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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9.5%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65세 이

상 노인 중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45.7%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건강 관련 정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의 품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 이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노인 연령층에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며 건강행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인터

넷 환경을 잘 활용하여 인터넷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노인의 건강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

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정도와 건강 행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018년 7월, 서울특별시 소재의 S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연구 대상자 99명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 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냈다. 정규성 검정은 Shapiro Wilk test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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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

검정은 Scheff test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로 하였다. 인

구학적 특성,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컴퓨터 불안, 주관적 건강

상태, 인터넷 건강 정보 신뢰도가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에 근거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 정보 신뢰도가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시내의 일개 노인 종합 복지관의 만 65세 노인의 인

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총점 40점 만점에 29.99점, 5점 척도 

만점에 평균 3.75점이었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3.92점이 나왔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이 낮

음과 높음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3.52점으로 산

출되었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인 연령 그룹별, 성별, 교육 수준

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경험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는 인터넷의 사용 기간이 긴 집단이(=.002), 하루 

평균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이(=.046), 일주일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수가 많은 집단이(=.042) 적은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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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05). 

  넷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인 건강상태(r=.412, 

=.000),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r=.621, =.000), 건강행위

(r=.337,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

  다섯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건강상태(=.082, =.003)가 좋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118, =.044)이 높을수록, 성별_여자(

=.245, =.006)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

강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행위와 

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건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노인 대상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

램을 계획할 때 참고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건강행위, 노인, 인터넷 건강정

보, 상관성

학번: 2017-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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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

터넷 보급률은 98.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OECD, 2018). 2017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9.5%

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45.7%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노인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

색하거나 전자 메일 보내기 등의 활동이 많으며 자신의 필요와 요

구에 맞게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황은희, 신수진과 정덕

유, 2011). 또한 인터넷은 건강 관련 정보를 비용 효과적으로 빠르

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며(Phoenix Mo, 

2012), 이를 잘 활용한다면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

다(Wahlstedt & Ekman, 2016).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용하겠

다”고 응답한 노인이 53.7%를 차지하였고(박현애, 2001), 55세 

이상 노인이 건강 정보를 얻는 방편으로써 ‘의료진’ 다음으로 

‘인터넷’이 가장 선호되는 매체인 것으로 알려졌다(Seçkin, 

Yeatts, Hughes, Hudson, & Bell, 2016; Eysenbach et al., 

2015).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건강 행위와도 관련



- 2 -

성이 있다(Wimble, 2016; Cline & Haynes, 2001). 인터넷을 통

해 획득한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 증진 및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

(박동진 등, 2013).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한 건강 행위의 한 예

로, 환자는 의사의 진료 소견과 온라인의 건강 정보 검색 결과를 비

교하면서 건강 관련 의사 결정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Tan & Goonawardene, 2017).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양

의 건강 관련 정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의 품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 이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Yom-Tov, Marino, Pai, Harris, & 

Wolf, 2016).

건강 정보 이해 능력(Health literacy)은 처방전을 읽거나 이해하

는 능력, 건강 관련 자료의 내용과 수치를 읽는 능력을 의미하며

(Lenihan, 2009), 개인이 적절하게 건강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하지만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

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문해력이 낮고,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일상생

활에 적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선 등, 

2014; 김수현과 이은주,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건강문해력은 

고연령, 저학력 노인들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선 

등, 2014) 노인의 건강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이명숙, 2017; Geboers, Reijneveld, Jansen, & de Wint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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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과 Skinner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문해력이 낮은 집단은 

대체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또한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Xie, 

2011b; Norman & Skinner, 2006).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행위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성심, 손현정, 이동숙

과 강현욱, 2017).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노인의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서의 웹사이트 접근성 

및 사용성에 관한 연구(박은준과 고지운, 2010), 고령층에서의 인

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정우식, 강

형곤, 석민현과 김은혜, 2011), 노인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 

행위에 대한 관련 요인을 찾는 연구(Chang & Im, 2014)와 성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와 관련된 연구(이성심 등, 

2017)가 있었다. 하지만 노인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와의 상관성을 밝히고 관련 요인들을 알아본

다면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에서의 건강 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잘 활용하여 인터넷 건강 정보

를 기반으로 노인의 건강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실태와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인

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

보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행위를 

증진하는 간호 중재 개발 등의 후속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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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능력과 건강 행위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 사이의 상관성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추

후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건강 

행위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2)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와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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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1) 이론적 정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란 인터넷에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말하며, 건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전자화 된 건강 정보를 이용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orman & Skinner, 200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Norman과 

Skinner(2006)가 개발한 eHEALS 도구를 장선주 

등(2018)이 번역한 한국어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측정 도구(KeHEALS)로 측정한 점수의 총점을 의미한다. 

  2)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란 개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정보에 대해 갖는 인식을 의미한다(정우식 등, 201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는 정우식 등  

         (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의        

         총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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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컴퓨터 불안

(1) 이론적 정의

컴퓨터 불안이란, 한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정도 또는 

두려움을 의미한다(Venkatesh & Morris,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컴퓨터 불안은 Venkatesh와 Bala(2008)가  

        개발한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TAM 3)도구를  

        Chang과 Im(2014)이 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의 전체 45문항 중에서 컴퓨터 관련           

        불안(Computer anxiety, CA)에 대한 4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의 총점을 의미한다.

   4) 주관적인 건강상태

(1) 이론적 정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란 한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말한다(Ware,198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1989)에서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을 신유선과 김은하(2009)가 3문항으로 번안하여 

개발한 후, 김은희(2017)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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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값의 총점을 의미한다.

    5) 건강 행위

(1) 이론적 정의

건강 행위란 최적의 안녕 상태, 건강 관련 목표의 성취 

또는 생산적인 삶과 같은 긍정적인 건강관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Pender, 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 행위는 구미옥 외 7인(2003)이 개발한 

노인의 건강 행위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이 

도구에는 영양, 운동, 기호품 제한, 스트레스 관리, 질병 

예방 등의 5개의 건강 행위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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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건강문해력은 적절한 건강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Parker, Ratzan, & Lurie, 2003). 건강문해력은 언어적 

건강문해력과 기능적 건강문해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적 

건강문해력은 의료기관에서 질환과 신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말하며, 기능적 건강문해력은 건강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건강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수현과 이은주, 2008).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Norman과 Skinner의 

연구(2006)에서 정의된 “e-health literacy”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터넷에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말하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전자화 된 

건강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orman & Skinner, 

2006).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장선주 등, 2018), “인터넷 건강정보 문해력”(박동진 

등, 2013), “e-헬스 리터러시”(이성심 등, 2017; 이병관, 

변웅준과 임주리, 2010)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Norman과 Skinner(2006)에 의하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6개의 핵심 기술인 전통적 문해력, 정보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건강문해력, 컴퓨터 문해력 그리고 과학적 문해력으로 

구성된다(Norman & Skinner, 2006). 전통적 문해력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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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문장을 이해하며, 언어를 일관되게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Tyner, 1998), 정보문해력은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할 잠재적 정보 자원을 알고 적절한 

검색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지식을 선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orman & Skinner, 2006). 미디어 문해력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정보를 배치하고 시장 및 청중 관계 및 미디어 

형태가 전달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기술을 

말하며, 건강문해력은 건강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적절한 

건강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Norman & 

Skinner, 2006). 컴퓨터 문해력은 신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며, 과학적 문해력은 건강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Norman & 

Skinner, 2006).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인터넷의 전자화 된 정보를 찾고 이해,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주어진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건강문해력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병관 등, 

2010).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행위와 인터넷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다(박동진 등, 2013).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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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김지온과 박지경, 

2017)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낮으면 정보의 부족 및 

왜곡으로 인한 정보의 격차로 건강 행위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성심 등, 2017). 

2.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

노인의 건강 행위는 노인에서의 건강상태와 기능적 독립성을 향

상시키고 질병 및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Pender, 2011).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노년기 건강문

제는 건강 행위 실천과 생활양식을 변화하여 장애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Pastorino & Dickey, 1990). 한

국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노인들의 건강 

행위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높여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 

이용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 행위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구미옥 등, 2003) 건강문해력 또한 노인 대상자의 건강 행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자가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문해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았는데, 국내 노인 심부전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노인 심부전 환자들 중 건강문해력이 높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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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서 심부전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심부전 지식이 높

을수록 자가 간호 이행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심부전 노인 환자

에 있어 건강문해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민 등, 2016). 노인 대상자의 건강문해력을 고려하여 개발된 

당뇨 중재 프로그램은 당뇨병 자기관리 지식과 당뇨병 관리 자기 

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수진, 2016). 국외에서

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심부전 환자에서의 자가 관리 행위는 건

강문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고(Matsuoka et al., 

2016), 노인 심부전 환자의 건강문해력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정

도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도 있었다(이지영, 2017). 이

처럼 노인에서의 건강문해력은 건강 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정희와 김정순, 2014). 하지만, 노인의 건강문해

력과 건강 행위 관련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복지관 등록 노인 

188명의 43.6%는 건강문해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정정희 

등, 2014), 건강문해력이 낮은 그룹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또한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Xie, 2011b).

노인층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

진 Xie(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도서관과 미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기반 시설 등을 활용하여 

NIHSeniorHealth.gov와 MedlinePlus.gov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

넷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

시키려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 시도가 있었다. 대상자는 4

주간의 중재에 참여한 결과, 컴퓨터와 웹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향

상되고 건강관련 지식 습득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인터넷 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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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등의 건강 행위 수행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Xie, 2011a).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주자들 대상의 

연구(Mein, Fuentes, Mas, & Muro, 2012)와 당뇨 환자 대상의 

연구(Moussa, Sherrod, & Choi, 2013)에서 웹사이트 또는 온라

인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

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두 중재 모두 대상자 본인의 건강상태, 컴퓨

터와 웹사이트 사용법, 검색 기술, 인터넷 건강 자원을 활용하고 찾

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신의 건강관리에 직접 지식을 사용하

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관련요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강문해력이 낮은 노인은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 낮은 건강문해력이 지각된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김수현과 이은주, 2008). 노인의 건강 행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주영과 최은영, 2013).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고(임우령, 2014),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인터넷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알려졌다(박동진 등, 2013). 그리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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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심 

등, 2017).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 65세 이상 노인층에서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세와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노인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도,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위와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연구가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 연령층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인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위 사이의 관련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관련 요인, 건강 행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한 노인의 건강 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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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Health Literacy Skills Framework

Squiers의 건강문해력 기술(Health literacy skill, HLS) 모형은 

건강문해력을 해석한 기존의 모형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건강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문해력이 건강 관련 행위와 결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조화한 모형이다(Squiers, 

Peinado, Berkman, Boudewyns, & McCormack, 2012). 각 항목

은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를 통해 측정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Squiers et al., 2012). 

이러한 모형은 인과적 경로의 일부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연속체를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각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

호작용 관계를 개념화하고 각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Squiers et al., 2012)이 있기 때문에 서술적 

조사연구인 본 연구의 설계에서 이론적 기틀로 이용하고자 한다. 

HLS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과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문해력 기술의 활용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구학적 특성(나이, 인종, 성별, 소득수준 등), 개인적 자원(고용 상

태, 사회적 지지, 문화, 언어, 교육수준 등), 능력(시력, 청력, 말하

기 능력, 기억, 인지 기능), 그리고 이전의 지식(이전에 질병을 앓았

던 경험, 건강관련 지식, 건강 관리 용어와의 친숙도 등)이 있다. 자

극의 이해는 어떻게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건강문해

력 기술은 사람들이 자극(동기)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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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돕고, 매개 요인은 그들이 배운 것을 수용하고 사용할지, 행동

에 옮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건강

문해력과 건강 관련 결과 사이의 매개 요인에는 건강 상태, 태도, 

감정, 동기, 자기 효용성, 사회적 지원, 의사결정 기술, 정보 에 대한 

신뢰도 등이 포함된다. 매개 요인은 개인의 건강문해력 기술을 통해 

얻은 건강 정보를 이용해 건강 관련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매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

강 관련 행동에는 운동, 복약 순응도 등이 있으며 건강 상태와 결과

에는 이환율, 사망률, 질병 상태,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정도, 삶의 

질 등이 포함된다(Figure 1).  

Figure 1. The health literacy skills conceptual framework

(Squiers, Peinado, Berkman, Boudewyns, & McCormack, 2012)



- 16 -

2.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HLS 모형을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포함된 변수는 1)인구학적 요인, 

2)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기술, 3) 매개 요인, 4)건강 관련 

행위 및 결과로 크게 네 가지이다(Squiers et al., 2012).

Figure 2. The Modified health literacy skills framework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문해력 기술의 한 종류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자원, 능력, 사전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하

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Squiers et al., 2012).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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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소득, 인터넷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인터

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동진 등, 

2013).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Eysenbach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어떠한 일반적 특성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관련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를 포함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문해력은 나이, 성별, 

거주지역, 교육 정도, 소득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Won, Yoo, & You, 2014; 김수현과 이은주, 2008). 건강문

해력이 낮은 노인은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의료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 낮은 건강문해력이 지각된 건강상태에

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다(김수현과 이은주, 2008; 

Weiss, Hart, McGee, & D’Estelle, 1992). 그리고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와 양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지온 등, 2017).

또한,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건

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Crook, 

Stephens, Pastorek, Mackert, & Donovan, 2016)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서의 매개 요인에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

한 태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행위 및 결과에는 건강 행위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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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노인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관련 요인이 건강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의 노인 종합 복지관에 등록하고 

만 65세 이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동의하여 설문과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이며, 최근 

1개월 내에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설문 응답에 저해가 되는 인지장애, 정신질환, 언어장애를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자 혹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K-MMSE) 

검사에서 24점 미만인 자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수는 G Power Analysis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성심 등(2017)의 연구 결과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의 상관계수 r=0.39, p<0.001 값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한 결과 79명,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설명력 .33으로 계산한 결과는 72명이었다(이성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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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중에서 더 많은 표본 수인 79명에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87명을 최소 인원 표본 수로 

산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Norman과 Skinner(2006)가 개발

한 eHEALS(eHealth Literacy Scale)도구를 장선주, 양은진, 류

현주, 김희정과 윤주영(2018)의 연구에서 문화적 개작 과정을 거

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

점, ‘잘 모르겠다’ 3점, ‘동의한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

점으로 1부터 5까지의 Likert scale로 응답하며 각 문항에 동의하

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 10문항에서 총점 계산 시 점수화하는 문

항은 3번부터 10번까지 총 8문항으로, 이는 인터넷에서 어떠한 건

강 관련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찾는 

방법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묻는 문항과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정

보의 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인터넷 건강 정보 활용에 자신이 있

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은 8점 이상 40점 이하

의 값으로 산출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orman과 Skinner(2006)의 도구 개발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No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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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ner, 2006) 장선주 등(2018)의 KeHEALS 도구 개발 연구

에서의 Cronbach’s alpha=.80이었다(장선주 등, 2018).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alpha=.93이었다.

2)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는 정우식 등(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신뢰성, 유용성, 구체성, 정확성, 최신성 측면에서 질문한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Chang & Im(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다.

3) 컴퓨터 불안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Venkatesh와 Bala(2008)가 

개발한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TAM 3) 도구를 

Chang과 Im(2014)이 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의 

전체 45문항 중에서 컴퓨터 관련 불안(Computer anxiety, CA)에 

대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동의한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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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동의한다’ 7점으로 1부터 7까지의 Likert scale로 

응답하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점이 낮을수록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모든 문항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Chang & Im, 201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로 측정되었다.

4)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1989)에서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을 신유선과 김은하(2009)가 

3문항으로 번안하여 개발한 후, 김은희(2017)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김은희, 2017). 각 문항은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건강상태, 1년 전과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건강상태,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3점 이상 15점 

이하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 

이고, 김은희 연구(2017)에서의 Cronbach's alpha= .74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8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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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의 건강 행위 측정 도구

구미옥 등(2003)이 개발한 노인의 건강 행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건강 행위 영역 내 14개의 

건강 행위로 이루어졌다. 5개의 건강 행위 영역은 영양, 운동, 

기호품 제한, 스트레스 관리, 질병 예방이며, 이 중에서 영양은 

규칙적 식사, 균형식, 섬유소 섭취, 염분 제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제한, 칼슘 섭취의 6개 행위, 운동은 규칙적 운동, 1회 30분 이상 

운동의 2개 행위, 기호품 제한은 음주 절제, 흡연 절제의 2개 행위,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 완화법 사용, 사회적 지지 활용의 2개 

행위, 질병 예방은 정기 건강검진, 예방 접종의 2개 행위로 

구성되었다(구미옥 등, 2003). 각 행위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건강 행위 수행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미옥 등(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4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5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노인 종합 

복지관 중 컴퓨터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종합 

복지관에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여 

S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동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복지관을 미리 방문하여 기관의 허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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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의 게시판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시행한 후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와 대상자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 없이 언제라도 

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인지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문과 동의서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대 효과, 자료 수집 방법 및 소요시간, 

비밀 보장, 연구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로 작성하여 대상자들이 읽기 쉽도록 하였으며 시력이 좋지 

않아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자가 

내용을 읽어주고 응답을 받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문지 작성에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10분 

~15분이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동일하게 2장을 받은 후, 한 장은 연구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대상자가 설명문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 전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의 

표시로 전통 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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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 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냈다. 정규성 검정은 Shapiro Wilk test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컴퓨터 불안,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 정보 신뢰도가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근거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 정보 신뢰도가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 종합 복지관 두 곳의 기관장의 

승인과 S 대학의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인권 보호 및 자료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뒤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함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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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

상자 는 남자 54명(54.5%), 여자 45명(45.5%)으로 100명 중 1

명이 중도 탈락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 9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72.28 ±4.95세로, 최고령자의 대상자 나

이는 만 84세이다. 배우자의 유무는 현재 배우자가 있음 86명

(86.9%), 배우자가 없음 13명(13.1%)이었으며,  질환이 있는 대

상자는 57명(57.6%), 질환이 없는 대상자는 42명(42.2%)이다. 최

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 이하 20명(20.1%), 4년제 대학교 졸업자

가 52명(52.5%), 대학원 졸업자가 27명(27.3%)으로 전체 대상자

의 79.8%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었다. 평균 수입에 

대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매우 어렵다’ 1명(1%), ‘의식주

를 해결하기에 조금 어렵다’ 15명(15.2%), ‘의식주를 해결하기

에 전혀 어렵지 않다’ 83명(83.8%)이 응답하였다.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이 낮다’ 4명(4%), ‘약간 관

심이 낮다’ 7명(7.1%), ‘약간 관심이 높다’ 40명(40.4%), 

‘매우 관심이 높다’ 48명(48.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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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54 54.5

Female 45 45.5

Age 65-69 30 30.3

M±SD=72.28 ±4.95 70-74 39 39.4

(range: 65-84) 75-84 30 30.3

Living with spouse Yes 86 86.9

No 13 13.1

Disease Yes 57 57.6

No 42 42.4

Highest education Below university graduate 20 20.2

level University graduate 52 52.5

Graduate school graduate 27 27.3

Income level Very difficult for living 1 1.0

Little difficult for living 15 15.2

No difficulty for living 83 83.8

Interest in health Very low interest 4 4.0

status Little low interest 7 7.1

Little high interest 40 40.4

Very high interest 48 48.5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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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

상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강 관련 정보로는 ‘질병’에 63명

(63.6%), ‘치료 방법’ 53명(53.5%), ‘진단 방법’ 29명

(29.3%), ‘약품’ 25명(25.3%), ‘건강 행위(운동, 식이 등)’ 

22명(22.2%), ‘대체의학’ 20명(20.2%), ‘기타’ 5명(5.1%)이 

검색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5명은 병원

의 위치 또는 음식에 대해 찾아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인터넷 건강 

관련 정보 중에서 검색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내용에 대해서는 

‘치료방법’ 32명(32.3%), ‘진단 방법’ 26명(26.3%), ‘약

품’19명(19.2%), ‘대체 의학’ 19명(19.2%), ‘질병’ 18명

(18.2%), ‘건강행위’ 17명(17.2%), ‘어려움이 없었음’에 23

명(23.2%)이 응답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검색할 때, 자주 사용

하는 도구는 ‘컴퓨터’가 57명(57.6%)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휴대전화(스마트폰)’ 41명(41.4%), ‘태블릿 PC’가 1

명(1%) 있었다. 인터넷 건강 정보 검색 시 자주 이용하는 웹페이지

의 종류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4명(34.3%), ‘뉴스’ 21명

(21.2%), ‘카페와 특정 기관의 사이트(보건복지부,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각 17명(17.2%), ‘블로그’에 10명(10.1%)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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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ealth-related Disease 63 63.6

information Treatment method 53 53.5

retrieved from the Diagnosis method 29 29.3

Internet Drug 25 25.3

Health behavior 22 22.2

Alternative medicine 20 20.2

etc 5 5.1

Types of Internet Treatment method 32 32.3

health information Diagnosis method 26 26.3

with difficulty in Drug 19 19.2

searching and using Alternative medicine 19 19.2

Disease 18 18.2

Health behavior 17 17.2

No difficulty 23 23.2

Frequently used  tools Computer 57 57.6

for searching the Internet Mobile(Smart) phone 41 41.4

health information Tablet PC 1 1.0

Frequently used web  Social network services 34 34.3

pages for searching News 21 21.2

the Internet health Cafe 17 17.2

information Institutional sites 17 17.2

Blog 10 10.1
Multiple responses

<Table 2> The characteristics about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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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eriods of using Less than 3 years 22 22.2

the internet 3 to 6 years 12 12.1

More than 6 years 65 65.7

Hours of using the ≦ 1 hour 51 51.5

internet per day 1 <  ≦2 hours 25 25.3

> 2 hours 23 23.2

Numbers of days  Less than 3 days 36 36.4

using the internet 4 – 6 days 30 30.3

for a week 7 days (everyday) 33 33.3

3) 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기간은 ‘3년 미만’ 22명(22.2%), ‘3년 이상 6년 

미만’ 12명(12.1%), ‘6년 이상’에 65명(65.7%)로 과반 수 이

상이 응답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이하’ 51명(51.5%),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5명(25.3%), ‘2시간 초과’ 23명(23.2%)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날은‘3일 이하(36.4%)’, ‘4일

에서 6일’ 30명(30.3%), ‘7일(매일)’ 33명 (33.3%)이었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terne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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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노인의 건강 행위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노인의 건강 행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점수의 평균은 

총점 40점 만점에 29.99점(SD=4.68)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 당 5

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은 Table 4와 같다. 각 질문 항목 당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3.92±.63점으로 ‘나는 인터넷에서 유용한 

건강관련자원을 어디에서 찾는지 알고 있다’였으며, 가장 낮은 평

균 점수는 ‘ 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질 낮은 건강관련자원과 질 높

은 건강관련자원을 구별할 수 있다’에서 3.52±.77점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평균 

17.17±2.54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점 만점에 평

균 9.92±1.93이었다. 컴퓨터 불안은 28점 만점에 평균 

14.36±3.65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 행위 척도는 역코딩을 시

행하여 분석하였으며, 60점 만점에 48.38±5.6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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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9)

Categories
Number 

of questions
Range Mean±SD

eHealth literacy 8 8-40 29.99±4.68
I know what health resource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1-5 3.81±.75

I know where to find the Internet to 

answer my health questions
1-5 3.82±.73

I know what health resource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1-5 3.84±.63

I know how to use the Internet to answer 

my questions about health
1-5 3.92±.63

I know how to use the health

information I find on the Internet to help 

me

1-5 3.83±.66

I have the skills I need to evaluate the 

health resources I find on the Internet
1-5 3.66±.69

I can tell high quality health resources 

from low quality health resources on the 

Internet

1-5 3.52±.77

I feel confident in us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to make health decisions
1-5 3.61±.83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5 5-25 17.17±2.54

Subjective

health status
3 3-15 9.92±1.93

Computer anxiety 4 4-28 14.36±3.65

Health Behavior 16
16-6

0
48.38±5.65

<Table 4> The eHealth literacy,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uter 

anxiety, and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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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

학력에 따라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각 구간의 대상자 수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Scheff 사후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기

간에서는 3년 이하의 집단과 6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집단과 서

로 차이가 있는 것(6.843, =.002)으로 나타났다 하루를 기준

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 비교에서는 1시간미만 사용자 집단과 2시간 

이상 사용자 집단과 서로 차이가 있는 것(3.183, =.046)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 비교에서는 3일 

미만 사용자 집단과 7일(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과 서로 차

이가 있는 것(3.266, =.04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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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9)

eHealth literacy

Characte

ristics
Categories Mean±SD t/F  Scheff

Gender Male 30.11±4.79
.281 .779

Female 29.84±4.59

Age 65-69 29.13±4.46

.851 .43070-74 30.62±4.39

75-84 30.03±5.24

Highest 

education 

level

Below university 

graduate
29.85±4.82

.284 .864University graduate 30.31±4.55

More than graduate 

school 
29.48±4.93

Periods 

of using 

the 

internet

≦ 3 years 27.00±4.96

6.843 .002 a<c3<  < 6 years 29.83±3.33

≧ 6 years 31.03±4.40

Hours of 

using the 

internet 

per day

Less than 1 hour 29.16±5.33

3.183 .046 a<c1 to 2 hours 29.80±3.24

More than 2 

hours
32.04±3.90

Numbers 

of days 

using the 

internet 

for a 

week

Less than 3 days 28.61±4.79

3.266 .042 a<c4 – 6 days 30.07±4.42

7 days

(everyday)
31.42±4.47

 <0.01, <0.05

<Table 5> The difference of eHealth liter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internet u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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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노

인의 건강 행위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노인의 건강 행위 정도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정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인

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621, =.000), 주관적인 건강상태

(=.412, =.000), 건강행위(=.337, =.001)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컴퓨터 불안(=-.312, =.002)과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인 건강상태(=.278, 

=.005)와 양의 상관관계, 컴퓨터 불안(=-.205, =.042)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컴퓨터 불안(=-.216, =.032)

과 음의 상관관계, 건강행위(=.285, =.004)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컴퓨터 불안은 건강행위(=-.290, =.004)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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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alth

literacy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uter

anxiety

Health

Behavior



eHealth

literacy
1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621 

(.000)
1

Subjective 

health status

.412 

(.000)

.278 

(.005)
1

Computer 

anxiety

-.312
 

(.002)

-.205


(.042)

-.216


(.032)
1

Health 

Behavior

.337 

(.001)

.177

(.080)

.285 

(.004)

-.290 

(.004)
1

 <0.01, <0.05

<Table 6> The correlation among eHealth literacy,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uter anxiety and health behavior                   (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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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근거하여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건강 행위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 기틀에서 매개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주관

적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가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1) 회귀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컴퓨터 불안,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가 건강 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정규성과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결합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결합의 다변량 

정규성은 Mardia’s test로 검정하였다. 종속변수 왜도는 -.169로 

절대값이 3이내이고, 첨도는 -.252로 절대값이 7이내이므로 정규

성 가정을 만족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 –

Watson지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로 검정하였다. 

Durbin-Watson 지수 값으로 1.897이 도출되어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수입은 VIF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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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variables affecting Health behavior

Item    

Subjective health status .285 .082 .368 .006 

eHealth literacy .344 .118 .270 .044

Gender(Female) .495 .245 .335 .003 

          

 <0.01, <0.05

15.971(수입_조금 어려움), 16.768(수입_어렵지 않음)으로 도출되

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독

립변수의 VIF 지수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

이 없다.  따라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은 잔차 분석

(residual test)으로 실시한다. 잔차분석은 표준화된 잔차

(standarized residual)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

정과 Breusch-Pagan test의 잔차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다.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성(Z=.691, =.726 >.05)과 등분

산성(chi-sq=13.114, =.518>.05)을 만족한다. 즉, 잔차는 정규

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므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주관적인 건

강상태, 성별 여성은 종속변수인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368, =.006)가 가장 크게 영

향을 주었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270, =.044), 성별_

여자(=.335, =.003)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을 때, 22.1%의 설

명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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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검정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하

고, Baron&Kenny(1986)의 조절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

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

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694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므

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 =.407, <.001)이 높을

수록 건강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건강정보 이

해능력이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1.3%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521, 

=.091>.05)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130, 

=.630>.05)는 결정계수가 2.8%p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나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를 증진하는 것을 조절하는데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는 결정계수가 0.2%p 증가하였으나 이는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효과 검정 결과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효

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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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ontrol effect of attitud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n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tep 1 Step 2 Step 3

     

Constant 36.189 37.536 37.160

eHealth

literacy()
.407 .337   .362 .300 .370 .306

Subjective

health 

status()

-.130 -.059 -.149 -.067

Attitude

towar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

.521 .178 .473 .162

 ×  .008 .022

 ×  .019 .032

      .113   .141 .143

∆  .028 .002
  <0.001,  <0.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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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의 수행 정도를 파

악하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위와의 상관성 및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노인층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한  건강행

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약 80%가 4년제 대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 만족

도 연구의 분석 결과인 대졸 이상자의 비율(박태열과 황지영, 

2010)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사용

에 대한 연구의 분석 결과의 중졸 및 고졸 이하 대상자의 비율(박

수진, 2008)에 비해 본 연구의 중졸, 고졸 이하 학력자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자 집단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연령대의 연구 대상자 집단에 비해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한편 동일 지역의 대상자 집단인 서울시 서초구 소재 

경로당 이용자들이 참여한 권혜진과 신경주(201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과 유사하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색을 보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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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위치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지역적 특

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 사용 경험의 특성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

을 사용했던 기간이 길고, 하루를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이 많고, 일주일 기준으로 이용 일수의 빈도가 높은 대상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 집단에 비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동진 등(2013)의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

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의 인터넷 이용 빈도가 높게 보고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을 이용했던 기간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다루는 기술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경험이 인터

넷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대상자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총점 평균은 장선주 등

(2018)의 연구 결과에서 청년 210명의 30.24(SD=4.61)점과 노

인 187명의 30.91(SD=4.61)점과 Chung과 Nahm의 연구(2015)

에서 866명의 노인에게 측정한 30.94(SD=6.00)점에 비해 조금 

낮게 측정되었지만 총점 평균이 29점 이상이므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높은 편에 속한다(Arcury et al., 2018). 연구 대상자

들의 높은 학력 수준이 반영되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질병’, ‘치료 방법’과 ‘진단 방

법’, ‘약품’의 순서로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고, 이 중에서도 ‘질병’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

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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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측정하였던 장선주 등(2018)의 연구에서도 ‘질병’에 대

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주된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며, 평

소에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고 관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건강 관련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건강 관련 정보는 ‘치료방법’과 

‘진단 방법’ 순서였다. 특히 건강 정보 중, ‘치료 방법’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검색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을 통해 추후 노인의 인터넷 건강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검색 수업 내용

의 구성에 ‘치료 방법’이라는 주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각 문항 중에서 ‘나는 인터넷에서 

유용한 건강관련 자원을 어디에서 찾는지 알고 있다.’항목의 점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질 낮은 건

강관련 자원과 질 높은 건강관련 자원을 구별할 수 있다.’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아, 본 연구 대상자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질 평가 활

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선주 등(2018)

의 연구와 Chung과 Nahm의 연구(2015)에서는 공통적으로‘나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었다. 그리고 

장선주 등(2018)의 연구에서는 ‘나는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의 항목에 가장 낮

은 점수가 나왔다. 본 연구와 Chung과 Nahm의 연구(2015)에서는 

건강 관련 자원의 질 평가에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는 최근 

1개월간 건강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대상자들이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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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건강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이 비교적 낮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에 앞서 최근 1개월간 건강 정보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는, 즉 평소

에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찾아본 건강 정

보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보의 검색과 활용이 어려웠는지를 질문하

여 사전에 대상자의 요구도를 파악한 후, 교육 내용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로는 컴퓨터

(57.6%)가 휴대전화(스마트폰; 41.4%)보다 조금 더 선호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선주 등(2018)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이용보

다 집에서 건강정보 검색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휴대전화가 휴대하기 용이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검색이 편리

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노인들에게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보다는 컴

퓨터의 큰 화면이 건강 정보를 검색하기에 보다 편안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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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인터넷 건

강정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건강상태, 컴퓨터 불안, 

노인의 건강 행위 정도와의 상관관계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

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컴퓨터 불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인터넷 건

강정보 이해능력과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는 서로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인터넷 건강정

보에 대해 갖는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박동진 등(2013)

의 연구 결과와 임우령 등(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한 대상자에 비해 효율적

으로 인터넷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 건강상태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성심 등(2017)의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대상자일

수록 평소에 인터넷 건강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주

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컴퓨터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 & Dinitto(2013)의 연구에서 이메일 교환 

등의 컴퓨터 작업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일수록 인터넷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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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보 이해능력이 더 낮게 측정된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인터넷 건

강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기본적인 컴퓨터 활

용능력이 높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건강 행위의 수행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진 등(2013)의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는 건강 행위와 

인터넷 건강 정보의 지속적 이용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평소에 인터넷 건강 정

보를 활용하며 건강 행위를 하는데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대상자의 건강 행위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이 높을수록 건강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

으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건강행위의 수준도 

높게 나타난 정정희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인터넷 건

강정보 이해능력 또한 건강 행위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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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행위는 의료진이나 주변 지인 

등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 받는 행위에서 나

아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에 해당한다(Suziedelyte, 2012; Moreland, French, & 

Cumming, 2015; Dutta-Bergman, 2004). 인터넷 건강 정보 이

해능력이 낮은 대상자는 인터넷 건강 정보의 습득이나 이를 이해하

고 활용하는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에 대한 문제와 

궁금증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고 능동적으로 건강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 정보의 격차나 건강 행위의 불이행을 가져올 수 있

다(이성심 등, 2017). 평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인터넷 건강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인터

넷 건강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

식이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 시도로 이어져 건강 행위를 잘 

하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행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심 등(2017), 하지연(2015)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

강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김영숙, 2002)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노인이 남성에 비해 건강행위의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승희(2013)의 선행연구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의 건

강 행위 측정 항목 중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 관련 습관에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조절 회귀 분석 결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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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LS 모형을 기반으로 수정한 본 연구의 이론

적 기틀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

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만,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조절변수로서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와 조절 효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알

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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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노인 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집단은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

적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

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식은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설문

지에 응답하거나 연구자가 읽어주는 문항에 응답이 가능한 일부 노

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인지 및 정신 장애 또는 신체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설문 응답에 제한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 행위 도구는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

한 건강행위를 묻는 것이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일

반적인 건강 행위를 묻는 도구이다. 인터넷 건강 정보를 직접 활용

한 건강 행위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하여 노인의 건강행위 측정 

도구를 사용 하게 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후 연구를 

통해 인터넷 건강 정보를 활용한 건강 행위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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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건강 관련 정

보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며 설문 

권유 시, 인터넷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측정 도구는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역할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에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사전에 측정하여 대상자 

집단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능력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

램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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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행위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

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노인층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한 

건강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서울특별시 소재의 일개 노인 종합 복지관에 등록하고 최근 1개월 

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총 99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연구책임자가 직

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일은 2018년 7월 16일, 17

일, 18일, 20일로 총 4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ver.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시내의 일개 노인 종합 복지관의 만 65세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총점 40점 만점에 29.99점, 5점 척도 만점  

   에 평균 3.75점이었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3.92점이 나왔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이  

   낮음과 높음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3.52점으  

   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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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인 연령 그룹별, 성별, 교육 수준에 따  

   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3)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경험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

해능력의 차이는 인터넷의 사용 기간이 긴 집단이(p=.002), 하

루 평균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이(p=.046), 일주일 기준

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수가 많은 집단이(p=.042) 인터넷 건

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 

4)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인 건강상태(r=.412,    

p=.000),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r=.621, p=.000), 건강

행위(r=.33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건강상태(=.082, =.006)가 좋을수록, 인터넷 건강

정보 이해능력(=.118, =.044)이 높을수록, 성별_여자(

=.245, =.00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인터넷 

건강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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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만 65 세 이상 노인 대상자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추후 

간호학적 연구 방향과 임상 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일개 노인 종합 복지관에 등록한 만 

65 세 이상의 노인 중 최근 1 개월 이내에 인터넷 건강정보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며 대상자 

집단에는 사회, 경제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보다 

다양한 지역과 많은 기관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만 65 세 이상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행위를 파악하고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의 관계를 사정하는 반복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도구의 세부 항목 중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평가 부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어 추후 연구로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평가가 어려운 

장애요인을 사정하고 질 평가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할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 건강 정보의 질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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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본 연구 결과와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경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인터넷 사용 빈도와 인터넷 검색 

시간을 장려하여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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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s in elderly people

Hyunju Ry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Sunju, PhD, RN

Korea's internet penetration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s of July 2017, 99.5% of all households in Korea 

have access to the internet. Moreover, the proportion of 

internet user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years 

is increasing annually. A plethora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thus, it becomes 

important to evaluate the quality of such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ase of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Henc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bil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understand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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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ne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basic data 

to promote the health behaviors of the elderly.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s in elderly people. The 

samples population for this research comprised individuals 

who had enrolled in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and 

were ≥65 years. The research was aimed at elderly 

individuals who searched the internet for health information 

within the past 1 month. In July 2018, a total of 99 elderly 

people were recruited for this research.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normality test was 

performed using the Shapiro-Wilk tes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Post-tes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cheffe test, and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was calculated using Cronbach's alpha value.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Health literacy, 

computer anxiet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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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on health 

behavior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research, a regul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liability of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regulates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on 

health behavior. The results are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ability of the elderly to understand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was 29.99 points from a total of 40 

points. Among 10 items, the highest average score was 3.92 

points for finding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he 

lowest average score was 3.52 points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Second,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ability of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ge group, sex, and 

education level, which encompa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ur subjec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e-Health literacy differ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internet users'. The group of subjects who maximally used 

the internet, i.e., prolonged and more frequent use of the 

internet per day, had higher e-Health literacy than the 

groups who minimally used the Internet. Fourth, e-Health 

literac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behaviors of subjects. Fifth,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on health behavior was greater depending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understanding of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of each subject; furthermore, wom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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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engaged in health behaviors than men. However,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ffects on 

health behaviors.

In this research, it was found that e-Health literacy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health behavior 

as well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basic data, 

which can be used while planning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keep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in 

mind.

Keywords : e-Health literacy, health behavior, elderly 

people, internet-based health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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