내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특정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노인층, 소
수민족,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이민자, 저소득층 등)에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30). 이외에도 연령,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과31)같은 개인적 요인
18,26,31)과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직업, 문화적 배경, 복잡한 보
건의료 체계, 짧은 진료시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와 같은
사회적 요인32)이 건강정보이해능력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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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definitions of health literacy
Year
Definition
The cognitive and social skills which
World Health 1998 "deter
mine the motivation and ability of
Organization
individuals to gain access to understand
28)
and use information in ways which
promote and maintain good health"
The constellation of skills, including the
A m e r i c a n 1999 "ability
to perform basic reading and
M e d i ca l
numeral tasks required to function in the
Association29)
healthcare environment"
"The individual’s capacity to obtain,
Institute of 2004
process and understand basic health
Medicine8)
information and services needed to make
appropriate health decisions"
밝혀졌다.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성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
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Baker 등33)은 성별의 경우 집단의 특성
및 다양한 요인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과 함께 건강정보이
해능력과 건강 결과 및 건강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을 경우 건강지
식 수준이 낮고 새로운 건강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약물치료 및 치료의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률(입원 기간 및 입원 위험도 등)이 높았
지만 정기검진과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적 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아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보다 높았다18,26).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
을 경우 질병의 중증도와 유병률, 사망률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도 나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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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경우 흡연자가 될 가능
성이 높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은 경우 건강한 식이 습관과 신
체 활동의 실천율이35)높은36)것으로 조사되었다35,36). 하지만 음주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어,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명확한 연관성을 얻기 어려웠다37).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도구로는 REALM
(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Medicine, 용어의 이해능력을
평가), TOFHLA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 독
해력과 수리능력을 평가)와 S-TOFHLA (the Short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 NVS (Testing the utility
of the Newest Vital Sign, 영양분석표의 이해능력을 평가) 등이 있
으며, 세계 곳곳에서 위 도구들을 기초로 하여 각국의 문화, 사회를
반영한 형태로 재개발 후 사용하고 있다38).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가 시행
되어 KHLAT (Korean Health Literacy Assessment Tool)39)와
KFHLT (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40)가 개발되었
고,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사회의 특성을 보완한 측정 도구의 개발
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Oral health literacy)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개념을 토대로 발전
되었다41).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Healthy People 2010’에서 처음
으로 정의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사용되는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정보를 효과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42).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마찬가지로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사회와
문화, 교육시스템, 보건의료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건강, 구강건강,
보건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친다41). 따라서 미국에서는 구강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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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al health literacy definitions compared
Year
Definition
gree to which individuals have
H e a l t h y 2000 “theThe cadepacity
to obtain, process, and
People 201043)
understand basic oral and craniofacial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needed
to make appropriate health decisions”
ree to which individuals have
A m e r i c a n 2006 “theThe cadepgacity
to obtain, process and
Dental
understand basic health information and
Association21)
services needed to make appropriate
oral health decisions”
이해능력 증진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정책 수립
을 위해 노력하였다.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구강정보이해능력 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미국치과의사협회는 낮은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적절한 구강건강
관리의 장애물이며 진료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치과
진료 팀 차원의 중재안과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41,43).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를 위해 제시된 ‘A National Call to Action to Promote Oral
Health’ 보고서44)에서도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증진은 다섯 가지 행
동 강령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전반적인 구강건강지식수준, 구강건강행동, 구강건강상
태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낮은 구강정보이해능
력은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력이 세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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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을46)확인하였다45,46). 하지만 2017년 Firmino 등47)이 구강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구강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결과
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결과,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과 치아 우식
증, 잔존 치아 수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그 외의 요인들(치
주질환의 중증도, 치과 치료 필요, 악관절질환 등)과 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에는 과학적 근거 수준이 낮기 때문
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연구
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2007
년 미국에서 REALM을 바탕으로 개발한 REALD-30 (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Dentistry-30, 미국치과협회의 치과
용어 및 환자 교육 자료의 치과용어를 기초로 구성된 용어의 이해
능력을 평가)와 위 도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REALD-99, ToFHLiD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Dentistry, 보호자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숙지해야하는 내
용의 독해 및 수리능력을 평가), 2009년에 개발된 OHLI (Or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 정보의 독해 및
수리능력을 평가)등이 있고, 위 도구들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
안되어 사용되고 있다48). 국내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국내 실
정에 맞게 번안, 보완하여 2012년부터 REALD-9949) 및 OHLI-K
(Or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in Korea)50)를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 도구의 개발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쳐45) 타

3. 건강정보이해능력 및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국내 선행연구 동
향
국내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선행연구는 주
로 보건의료 취약계층(노인17,23),아동51), 여성52), 환자53), 장애인5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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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15,22)등)을 대상으로 실태보고55), 관련 요인 분석23), 건강 행동과
의 관련성17), 건강 결과와의 관련성56), 삶의 질과의 관련성57), 측정
도구의 개발24,39) 등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개인 수준에서부터 인구집단
전체의 수준으로, 개인과 사회적 맥락에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영역
으로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건강정
보이해능력과 관련된 사업의 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의 제시14), 건
강정보이해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58), 건강정보이
해능력 증진을 위한 다학제간 접근59), e-health literacy에 따른 인터
넷 건강정보의 신뢰도 및 의료광고 태도60) 등은 건강정보이해능력
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
단(이하 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연
구사업’과 ‘통계구축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양적, 질적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박61)은 북한이탈주민의 연구가 초기에는 실태 조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주제의 폭이 확장(정착실태 및 지원, 사
회문화, 교육, 보건의료)되고, 연구 방법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사회 정착, 적응’의 관점에서는 초기 정착 기
간(입국 5년 내외)에 속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을 한계점으로 지
적하였다. 따라서 박62)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과제로, 사회
적 적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심리적 적응, 경제적 적응 등)의
접근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적응과정을 파악하는 측
면에서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중
점으로 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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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61). 특히 사회적 지
지는 삶의 질과 사회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
며,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63).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은 정신건강(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의 건강 관련 특징으로는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64).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2006년-2015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지원센터를 이용한 현황65)
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의 경우 이용 실 인원 상위 3위는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였고, 입원 횟수의 경우 신경과, 산부인과, 정형
외과가 가장 많았다. 또한, 외래 연인원 상위 5개 진료과의 주요 진
료 병명은 산전관리, 위장염, 척추협착증, 우울증, 두통이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인탈주민은 일반인보다 신체적 증상이 높고, 사회적 지지
가 낮으며, 약물 오남용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Table 3).
Noh 등66)은 기존에 개발된 정신건강 지식 도구를 활용하여 정신건
강정보이해능력과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
정신건강센터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한 최종학력이 낮을 경우, 남한
에서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낮은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Yi67)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능
적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재북 학력이 낮을수록, 남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강제북송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유의하게 기능적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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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health literacy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s
Author Sample
Low health literacy
Tool
, Y6ear
size
risk factors
7
)
Yi
, 190 S-KHLS
- Age
2014
(Short-Korea n - Education level in North
Health Literacy Korea
Scale)
-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 Repatriation experience
- Self-rated health status
Noh et 152 Mental illnesses - Occupational turnover
al. 6 6 ) ,
measurement
experience
2015
tool
- Utilization of psychiatric
clinics
- Mental health seve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 Level of education
obtained in South Korea
-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Son et 142 KALS
- Gender
6
8
)
al. ,
(Korean Adult
2017
health Literacy
Scale)
Lee et 228 BHLS
- Repatriation experience
6
9
)
al. ,
(Brief Health - Social support
2017
Literacy
- Regular exercise
Screener, Chew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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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Son 등68)은 한국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 도구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과 남한의 외래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평가한 결과, 북한
이탈주민의 평균 점수(12.42±7.58)는 남한 환자(25.37±5.80)에 비교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남한 정착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남한 환
자에 비교해 평균점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이 확인
되었다.
Lee 등69)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예측하
는 Gelberg-Andersen 모형(이하 G-A모형)을 토대로 소인성 요인
(남한 거주 기간 등), 가능요인(지역사회 내 사회적 서비스 이용 가
능성 등), 욕구요인(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주요 변수군으로 구성하
여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대구,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28명으로, 의
료정보 이해영역과 의료정보 활용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여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
보이해능력은 2.77±0.622(5점 만점)이었고, ‘경계수준’에 해당되었고,
북송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1주일에 30
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 반영
된 주요 변수들과 건강정보이해능력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G-A모형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연구
에 적합한 모델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
보이해능력이 일반인에 비교해 낮음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연구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독립변수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적 맥락’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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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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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이

파악

제3장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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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설계 및 대상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및 구강건강정보이해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단면조사연
구로써,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
았다(No.S-D20170041).
연구모형은 Sørensen 등27)이 개발한 ‘Integrated model of health
literacy’에서 착안하여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을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독립변수
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Fig. 2).

i . 2. The research model for health literacy in North Korean
refugees (modified from ‘Integrated model of health literacy’27))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Fg

2. 표본 수 측정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 8개, 효과크기(f²) 0.2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가정하여 G-Power 3.1 program을 통해 표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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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2명으로 계산되었
다. 계산된 표본 수에서 탈락률 15%를 가정하여 총 141명의 연구대
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 1곳,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5곳,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연
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총 137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모
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구 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한 뒤 자
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할 수 있거나 설명을 듣고 응답이 가능
한자
・본 연구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 제외 기준
・고도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참여 중단을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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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적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설문지
는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
강정보이해능력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출생연도, 남한 입국 년/월, 제3국 거주기간,
결혼상태, 동거가족, 월평균 가구소득, 현재 직업, 재북 시 직업, 재
북 학력, 남한 정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직접 기재하도록 한 뒤, 연구 시점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나이를 계산하였다. 이후 연령에 따른 언
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을 ‘청
소년층(<19세)’, ‘청년층(19-29세)’, ‘장년층(30-44세)’, ‘중년층(45-64
세)’, ‘노인층(≥65세)’으로 재분류하였다.
남한 거주 기간은 대상자가 응답한 남한 입국 년/월을 연구 시점인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언어
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자의 한
국사회 문화적응단계70)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응답 결과 중 결측치가 50% 이상 확인되었고,
통계분석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재북 시 직업은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
착실태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농장원’, ‘군인’, ‘외화벌이’, ‘고기잡이’는 ‘Blue-collar job’으
로, ‘사무원’, ‘전문직(교원, 연구원, 의사 등)’, ‘장사’, ‘예술, 체육’, ‘관
리직(지도원)’, ‘봉사원’은 ‘White-collar job’으로 재분류 하여 총 네
집단(Blue-collar job, White-collar job, Student, Housewife)으로 구
성 후 통계분석 시 활용하였다.
재북 학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설문지와 북한 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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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71)를 참고하여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유치원’, ‘소학교’, ‘중
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타’로 분류 후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이후, 수집된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재북 학력을 ‘소학교 이
하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이상 졸업’의 세 집단으로 재분류
하였다.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경험은 ‘(정규학교)초등학교’, ‘(정규학교,
한겨레)중학교’, ‘(정규학교, 한겨레)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 ‘대안
학교’, ‘전문대학(2-3년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교
(4년제)’, ‘대학원’ 중 과거에 다녔던 학교가 있는 경우를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하루 양
치질 횟수, 정기적 구강검진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상태, 지난 1개월
간 이용한 의료기관, 주요 건강정보 출처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 후 통계분석을 위해 ‘좋음’, ‘보통’,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하루
양치질 횟수는 2회 이하,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정기적 구강검
진 여부는 ‘1년에 한 번 이상 구강검진을 위해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을 분류하였다.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
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한약국)’, ‘이용한 적이 없다’
중 이용했던 의료기관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고, 주요 건강정보
출처원도 ‘가족’,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보건의료기관’, ‘인터넷’,
‘지인’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기존에 개발된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를 근거로 Suh 등72)이 개발한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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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UNC 사회적 지지도 설문지 (Korean version of the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3문항,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 최
고 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Duke-UNC 사회적 지지도 설문지의 신
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89이었다.
4.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Linguistic health literacy)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기존에 개발된 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Medicine (REALM) 도구를 토대로 Kim 등39)이
개발한 KHLAT (Korean Health Literacy Assessment Tool)를 사
용하였다. KHLAT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97이었다.
KHLAT는 의료기관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강/의료와 관련된 66개
의 단어를 ‘타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 ‘대략적인 뜻만 알고 있을 경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뜻을 잘
모르는 경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 해당되는 사
항에 체크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각 단어의 이해정도는 ‘타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에 해당되는 경우만 1점
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REALM과 KHLAT의 등급은 0-9등급으로 분류되며, 0-3등급(0-18
점)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이하로 낮은 수준의 건강 관련 자료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된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4-6등급
(19-44점)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관련 자
료가 요구되며, 0-6등급까지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7-8
등급(45-60점)은 중학교 1-2학년 수준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
관련 자료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는 수준이며, 9등급(61-66점)은
중학교 3학년 수준 이상으로 대부분의 건강 관련 자료를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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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73).
5.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Functional health literacy)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기존에 개발된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 (TOFHLA)와 미국 교육청에서 시행한
미국 성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연구를 바탕으로 Kim 등74)이 개발
한 KFHLT (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의 단축형 측
정 도구 (Short version of 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
S-KHLT)75)를 사용하였다. S-KHLT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92이었다.
S-KHLT는 독해영역과 수리영역으로 나뉘어 총 8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1점씩 배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건강
정보이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0-6점은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이 낮음을, 7점 이상은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5).
6.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Oral health literacy)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Lee 등76)이 개발한 한국형 성인 구강건강
문해력 검사도구(대한민국 특허청 출원번호 : 10-2016-0166016)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춰 개발된 도구로, 기존에
개발된 기초 문해력 조사 도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836이었다.
본 도구는 대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해 과정을 인지적 과정으
로 정의하여, 사실적 이해(제시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이해하는 것),
추론적 이해(제시된 자료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정보
의 관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 비판적 이해(제
시된 자료의 잘못된 사항을 판단하는 것)로 문항을 분류하여 구성하
였으며, 총 24문항으로 제작되었다. 각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1점씩
배정되어있으며, 기초 문해력 점수 분류와 맞춰 100점 만점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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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을 분석한다.
0점인 0수준은 완전비문해자이고 1점-24점은 1수준으로 중학생 평
균의 30% 이하를 의미하며, 25점-49점은 2수준으로 중학생 평균
30-60% 수준에 해당하고, 50점-74점인 3수준은 중학생 평균
70-80% 수준을 의미하며, 75점 이상인 4수준은 중학생 평균수준 이
상임을 나타낸다76).
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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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회수된 137부의 설문지는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였고,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26부를 IBM SPSS Statistic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언
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언어적·기능적·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정도는 t-test나 ANOVA (Scheffe 또는
Tukey 사후검정), Kruskall-Wallis test (Mann-Whitney test,
Bonferroni 사후검정)를 시행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상관관계
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재북 학력과 남한 정규 교육과정 경험에 따른 언어적·기능적·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정도는 Kruskall-Wallis test (Mann-Whitney
test, Bonferroni 사후검정)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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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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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성별은 남자가 24.6%, 여자가 75.4%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평균
34.10±17.125세였으며 20대가 41.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한 거
주 기간은 평균 74.14±54.521개월로 ‘1년-5년 미만’ 37.3%, ‘5년-10년
미만’ 31.7% 순으로 많았고, 제3국 거주기간은 ‘1년 미만’, ‘5년 이상’
이 각각 30.2%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56.3%로 가장 많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72.2%로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현재 직업과 재북 시
직업은 ‘학생’이 각각 60.3%,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북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38.1%, 소학교 이하 졸업이 32.5%, 전문
학교 이상 졸업이 29.4%였고,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는 7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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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6)
Characteristics
N
31
Male
Gender
95
Female
10-19
22
Age (yrs)
52
20-29
15
30-39
8
40-49
12
50-59
Mean (M) ± Standard
11
60-69
6
Deviation (SD): 34.10 ± 17.13 ≥70
12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11
12-59
47
Korea (months)
60-119
40
M ± SD: 74.14 ± 54.52
≥ 120
27
Period of residence in a third None
15
<11
38
country (months)
23
12-35
12
36-59
38
≥60
Single
71
Marital status
Married
30
Divorced or
25
bereaved
No
35
Living with family
Yes
91
White-collar job 16
Occupation in South Korea
Student
76
Housewife
23
Unemployed
11
B
lue-collar
j
ob
25
Occupation in North Korea
White-collar job 26
Student
56
Housewif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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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75.4
17.5
41.3
11.9
6.3
9.5
8.7
4.8
9.5
37.3
31.7
21.4
11.9
30.2
18.3
9.5
30.2
56.3
23.8
19.8
27.8
72.2
12.7
60.3
18.3
8.7
19.8
20.6
44.4
15.1

Table 4. (Continued)
Characteristics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 Elementary
school
Middle-high
school
≥ Junior college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No
Y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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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41 32.5
48
37
27
99

38.1
29.4
21.4
78.6

대상자의 구체적인 건강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5).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과 ‘보통’이 각각 38.9%로 ‘나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보통’이 42.1%, ‘나
쁨’이 37.3%로 ‘좋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루에 3회 이상 양치
질을 하는 대상자가 58.7%로 2회 이하인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았
고,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63.5%이었다.
흡연 상태의 경우 담배를 피워보지 않은 대상자가 82.5%로 가장
많았으나, 음주상태는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
다. 최근 1개월간 이용한 의료기관이 없는 대상자가 18.9%였고, ‘종
합병원’ 18.3%, ‘치과병(의)원’ 17.2%, ‘약국’ 17.2%, ‘병(의)원’ 16.7%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인터넷이 33.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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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6)
Characteristics
N %
49
38.9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49 38.9
Moderate
Bad
28 22.2
Sub
26 20.6
statusjective oral health Good
53 42.1
Moderate
Bad
47 37.3
≤2
52 41.3
Toothbrush
fre
quency
(per day)
≥3
74 58.7
80 63.5
Regular oral examination No
Yes
46 36.5
14 11.1
Smoking
Current smokers
8 6.3
Former smokers
104 82.5
Never smokers
61 48.4
Drinking
Current drinkers
19 15.1
Former drinkers
46 36.5
Never drinkers
General hospital
33 18.3
Use of healthcare
30 16.7
service within 1 month Hospital(clinic)
Dental hospital(clinic) 31 17.2
Oriental medical
11 6.1
hospital(clinic)
Co
10 5.6
cenmm
ter unity health
Pharmacy
31 17.2
None
34 18.9
Source of health
Family
15 10.6
information
TV / radio
28 19.9
Health care provider 25 17.7
Internet
47 33.3
Friend
2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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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정
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정도
는 다음과 같다(Table 6).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3.94±8.226이고 최소 점수는 13점, 최대 점
수는 51점이었다.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평균은 44.95±20.252이고, 중학교 1-2학
년 수준에 해당하는 ‘7-8등급’이 42.9%로 가장 많았다. 기능적 건강
정보이해능력의 평균은 5.10±2.399이고, 61.9%가 ‘low level’에 속했
다.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평균은 35.25±16.589이었고, 50%가 중
학생 평균의 30-60%에 해당되는 ‘3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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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score of participants (N=126)
Score
Categories Range Grade
N %
Social support 13-65
0-18 0-3 17 13.5
Linguistic
health literacy 19-44 4-6 26 20.6
45-60 7-8 54 42.9
61-66 9 29 23.0
Functional
low 78 61.9
0-6
health literacy
level
gh
7-8 Hi
level 48 38.1
0-24
1 33 26.2
Oral
health literacy 25-49 2 63 50.0
50-74 3 27 21.4
75-100 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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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43.97 ± 8.19
M ±

44.95 ± 20.25
5.10 ± 2.40
35.25 ± 16.59

3. 사회적 지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상
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7).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77, P<0.05).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구강건강정
보이해능력 간에는 중등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61,
P<0.05).

- 36 -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linguistic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N=126)
S o c i a l Linguistic Functional Oral
ealth health health
Categories support hliteracy
literacy literacy
r (P )
Social support
1
0.078
Linguistic
1
health literacy (0.388)
0.007
0.288
Functional
1
health literacy (0.934) (<0.001)
0.177
0.204
0.461
Oral
1
health literacy (0.048) (0.022) (<0.001)
*. P <0.05
*

*

*

Determined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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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적·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
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언어적·기능적·구
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8,9).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남한 거주 기간,
결혼 상태, 현재 직업, 재북 학력, 정기적 구강검진 여부, 음주 상태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연령, 결혼 상태, 남한에서의 정규 교
육과정 유무, 음주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0.05).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연령, 남한 거주 기간, 현재 직업, 남한에
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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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nguistic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Linguistic
Functional
health
literacy P health
literacy P
Characteristics
M ± SD
M ± SD
36.23 ± 24.01 0.018 4.52 ± 2.29 0.117
Male
Gender†
47.80 ± 18.11c
5.29 ± 2.41b
Female
29.13 ± 21.14b
4.67 ± 2.02a
Age (yrs) 10-18
19-29 43.24 ± 21.16a
5.61 ± 2.16
30-44 57.15 ± 9.58 b < 0.001 6.10 ± 2.25ba < 0.001
45-64 49.25 ± 16.35b
4.30 ± 2.25b
≥65 45.67 ± 21.19b
2.83 ± 2.82
<11
25.67
±
21.82
4.67 ± 1.97
Period of
b
residence in 12-59 41.47 ± 21.14a < 0.001 5.53 ± 2.29 0.052
5.45 ± 2.32
South Korea 60-119 50.05 ± 16.48a
≥ 120 52.04 ± 16.92
4.04 ± 2.62
(m)
4.73 ± 2.37
Period of None 40.67 ± 24.55
<11
48.05
± 19.50
± 2.36
residence in 12-35 48.26 ± 18.68 0.374 5.32
5.57 ± 1.95 0.670
a third
5.50 ± 2.07
36-59 45.50 ± 17.27
country (m) ≥60
41.37 ± 21.07
4.63 ± 2.78
*

§

*

*

§

§

- 39 -

*

literacy score according to
healthOral
literacy
M ± SD
34.01 ± 16.67
35.66 ± 16.63c
26.94 ± 8.16 b
39.69 ± 16.24a
46.04 ± 17.34c
24.17 ± 10.95c
24.31 ± 12.67
30.21 ± 10.68ba
39.18 ± 15.97b
36.67 ± 16.78
28.55 ± 17.67b
38.89 ± 16.64
36.29 ± 16.12
38.95 ± 16.74
34.72 ± 16.32
30.70 ± 16.82

P
0.632
< 0.001
0.028

*

0.258

*

Table 8. (Continued)
Characteristics
Single
Marital
status MDiarried
vorced or
bereaved
Living Yes
with
family† No
Occupatio White-collar
job
n in
South Student
Korea Housewife
Unemployed
Occupatio Bjoblue-collar
n in
North White-collar
ob
Korea jStude
nt
Housewife
§

§

§

Linguistic
health
literacy
M ± SD
41.82 ± 21.75ba
51.90 ± 16.97
45.52 ± 17.85b
41.46 ± 19.80
46.30 ± 20.37
58.94 ± 5.97a
40.71 ± 21.68b
47.61 ± 18.23b
48.36 ± 18.42b
46.76 ± 16.21
48.38 ± 20.38
43.84 ± 20.90
41.16 ± 23.38

P
0.038

*

0.231
0.004

*

0.620

Functional
health
literacy
M ± SD
5.41 ± 2.20aa
5.27 ± 2.65
4.04 ± 2.42b
5.03 ± 2.49
5.13 ± 2.38
5.75 ± 2.08
5.41 ± 2.19
3.83 ± 2.73
4.73 ± 2.80
4.80 ± 2.45
4.73 ± 3.03
5.71 ± 1.81
4.21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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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Oral
literacy
M ± SD
36.62 ± 15.53
0.047 37.36 ± 19.89
28.83 ± 14.07
36.07 ± 16.26
0.830 34.94 ± 16.79
44.79 ± 17.58a
± 15.47b
0.067 36.46
27.72 ± 16.36b
28.79 ± 16.08b
34.00 ± 15.94
0.162 38.30 ± 17.84
37.20 ± 15.67
26.97 ± 16.75

P

*

P
0.109
0.732
0.007

*

0.072

Table 8. (Continued)
Characteristics
Elementary
Level of ≤school
education Middle-high
in North school
Korea‡
≥
Junior
colle
ge
Experience
of formal No
education
in South Yes
Korea†
*. P <0.05

Linguistic
Functional
health
literacy P health
literacy P
M ± SD
M ± SD
38.10 ± 22.39b
4.95 ± 2.32
45.83 ± 19.50ab 0.013 5.50 ± 2.35 0.327
51.41 ± 16.54a
4.76 ± 2.53

healthOral
literacy P
M ± SD
34.86 ± 16.84
37.15 ± 16.40 0.550
33.22 ± 16.74

42.33 ± 18.74

23.15 ± 10.16

*

45.67 ± 20.68

0.451

3.52 ± 2.58
5.54 ± 2.17

i dependent t-test; ‡ one-way ANOVA; § Kruskal-Wallis tes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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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

*

38.55 ± 16.50

< 0.001

*

Table 9. Linguistic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and oral
participants’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126)
Linguistic
Functional
health literacy P health literacy
Characteristics
M ± SD
M ± SD
47.39 ± 17.47
5.47 ± 2.25
Subjective Good
41.29 ± 23.13 0.554 5.20 ± 2.37
Moderate
health
status
Bad
47.11 ± 19.11
4.29 ± 2.59
46.38 ± 18.68
4.85 ± 2.15
Subjective Good
oral health Moderate 45.83 ± 20.12 0.701 5.49 ± 2.31
status
Bad
43.17 ± 21.50
4.81 ± 2.61
Toothbrush ≤2
46.69 ± 19.21
5.13 ± 2.47
0.421
frequency
43.73 ± 21.00
5.08 ± 2.37
(per day)† ≥3
51.20 ± 16.86 0.005 4.85 ± 2.41
Regular oral Yes
examination† No
41.36 ± 21.24
5.25 ± 2.40

health literacy score according to

P

§

0.126

§

0.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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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367

Oral
health literacy
M ± SD
38.18 ± 16.35a
36.73 ± 16.31a
27.53 ± 15.65b
37.66 ± 17.14
33.25 ± 15.32
36.17 ± 17.72
33.49 ± 16.67
36.49 ± 16.54
35.69 ± 17.32
35.00 ± 16.26

P
0.003

*

0.586
0.321
0.824

Table 9. (Continued)
Characteristics
nt
Smoking Curre
smokers
Former
smokers
Ne
er
smvokers
nt
Drinking Curre
drinkers
Former
drinkers
Ne
er
drinvkers
*. P <0.05
§

§

Linguistic health
Functional
Oral
P health literacy P health literacy P
literacy
M ± SD
M ± SD
M ± SD
47.43 ± 21.88
5.00 ± 2.42
37.50 ± 16.59
35.00 ± 24.47 0.251 4.13 ± 2.48 0.434 33.85 ± 14.68 0.826
45.38 ± 19.70
5.19 ± 2.40
35.06 ± 16.84
48.74 ± 18.86a
5.48 ± 2.41a
37.43 ± 15.45
46.53 ± 19.11a 0.020 5.63 ± 2.17a 0.027 38.82 ± 20.51 0.055
39.28 ± 21.58b
4.39 ± 2.36b
30.89 ± 15.70
*

i dependent t-test; § Kruskal-Wallis tes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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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북 학력과 남한 정규 교육과정 경험에 따른 언어적·기능적·구
강건강정보이해능력
교육과 관련된 요인 중 ‘재북 학력’과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세부요인에 따라 집단을 재분류 후
집단별 비교하였다(Table 10).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경험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언어적 건강정
보이해능력은 재북 학력이 전문학교 이상이면서 남한에서 정규 교
육과정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다(P<0.05). 기능적 건강정
보이해능력의 경우 재북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고 남한에서 정규 교
육과정을 이수한 집단, 재북 학력이 전문학교 이상이고 남한에서 정
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이 가장 높았다(P<0.05). 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도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마찬가지로 재북 학력이 중학
교 졸업이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과 재북 학력이
전문학교 이상이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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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inguistic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score according to
education factor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126)
Linguistic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health
literacy
health
iteracy P
Categories
N %
P
P
SD
≤ Elementary school graduates in
North Korea, experience of formal 39 31.0 38.38 ± 22.93b
education in South Korea
≤ Elementary school graduates in
North Korea, non-experience of 2 1.6 32.50 ± 0.71c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Middle-high school graduates in
North Korea, have experience of 38 30.2 48.21 ± 18.95b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0.008
Middle-high school graduates in
North Korea, non-experience of 10 7.9 36.80 ± 19.85c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 Junior college graduates in
North Korea, have experience of 22 17.5 54.18 ± 15.00a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 Junior college graduates in
North Korea, non-experience of 15 11.9 47.33 ± 18.34b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 P <0.05
Determined from Kruskal-Wallis test.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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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5.03 ± 2.33b

SD
35.47 ± 17.04b

3.50 ± 2.12c

22.92 ± 2.95c

5.92 ± 1.89a

40.46 ± 16.18a

M ±

*

3.90 ± 3.25b

M ±

0.006

*

0.001

*

24.58 ± 10.29b

5.77 ± 2.22a

40.72 ± 15.95a

3.27 ± 2.25c

22.22 ± 10.99c

6.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모형에 따라 개인적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성별, 연령, 남한 거
주 기간, 결혼 상태, 재북 학력,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 현
재 직업)와 상황적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사회적 지지)를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이 중 성별, 결
혼상태, 재북 학력,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 현재 직업은 가
변수 처리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Mean
VIF는 2.36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가.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1).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6.9%이며, 남한 거주 기간이 1개월 길어
질수록(β=0.306),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0.218),
여성인 경우(β=0.211)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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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influencing the linguistic health literacy (N=126)
Variables
Constant
Gender
Age (yrs)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months)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Occupation in South Korea
Social support

B

ale
e ale

M
F m

Single
Married
Divorced or bereaved
Middle-high school
≤ Elementary school
≥ Junior college
No
Yes
Student
White-collar job
Housewife
Unemployed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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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0
ref.
9.897
-0.088
0.114
ref.
-1.055
-4.137
ref.
-4.810
6.526
ref.
10.740
ref.
11.855
2.208
1.328
-0.193

SE
β
t
P
12.538
2.456 0.016
4.253 0.211 2.327 0.022
0.252 -0.074 -0.347 0.729
0.041 0.306 2.752 0.007

*

*

5.277 -0.022 -0.200 0.842
6.446 -0.082 -0.642 0.522
4.441 -0.112 -1.083 0.281
4.745 0.147 1.376 0.172
5.321 0.218 2.018 0.046
6.433 0.196 1.843 0.068
8.565 0.042 0.258 0.797
8.323 0.019 0.160 0.874
0.224 -0.078 -0.860 0.392
R2 = 0.248, Adjusted R2 = 0.169,
F = 3.114, P = 0.001

*

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해당 연구모형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의
17.2%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β=-0.483)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았다(P<0.05). 반면,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
을 이수한 경우(β=0.261), 여성인 경우(β=0.249)는 기능적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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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s influencing the functional health literacy (N=126)
Variables
Constant
Gender
Age (yrs)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months)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Occupation in South Korea
Exp

Social support

B

ale
e ale

M
F m

Single
Married
Divorced or bereaved
Middle-high school
≤ Elementary school
≥ Junior college
No
Yes
Student
White-collar job
Housewife
Unemployed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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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ref.
1.380
-0.068
0.002
ref.
0.071
-0.166
ref.
-0.957
0.472
ref.
1.519
ref.
0.955
0.435
0.628
-0.041

SE
1.482
0.503
0.030
0.005

t
P
4.573 < 0.001
0.249 2.745 0.007
-0.483 -2.267 0.025
0.044 0.393 0.695
β

*
*

0.624 0.013 0.113 0.910
0.762 -0.028 -0.218 0.828
0.525 -0.188 -1.822 0.071
0.561 0.090 0.841 0.402
0.629 0.261 2.416 0.017
0.760 0.133 1.256 0.212
1.012 0.070 0.430 0.668
0.984 0.074 0.638 0.525
0.026 -0.140 2-1.554 0.123
2
R = 0.252, Adjusted R = 0.172,
F = 3.171, P = 0.001

*

다.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3).
해당 연구모형은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16.2%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β=-0.441) 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P<0.05). 반면,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
정을 이수한 경우(β=0.316), 현재 직업이 학생보다 직장인인 경우(β
=0.224)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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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literacy (N=126)
Variables

Constant
Gender
Age (yrs)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months)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Occupation in South Korea
Exp

Social support

B

ale
e ale

M
F m

Single
Married
Divorced or bereaved
Middle-high school
≤ Elementary school
≥ Junior college
No
Yes
Student
White-collar job
Housewife
Unemployed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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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7
ref.
4.096
-0.427
-0.003
ref.
3.214
3.395
ref.
-4.564
3.404
ref.
12.734
ref.
11.104
7.141
2.003
0.091

SE
β
t
P
10.314
2.820 0.006
3.498 0.107 1.171 0.244
0.208 -0.441 -2.055 0.042
0.034 -0.009 -0.083 0.934

*

4.341 0.083 0.740 0.461
5.302 0.082 0.640 0.523
3.653 -0.129 -1.249 0.214
3.903 0.094 0.872 0.385
4.377 0.316 2.909 0.004
5.292 0.224 2.098 0.038
7.045 0.167 1.014 0.313
6.847 0.034 0.293 0.770
0.184 0.045 0.492 0.623
R2 = 0.242, Adjusted R2 = 0.162,
F = 3.006, P = 0.001

*
*

7. 북한이탈주민 중 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재 직업이 ‘학생’이 아닌 집단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전체 대상자 중 ‘학생’을 제외 후 다중회귀분석을 재시
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예측변수 3개, 효과크기(f²) 0.35, 유
의수준 0.05, 검정력 0.90로 가정하여 G-Power 3.1 program을 통해
표본 수를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45명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 중 현재 직업이 학생이 아닌 대상자는 총 50명
이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적절한 표본 수임을 확인하였다. 독립
변수는 본 연구모델의 독립변수 중,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영향력이 확인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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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상자의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4).
본 결과는 학생 집단을 제외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19.8% 설명할 수 있으며, Mean VIF는 1.063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485) 유의하게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P<0.05).
Table 14. Factors influencing the linguistic health literacy in
non-student group (N=5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Gender

40.830 5.685
7.182 < 0.001
Male
2.669 7.783 0.046 0.343 0.733
ref.
Femal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months)
Experience of
No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Yes

0.018 0.042 0.057 0.440 0.662
ref.
15.424 4.258 0.485 3.622 0.001
R2 = 0.247, Adjusted R2 = 0.198,
F = 5.023, P = 0.004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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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상자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5).
본 결과는 학생 집단을 제외한 북한이탈주민의 기능적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20.2% 설명할 수 있으며, Mean VIF는 1.295로 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β=-0.363) 기능적 건강
정보이해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P<0.05).
Table 15. Factors influencing the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non-student group (N=50)
Variables
B
SE
β
t
P
7.182 1.599
4.492 < 0.001
Male
-0.842 1.314 -0.087 -0.641 0.525
ref.
Female
Age (yrs)
-0.062 0.026 -0.363 -2.406 0.020
Experience of
ref.
No
formal
education in Yes
1.256 0.777 0.239 1.616 0.113
South Korea
R2 = 0.250, Adjusted R2 = 0.202,
F = 5.122, P = 0.004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stant
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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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상자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6).
본 결과는 학생 집단을 제외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정보이해
능력을 36.82% 설명할 수 있으며, Mean VIF는 1.535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β=-0.370) 구강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부의 영향을,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332)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P<0.05).
Table 16.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literacy in
non-student group (N=5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Age (yrs)
Exp erie n 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Occu p atio n
in South
Korea

49.656 10.877
4.565 < 0.001
-0.435 0.169 -0.370 -2.584 0.013
ref.
*

No
Y

es

11.959 4.953 0.332 2.415 0.020

*

Housewife ref.
White-collar 1.736 5.943 0.045 0.292 0.772
job
unemployed -5.183 5.495 -0.119 -0.943 0.351
R2 = 0.420, Adjusted R2 = 0.368,
F = 8.135, P < 0.001

. P <0.05
Determin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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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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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얻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은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
용한다. 특히 일상적으로 접하는 익숙한 정보가 아닌 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일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이에 따
라 현대사회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건강정보이해
능력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정도,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단면조사연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측정 도구는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언어적 건강정보이
해능력: 용어의 이해정도를 평가,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 독해능
력, 수리능력을 평가,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능력을 평가)하여 포괄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교
육적 요인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 평
균 점수는 66점 만점을 기준으로 44.95점(4-6등급)이었고, 이는 초등
학교 4-6학년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낮은 수
준의 건강 관련 자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39)과 입원환자77)에게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한 결과, 각 집단의 평균점수는
46.45점(7-8등급), 36.03점(4-6등급)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성
인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평균점수와 등급이
모두 낮았다. 입원환자는 북한이탈주민과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
등급은 같았으나 입원환자에서의 평균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는 입
원환자의 대상 연령이 40세 이상으로만 구성되었던 점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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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이라 예측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8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5.1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 노인(평
균 연령: 73.59)에게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이었다75). 두 집단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지만 연구에 참
여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연령이 34.10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
이탈주민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수준은 상당히 낮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의 평균 점수는 35.25점이었
고, 이는 중학생 평균의 30-60%에 해당하는 2수준에 속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로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평가
하였을 때 평균 점수는 70.6점78)으로 3수준에 속했으며, 대학생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비교해 1수준이 더 높았지만, 평균 점수는 두
배가량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집단,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적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와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의 관련성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 건강정보이해능력
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측정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는 43.97점이었다.
동일한 측정 도구로 외래환자72)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평균 점수
는 47.5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일반 환자와 비
교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언어
적·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r=0..177, P<0.05).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건강
과 관련된 용어의 이해, 수리능력, 독해능력보다는 사실적, 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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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이해의 측면과 보다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이해
능력을 살펴보면,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여성, 장년층(30-44
세), 남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 결혼을 한 집단, 현재 직업
이 직장인인 집단, 재북 학력이 전문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집단, 현재 음주자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청년층
(19-29세)과 장년층(30-44세), 미혼인 집단과 결혼을 한 집단, 남한
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의 경험이 있는 집단, 현재 음주자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구강건강정보이
해능력은 장년층(30-44세), 남한 거주 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인
집단, 현재 직업이 직장인인 집단,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의 경
험이 있는 집단,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교해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구성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남
한 거주 기간,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가 언어적 건강정보이
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P <0.05). 기능적 건강
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였고,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나이,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 현재 직업이 확인
되었다(P <0.05).
현재 직업이 ‘학생’이 아닌 집단에서도 남한에서의 교육적 요인이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재 직업이
‘학생’이 아닌 대상자만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재시행하였다. 재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는 본 연구모형에서 영향력이 확인
된 변수로만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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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였고,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였으며, 구강건강정
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
무’와 ‘나이’ 였다(P <0.0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성별’은 언어
적·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Son 등68)과 Lee 등69)의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건강정보이
해능력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성별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Yi67)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 평균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성별
은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언어능력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는 수많은 연구자의 관
심사였다. Kim 등79)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된 언어적 능력과
성차에 관한 연구 중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우세를 확인하였지만 효과크기는 크지 않았
기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20대의 언
어능력을 평가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단어의 유
창성과 어휘문제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지만, 효과의 크기는 역
시 크지 않았다.
문 등80)는 북한이탈주민 중 나이가 어릴수록, 남한 거주기간이 길
어질수록, 여성일 경우,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휘인지 반응의
정확도와 능숙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Yang81)의 연구에
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남한어의 유용성(남한어의 능숙도가
직장,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해력은 각각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는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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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1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
의 중요성 인지 정도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조
심스럽게 예측해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언어
적응 및 언어사용능력과 건강정보이해능력과의 관련성이 분석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련 요인을 분석
한82)선행연구들82,83)에서는,83)이주민의 경우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사회
에서의 거주기간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건강정보이해능력
의 측정 영역을 다양하게 구성한 결과, 남한 거주기간의 경우 언어
적 건강정보이해능력에서만 영향력(β=.306, P<.05)이 확인되었고, 기
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서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
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용어의 이해와 관
련된 측면은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나, 건강 정보의 독해, 수리능력
과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측면의 능력은 단순히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교육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
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을 확인하고자 다
음과 같이 분석을 세분화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재북 학력과 남한
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에 따라 집단을 재분류 후 각 집단의 언
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남한
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언어적·기능적·구
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차이가 있었다(P <0.05). 둘째, 언어적·기능적·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확인한 결과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
무’였다. 셋째, 학생이 아닌 대상자만 다중회귀분석을 재시행하였을
때에도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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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유무’, ‘나이’ 였다(P <0.0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에서의 교육경험보다 남한에서의 교육경험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
화과정과 주체성 확립,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교육적 지원은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선행연구결과84)를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결과이며,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지원은 남한 사회 정착에 더 긍정적이고 광
범위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직업이 학생보다 직장인일 경우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이 더 높았는데, 이 결과도 각 도구가 측정하고자 했던 측정 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생보다는 사회인(조직문화를 경
험한)인 북한이탈주민일 경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능력이 높
은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인지개발 단계 중 고
차원의 인지 단계는 졸업 후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루
어지며, 이런 의미에서 ‘학생’으로부터 ‘직장’으로의 이행은 인생발달
과정 중 매우 중요한 과정임85)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취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남한 사
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분포(남성: 25.8%,
여성: 74.2%), 평균 연령(40.8세), 남한 거주기간(5년 미만: 27.4%,
5-10년 미만: 43.5%, 10년 이상: 29%))과 큰 차이가 있지 않으나, 본
연구결과는 단면 조사로 얻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의 평균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16.7%).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은 북한이탈주민의 건
강정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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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모델을 구성하
여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한국사회와 상호작용하
는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 점,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주요 예측 인자인
교육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접근·분석하였다는 점,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건강정보이해능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측정 영역
별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
주민의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
화된 강점이 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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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강정보이해능력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13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Kruskall-Wallis test,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얻었다.
1. ‘재북 학력’과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여부를 함께 고려한 집
단의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
정 경험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남한 거주 개월
이 1개월 길어질수록(β=0.306),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0.218), 여성일 경우(β=0.211) 높았다(P<0.05).
3.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나이가 1세 증가
할수록(β=-0.483) 낮았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261), 여성일 경우(β=0.249) 높았다(P<0.05).
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은 나이가 1세 증가할
수록(β=-0.441) 낮았고, 남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β
=0.316), 현재 직업이 직장인인 경우(β=0.224) 높았다(P<0.05).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적·기능적·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경험이었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에서의 교육경험보다는 남한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더욱 큰 영향
을 미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은 단순한 학습
- 65 -

과 경험의 의미를 넘어 사회 적응과 개인의 건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
는 각각의 지원정책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특히 ‘남
한에서의 교육’은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보편적 권리’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적극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에는 설문지 중심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넘어, 북한이탈
주민이 경험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대
상자, 보건의료인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상
자 측면의 교육전략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이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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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ducation
experience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of North
Korean refugees
uyi Park
(Directed by Prof. Dong-Hun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

December 2016,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entered South Korea exceeded 30,00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s North Korean refuge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supports them to become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the health problems and the difficulty in using health
care services are still a big obstacle to the settlement of Sou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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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Health literacy is not as simple as reading health-related
information. Health literacy is defined as being influenced by the
social environment, leading a healthy life, and helping to improve
welfa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health literacy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to examine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of 137 North Korean
refugees and analyze the related factors.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measured with previously
developed Korean version of the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Health literacy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linguistic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literacy) and evaluated in different areas. The research tools used
to measure the health literacy were KHLAT, S-KHLT, and oral
health literacy evaluation tool for Korean, which were validated
previously. Data analysis was done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Kruskal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linguistic·functional·oral health literac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with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an in the non-experienced groups
- 81 -

(P<0.05).
(2)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β=0.306),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β=0.218) and ‘A group of
females’ (β=0.211) significantly affect linguistic health literacy
(P<0.05).
(3) ‘Age’ (β=-0.483),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β=0.261), and ‘A group of females’ (β=0.249) significantly
affect functional health literacy (P<0.05).
(4) ‘Age’ (β=-0.441),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β=0.316), and ‘A group of white-collar job’ (β=0.224)
significantly affect oral health literacy (P<0.05).
(5) The factor that affects both linguistic·functional·oral health
literacy
ducational factors are known to be predictors of health litera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educational factors from various
viewpoints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tudy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more positive impact linguistic·functional·oral
health literacy of North Korea refugees than education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ctive
support policies to improve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for risk groups.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health literacy of North Korean refugee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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