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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보건소의 무료건강검진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정

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비수검자의 검진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B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 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2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2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주관적 건강지각 3문항,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및 만족도 12문항, 건강증진행위 측정 35문항 총61문항으로 이

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산술평균과 표

준편차, t-test, ANOVA, paired t-test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전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전체평균 2.58점

(4점 척도)이었고,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역은 양(평균 2.83점)이었고, 

가장 낮은 역은 스트레스 관리(평균 2.27점)이었다.

 2)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후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전체평균 2.73점

(4점 척도)이었고,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역은 양(평균 2.93점)이었고, 

가장 낮은 역은 스트레스 관리(평균 2.3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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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들의 건강검진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량은 5.03점 증가 하 으며 

운동과 건강책임에 점수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 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차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역중 운동 과 관련하여 성별

(t=2.12, p<0.0349)과 연령(t=3.05, p<0.049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현재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예방적 조치는 

무료건강검진제도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건강검진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노인건강검진을 지양하여 상담과 보건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이 건강관련행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핵심 되는 말 : 보건소, 건강검진,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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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65세 이  

상 노령인구는 2000년에 7.2%이며 향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가 빠른 속

도로 진전됨에 따라 2019년 14%, 2026년 20%를 상회할 전망이며 2030년 

80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00년보다 5.3배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01).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노령화가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충분한 적응과정 없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문옥륜, 

1995) 특히, 다양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의 부담이 중요

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비 부담을 과

중시키며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보건 및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노

인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김정순, 2001; 김 숙, 

2002).  

노인의 건강은 당사자인 노인 개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

하는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노인인구가 날로 증

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한 노인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

에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Ferrini, Eldelstein & 

Barrett-Connor, 1994).  따라서, 노인의 건강문제는 치료적 차원에서 탈피

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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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중의 하나로 질병 조기발견, 건강관리 행태의 교정,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다(천경수, 오미경, 신 전, 1999; 

이정양, 2000). 

예방적 건강행위의 하나인 건강검진서비스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건강

위험요인을 지적해줌으로써 다른 예방적 건강행위(금주, 금연, 식이요법, 

운동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이정양, 2000). 

현재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예방적 조치는 

무료건강검진제도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무료건강검진제도 역시 

치료대책의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윤경옥, 1993). 즉, 노인 

건강검진 후 건강 이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사후 조치 없는 건강검진이야말로 형식에 그치

는 것이므로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을 시행함에 있

어 질병의 조기발견이라는 주 목적 외에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

련행동을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천경수 등, 1999). 또한, 보건소 노인보건사업 중 건강검

진 수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이 건강증진행위 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보건소 노인보건사업 대상자인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건강증진행위는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 건

강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지니고 있다는 것

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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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1998).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B시에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

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들 대상

으로 한 건강검진이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 변화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

고, 향후 노인들을 위한 질적인 건강검진사업을 개발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자료 제작 및 건강검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를 제시하여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지각,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상자들의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을   

       파악한다.

다. 노인건강검진 전후의 건강증진행위 변화를 파악한다.

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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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건강검진  

1) 이론적정의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에 유해한 요인을 발

견하고 초기단계에서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김응석, 최은진, 유승흠 등, 1997). 이는 수검자 본인

이 느낄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지만 실제로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

로 가능한 한 간단한 검사방법을 동원하여 질병을 찾아내고 조기에 치료함

으로써 그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검진이란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의미한다. 

노인 무료건강검진 방법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진 항목은 기본진찰, 키, 체중 등의 체능검사와 당뇨 등 23

종의 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X-선 촬 , 심전도 검사〈부록 Ⅰ〉이며, 년1회 

정기검진 형태로 실시하고 있고,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재검사가 필요

하거나 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 검사 형태로 실시하며, 혈액 정 검사

와 컴퓨터 단층촬 (C-T), 위장조 촬 (UGI), 유방조 촬 (Mammography) 

등의 검사를 의미하며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건강검진에는 건강검진과 검진결과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B시의 노인 무료건강검진은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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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

고 있는 노인건강검진과는 다른 형태이며 경기도 B시 조례에 의거한 건강

검진 내용에 준한다.  

나. 건강증진행위          

 1) 이론적정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같고,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병예방뿐만이 아니라, 안녕유지, 자아실현, 자아성취

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이다(Pender, 1999). 

 2)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의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

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 HPLP)

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가. 건강검진 후 발견된 질환 관리를 위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

했던 대상자는 보건소의 건강검진만으로 건강증진행위가 변화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 6 -

나. 대상자는 연구기간 중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에 한 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노인 전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 B시 노인 건강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 노인건강검진사업

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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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

최근 질병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질병예방의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적 예방(primary prevention)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2차적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일단 감염되었으나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적은 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치료하거나 하는 것이다. 즉, 사람

들이 자각적인 증세를 호소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이나 각종 조기진단을 위

한 검사를 사용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해 내는 것이다. 3차적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질병에 의한 잠재적 향을 최대한 예방하여 불구가 생기는 것

을 예방하는 것과 불구가 되었으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재활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말한다 (김응석 등, 

1997). 

건강검진은 2차적 예방으로써 수검자 본인이 느낄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지

만 실제로는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간단한 검사방법을 

동원하여 질병을 찾아내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그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응석 등, 1997). 즉, 건강검진이란 예방

수단으로서 질병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알맞은 건강관리 및 지도

를 통해 건강유지 및 증진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안윤옥,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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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 경우도 198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성행하기 시작하 는데 각 개개인의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의학의 소개와 함께 1988년 이정권 등은 ‘한국인을 위

한 정기 건강진단과 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생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 고, 1990년대 초부터는 각 개개인의 생활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사 또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재인용 : 조비룡, 1996).

보건소의 생의 주기별에 따른 건강검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유아 건강검진, 조기 시력검진, 보육시

설 어린이 건강검진, 청소년대상 체지방검사 및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여학생 빈혈검사, 임산부 건강진단, 만40세 이상 국가암검진사업, 

노인의 건강을 위한 노인건강검진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발견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하여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는 생후 48시간 이후 7

일 이내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요 검사를 실

시하는 유아 건강진단이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은 3세, 6세 

유아에게 실시한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대상

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요충검사를 하는 보육시설 건강검진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만과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체지방측정 및 성

인병검진을 청소년 건강검진 형태로 실시하며,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빈혈검사도 청소년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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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신등록 즉시 실시하는 임산부 건강

검진이 있으며 임신초반기, 중반기, 말기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만40세 이상을 대

상으로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국가암관리 정책을  총

괄한 암관리과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에 설치하여 국가적인 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

궁경부암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

층을 30% 까지 확대하여 2005년까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

궁경부암)에 대한 국가적인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또한, 정부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정부보건사업의 한 형태인 노인건강검

진이 실시되고 있다. 노인건강검진 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 

서비스에 속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1983년 이래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김희주, 1991).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건강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01년 통계(www.mohw.go.kr)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320여만 명 중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389,434명에 불과하

여 전체노인의 12.1% 밖에 되지 않았고, 김정순(2001)의 연구에서도 전체 

노인의 15.8%만이 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매우 낮은 검진율을 보

으며, 우리나라 현재 노인 건강검진제도는 거의 형식에 불과한 형편이며, 

검진에서 질병을 발견하 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미비한 편이고 추후 건

강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노인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하고 있다(윤경옥, 1993; 

노인병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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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사업으로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노인들을 계속 관찰․검진하여 치료에 이르도록 특별한 조치가 강

구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교육과 상담의 실시를 임의로 

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강제로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 복, 1994). 

  

2. 건강증진행위

최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 향상,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증가됨에 따라 평상시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건강유지에 중요하고, 질병

을 예방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는 견해가 보고

되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다(Pender 등, 1986). 

건강증진은 1974년 캐나다의 Lalonde Report와 1979년 미국에서 발표된 

Surgeon General's Report : Healthy People에서 처음 유래되었다.  건강증

진의 개념을 살펴보면 적극적 건강(positive health) 향상을 위한 1차적 예

방수단으로 제한하는 협의의 건강증진과 1차적 예방수단 외에 질병위험 요

인의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2차적 예방수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건강증진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및 활동

능력이 발휘되는 건강상태를 말하며, 이와 대칭이 되는 부정적 건강은 불 

건강(ill health)으로 아픔이나 질병이환 등 원하지 않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O'Donnell(1986)은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적절한 건강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양식을 변화하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다.”라고 하

으며, 미국 정부의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전략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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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Health People 2000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적․환경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중재와 

보건교육의 결합이 건강증진이라고 정의하 다(곽민선, 2002). 

미국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목표설정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건강증진, 예방보건서비스, 건강보호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건강증진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양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및 개인의 수단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에 향을 

미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흡연, 알코올 및 약물남용, 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5가지 건강행위를 제시하고 있다(이주열, 2000).

건강에 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환경요소들과 개인 생활양식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지식습득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습관을 관리하는 자기건강관

리 능력이 필요하다(이주열, 2000; 남정자, 최정수, 박인화 등, 2000; 이승은, 

2001). 

건강증진은 개인을 중심으로 치료를 위주로 하는 접근방법의 한계에 대

한 인식, 만성퇴행성질환의 만연, 건강행동의 형성과 유지에 사회적 환경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의 공중

보건, 질병예방 및 보건교육 등의 개념에 비하여 새로운 개념이다(윤순녕, 

이상순, 이흥자 등, 2000).

노인이 겪는 만성질병들은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양식(lifestyle)으로 산다

면 예방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Speake, Cowart, 

& Pelle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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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1981)은 건강행위 부분에서 만성질병과 불구가 될 위험요인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양식(lifestyle)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 고, 건강은 

질병발생 후 제공되는 의료의 질보다는 생활양식에 의해서 결정되며 근래

의 급성질병에서 만성질병으로의 질병패턴 변화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Fry, 1987).

노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

는 시기로서, 신체 기관의 활동력 감퇴,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심리적 변

화, 기억력 장애와 정신적 능력의 감소, 신체 조직의 생리학적 변화 등은 

노인 각 개인이 신체적 활동과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연령층보다도 건강요구가 크며, 

이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내용에 질환의 위험인자 

제거,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사망률의 감소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효과면 에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

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한사람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및 보건학적 특성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태도에 향을 주며 이것은 다시 그 사람

의 건강행위와 연결되어지게 된다 (천경수 등, 1999).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일상생활양식 중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음주, 흡

연, 안전등 식생활습관행위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다(Kulbok & Baldwin, 

1992). Walker, Sechrist & Pender(1987)는 건강증진생활양식 척도(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  HPLP)를 개발하 고, 이 척도는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양, 대인관계지지, 스트레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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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6개요인의 하부 역으로 구성된다(은 , 구미옥, 1999). 

우리나라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Walker, Sechrist & Pender(1987)의 도

구를 사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표지숙(1992)의 연구에서는 건

강증진행위는 평균2.46점 (4점 척도)이고 가장 높은 건강증진행위 역은 

대인관계(평균 2.82점)이며 양, 자아실현, 스트레스관리, 건강책임 순이며 

가장 낮은 역은 운동(평균2.01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송 신

(1997)의 연구에서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2.63점(4점 척도)이며 대인관계

지지(평균3.34점) 자아실현, 양, 스트레스관리, 건강책임 순이며 가장 낮

은 역은 운동(평균2.01점)이었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로는 Padula(1997)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교육, 내적통제위, 사회적지지

가 31%정도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 다. 표지숙(1992)의 연구에서는 노인

들의 건강증진행위는 내적통제위, 타인의존통제위와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

계이고, 우연통제위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 고,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

육수준, 용돈액수, 동거현황, 직업유무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하 다. 송 신 등(1997)은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은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 월평균용돈,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강인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 으며 건강증진행위를 자기 투입성, 자가 효능감, 월 평균용돈으로 

약25%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또한 박은숙 등(1998)은 노인의 건강

증진행위와 내적통제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질, 건강개

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변수들이 건강증진행위를 42%정도 설명한다

고 보고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측정은 주로  Walker, 

Sechrist & Pender(1987)의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건강증진행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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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에서는 대인관계지지, 양 등에서 잘 수행하 으며 운동 역의 수

행이 가장 낮았다. 노인의 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통제

위, 자기효능, 자아존중감 등의 인지지각요인과 교육수준, 건강상태의 지각 

등이 지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대중매체 및 건강교육 등의 보건교육 변수를 매개로 한 건강증진행

위의 변화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서인선, 2000).

노인의 만성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좋은 

건강관리습관과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예

방대책이고 차선책이 질병 발생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공급체제 확

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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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의 노인건강검진이 건강증진행위 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보건소에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구기간 중 

보건소를 내소한 만65세 이상 노인 278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 다.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2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1차, 2차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 고, 1차 설문조사는 2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

으며, 2차 설문조사는 3월 12일에서 4월 23일까지 일․공휴일을 제외한 

65일간 실시하 다.  

1차 설문조사는 노인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소한 278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 으며, 2차 설문조사는 1차 검진 결과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보건교육

을 받고난 1개월 후에 224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2차 설문 참여율은 

80.6% 이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자 1명 등 2명이 실시하

으며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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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형태, 동거형태, 월 가구소득, 용돈, 건강보험 

형태를 조사하 다.

 2) 주관적 건강지각 측정도구

Ware 등(1978)이 개발한 ‘건강상태지각 측정도구’를 박인숙(1995)이 번

안하여 만든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은 3문항

으로 구성되며, ‘어르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같은 연령에 비교한 건강상태’ 

질문에 대해 ‘매우 좋다’에 5점, ‘좋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나쁘다’에 

2점, 그리고, ‘매우 나쁘다’에 1점을 배정하 고 ‘어르신의 건강상태의 일상생

활 수행방해 정도’에 대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에 5점, ‘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에 4점, ‘약간 방해가 된다’에 3점, ‘대체로 방해가 된다’에 2점, 

그리고, ‘상당히 방해가 된다’에 1점을 배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 측정도구

김희주(1991)가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다. 노인 건강검진 인식정도는 건강검진의 필요성 등 7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결과 및 관리방법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 등 5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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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 다. 

 4)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lker, Sechrist & Pender(1987)

가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 HPLP)를 박계화(1995)가 번안한 것을 연구자가 노인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1) 양(nutrition) : 식사습관과 음식선택을 평가하기 위한 6문항

(2)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 스트레스 원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조절방법을 사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5문항

(3) 대인관계 지지(Interpersonal support) :  친교와 친 감이 있는 관계

를 유지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6문항

(4) 운동(Exercise) : 규칙적인 운동생활 유지를 평가하기 위한 2문항

(5) 건강책임(Health responsibility) :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는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

하는지를 평가 하기위한 11문항

(6)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 : 일상적 생활에 낙관적이며 행복감을 

느끼며 오락과 취미 활동을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5문항

총 35문항을 6개 역으로 구성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최소 35점부터 

최대 1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Walker 등(1987)이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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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박계화(1995)의 연구에서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계수는 0.88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다.

나.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지각, 건강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다.

다. 대상자의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다.

라. 노인건강검진 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를 paired t-test로 구하 다.

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건강검진 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의 차이를  t-test와 ANOVA로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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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동거형태, 

월 가구소득, 용돈, 직업, 보험형태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노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 98명(43.7%), 여자 126명

(56.3%)이었으며, 연령분포는 65-74세가 81.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75-84세 16.9%, 85세 이상 1.8%이었다.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졸업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1.0%, 무학 19.2%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대상자의 75.5%가 배우자

가 있었으며, 무배우자가 24.5% 이었다.  

종교는 69.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연구대상자의 종교의 유형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이었다. 동거형태는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가 

43.7%, 기혼․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8.9%, 혼자 사는 노인은 

13.4% 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50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51-100만원이 29.9%, 101-170만원이 15.6%, 171만원 이상이 22.8% 순 

이었다. 용돈은 5만원 이하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6-10만원이 28.1%, 

11-20만원이 21.9%, 21만원 이상 17.4%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88.4%가 직업이 없었으며, 직업 있는 경우, 직종으로는 경

비직이 가장 많았으며, 농사, 노동, 부동산운  순이었다. 보험형태는 의료

보험이 94.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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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4

항 목 구 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 98   43.7

여 126  56.3

연령 65-74세 182  81.3

75-84세 38   16.9

85세 이상 4    1.8

학력 무학 43   19.2

초등졸 83   37.0

중졸 40   17.9

고졸 47   21.0

전문대졸이상 11   4.9

결혼상태 유배우자 169  75.5

무배우자 55   24.5

종교 불교 49   21.9

기독교 71   31.7

천주교 35   15.6

없다 63   28.1

기타 6    2.7

동거형태 혼자산다 30   13.4

노인부부 98   43.7

기혼자녀와 함께 47   21.0

미혼자녀와 함께 40   17.9

기타 9    4.0

월 가구소득* 50만원이하 71   31.7

51-100만원 67   29.9

101-170만원 35   15.6

171만원이상 51   22.8

용돈 5만원이하 73   32.6

6-10만원 63   28.1

11-20만원 49   21.9

21만원이상 39   17.4

직업 있음 26   11.6

없음 198  88.4

보험형태 의료급여 13   5.8

의료보험 211  94.2

계 224 100.0

* 가구원 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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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지각 및 건강관련 특성

 가. 주관적 건강지각 

 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지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

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건강지각은 5점 만점에 평균2.51(±0.87)

점으로 ‘나쁘다’ 113명(50.4%), ‘보통이다’ 57명(25.4%) 순이었으며, 같은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의 주관적 건강지각은 평균2.83(±0.99)점으로 

‘나쁘다’ 78명(34.8%), ‘좋다’ 63명(28.1%) ‘보통이다’ 62명(27.7%) 순이었다. 

건강상태의 일상생활 수행방해 정도는 평균3.14(±2.79)점으로 ‘약간방해가 

된다’ 89명(39.7%) ‘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82명(36.6%) 응답하 다.

<표 2> 주관적 건강지각

n=224

항 목 구 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건강지각

매우좋다 1(0.5)

2.51±0.87

좋다 36(16.1)

보통이다 57(25.4)

나쁘다 113(50.4)

매우나쁘다 17(7.6)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의

주관적 건강지각

매우좋다 5(2.2)

2.83±0.99

좋다 63(28.1)

보통이다 62(27.7)

나쁘다 78(34.8)

매우나쁘다 16(7.2)

건강상태의 일상생활 

수행방해 정도

전혀방해가되지않는다 6(2.7)

3.14±0.93

대체로방해가되지않는다 82(36.6)
약간방해가된다 89(39.7)
대체로방해가된다 32(14.3)
상당히방해가된다 15(6.7)

계 2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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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관련 특성

대상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표 3〉은 평균 1.7개 이었고, 고혈압이 

105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절염 및 골 근육계질환이 96명(42.9%)

이었고, 소화기질환(18.3%), 당뇨(14.3%) 순으로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3> 보유질병 현황 

n=224

항 목 구 분 실수 백분율(%)**

보유질병현황* 고혈압 105  46.9

폐결핵기타흉부질환 9    4.0

당뇨병 32   14.3

고콜레스테롤혈증 13   5.1

간장질환 6    2.7

B형간염보균자 2    0.9

빈혈증 5    2.2

신장질환 7    3.1

심장질환 13   5.8

암 2    0.9

소화기계질환 41   18.3

관절염및골근육계질환 96   42.9

뇌졸중 9    4.0

기타 39   17.4

* 중복응답 

** 224명에 대한 백분율

조사 대상 노인의 현재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금연이 대상자의 75.5%로 

가장 많았으며, 절주(60.7%), 정기적인 투약관리 (46.4%) 순이었다. 또한, 

건강정보 습득 방법으로는 텔레비젼 67.9%, 병원․약국․보건소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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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나 상담이 25.0% 이었다. 지난 한달간 치료받은 경험은 72.8%가 있다

고 응답하 으며 치료받은 기관으로는 의원(60.1%), 보건소(29.5%), 병원

(6.1%) 순이었다.<표 4>

<표 4> 현재 건강관련 특성

n=224

항 목 구 분 실수 백분율(%)***

현재 건강관리 체중조절 42   18.8

방법* 금연 169  75.5

절주 136  60.7

규칙적인운동 76   33.9

8시간이상수면 44   19.6

식이요법 22   9.8

식습관의조절 30   13.4

정기적인투약관리 104  46.4

스트레스해소노력 57   25.5

기타 12   5.4

건강정보 습득 텔레비젼 152  67.9

방법* 라디오 9    4.0

신문,잡지 29   13.0

자료,상담 56   25.0

이웃,친구대화 28   12.5

기타 2    0.9

지난 한달간  있다 163  72.8

치료받은 경험 없다 61   27.2

치료받은 기관** 병원 10   6.1

의원 98   60.1

보건소 48   29.5

한의원 7    4.3

* 중복응답 

**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163명에 대한 치료기관

*** 224명에 대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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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 

  가.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노인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93.8%가 ‘필요하다’로 응답하 으며, 노인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는 89.3%가 ‘알고 있었다’로 응답하 다. 노인 

무료건강검진에 대해 알게된 정보경로는 ‘보건소연락’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26.0%가 ‘본인이 직접 알아봤다’로 응답하 고, 친구․친지․이웃

권유가 13.5% 이었다.

노인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0.7%가 ‘없다’로 응답하 으며, 

검진 받은 대상자 88명중 검진 받은 횟수는 1회 82.9%로 가장 많았으며, 

2회 12.5%, 3회이상 4.6% 이었다.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로는 63.8%가 ‘무료이기 때문’으로 

응답하 으며, ‘검진결과에 대한 믿음이 가서’ 17.0%, ‘시설․장비가 좋아서’ 

8.0% 순이었다.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이점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50.4%, ‘정기적 건강

관리에 도움’ 28.1%, ‘경제적 부담감소’ 15.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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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n=224

항 목 구 분 실수 백분율(%)

건강검진 필요성 필요하다 210 93.8

모르겠다 14   6.2

노인무료검진 알고있었다 200  89.3

에 대한 정보  모르고있었다 24   10.7

노인무료검진에 보건소연락 82   41.0

대한 정보경로* 본인직접알아봄 52   26.0

친구,친지,이웃권유 27   13.5

검진받은사람권유 15   7.5

홍보를보고 4    2.0

  기타 20   10.0

보건소 건강검진 있다 88   39.3

경험  없다 136  60.7

검진 횟수** 1회 73   82.9

  2회 11   12.5

  3회이상 4    4.6

보건소에서 무료 143  63.8

검진받는 이유  검진결과에대한믿음 38   17.0

시설,장비좋아서 18   8.0

  위치가까워서 14   6.3

이용절차간편 9    4.0

  직원친절 2    0.9

검진에 대한 이점 질병조기발견 113  50.4

  정기건강관리도움 63   28.1

  투약처방편리성 14   6.3

  경제적부담감소 34   15.2

* 노인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200명

** 검진 받은 경험 있는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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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건강검진 결과 및 관리방법 

노인건강검진 결과 및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노인건강검

진에서 발견된 질환은 90명(40.2%)이 ‘소변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36.2%), 고 콜레스테롤혈증(11.2%), 빈혈증(10.3%) 순이었다. 

 건강검진 결과 한달후 면담한 발견된 신규질환자 174명에 대해 발견된 

질환의 완치여부 인식으로는 75.9%가 ‘완치될 수 있다’로 응답했으며 ‘완치

될 수 없다’가 2.9%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발견된 질환에 대한 관리방법은 37.4%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자가관리 33.3%, 병원 등에서 정기적 관

리 29.3% 이었다. 

노인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79.0%, ‘매우 만족’ 11.2%, 

‘보통’ 9.8% 이었으며 ‘불만’, ‘매우불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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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인건강검진 결과 및 관리방법

n=224 

항 목 구분 실수 백분율(%)

노인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신규질환*

고혈압 15  6.7

폐결핵기타흉부질환 18  8.0

당뇨병 81  36.2

고콜레스테롤혈증 25  11.2

간장질환 17  7.6

B형간염보균자 6   2.7

빈혈증 23  10.3

신장질환 4   1.8

심장질환 10  4.7

암 4   1.8

관절염및골근육계질환 9   4.0

소변이상*** 90  40.2

발견된 신규질환에  완치될수있다 132 75.9

대한 완치여부 인식** 모르겠다 37  21.2

완치될수없다 5   2.9

발견된 질환 관리 병원등에서정기적관리 51  29.3

방법** 자가관리 58  33.3

관리하지않음 65  37.4

노인건강검진 매우만족 25  11.2

서비스 만족도 만족 177 79.0

보통 22  9.8

불만 0 0.0

매우불만 0 0.0

계 224 100.0

* 중복응답 

** 조사대상자중 질환이 발견된 174명

*** urine dialysis & microscopy examination에서 당, 단백, 유로빌리노겐, 

잠혈이 증가되어있고 WBC, RBC가 증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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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건강검진 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4점으로 표준화한 평균 및 표준편차

는 <표 7>과 같다.

전체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는 140점 만점에 건강검진 전 점수는 평균 

90.46점(±16.85)이었고, 건강검진 후 점수는 평균 95.49점(±15.3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양(t=5.11, p=0.0001), 스트레스관리 

(t=3.62, p=0.0004), 지지적 대인관계 (t=5.21, p=0.0001), 운동 (t=7.12, 

p=0.0001), 건강책임 (t=11.97, p=0.0001), 자아실현(t=4.81, p=0.0001)으로  

나타나 역별로 비교 했을때 건강증진의  모든 하위 역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건강검진 전 건강증진행위 수행 점수를 문항수(35문항)로 나눈 결과 4점 

만점에 2.58점 이었고, 하위 역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양 2.83

점, 지지적 대인관계 2.69점, 건강책임 2.57점, 운동 2.55점,  자아실현 2.54

점, 스트레스 관리 2.27점 순이었으며, 건강검진 후 건강증진행위 수행 점

수는 4점 만점에 2.73점 이었고, 하위 역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양 2.93점, 운동 2.86점, 지지적 대인관계 2.82점, 건강책임 2.74점, 자아실

현 2.66점, 스트레스 관리 2.36점 순이었다.

건강검진 전과후의  건강증진행위 변화량에 대한 하위 별 점수증가

를 비교해 볼때 운동, 건강책임, 지지적 대인관계, 자아실현, 양, 스트레스

관리 순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후 운동, 건강책임 순으로 점수차이가 높아

진 반면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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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건강증진행위 변화

단위 : 평균±표준편차

항 목 구분 검진전 검진후 t값 P-value

건강증진행위 양 16.99±2.55 17.55±2.25 5.11 0.0001

스트레스 관리 11.36±2.41 11.79±2.27 3.62 0.0004

지지적 대인관계 16.11±3.09 16.94±2.93 5.21 0.0001

운동 5.09±1.78 5.72±1.65 7.12 0.0001

건강책임 28.22±3.94 30.17±3.55 11.97 0.0001

자아실현 12.69±3.08 13.32±2.73 4.81 0.0001

총  점 90.46±16.85 95.49±15.38 10.28 0.000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대상자의 양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하루 

3회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t=-2.79, P=0.0057),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t=-2.79, P=0.0057),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무기질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t=-4.71, P=0.000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에서 건강검진후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는 ‘취침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t=-3.39, P=0.0008),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t=-2.06, P=0.0404), ‘잠자리에서 즐거운 

생각을 한다’(t=-2.20, P=0.029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에서 건강검진후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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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대인관계지지와 관련된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

편차는 ‘주위 이웃(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한다’(t=-3.43, P=0.0007),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t=-2.50, P=0.0131),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

을 표현한다’(t=-4.03, P=0.0001),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t=-3.23, 

P=0.0014), ‘가까운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를 의논한다’(t=-5.18, 

P=0.000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에서 건강검진후

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운동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일주일에 3회 정도는 20-30분간 운동을 한다’(t=-5.48, P=0.001),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t=-6.49, P=0.00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에서 건강검진후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건강책임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는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t=-4.37, P=0.0001),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t=-4.62, P=0.0001),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t=-28.23, P=0.0001),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t=-28.23, P=0.000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t=-3.05, P=0.0026),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t=-2.61, P=0.0098),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t=-3.68, P=0.0003), 

‘변을 규칙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t=-5.01, P=0.0001) ‘정상체중을 위해 

노력한다’ (t=-2.83, P=0.0050)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

에서 건강검진후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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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는 ‘일상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t=-4.11, P=0.0001), ‘행복감과 만족감

을 느낀다’(t=-4.28, P=0.0001),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t=-3.43, P=0.0007), 

‘오락․취미활동을 한다’(t=-2.90, P=0.004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의 문항에서 건강검진후의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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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의 차이

n=224

항목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value
검진전 검진후

양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3.80±0.56 3.87±0.40 -1.90 0.0586

방부가 들어 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2.35±0.83 2.35±0.78 -0.11 0.9149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3.66±0.70 3.76±0.52 -2.79 0.0057

포장식품에 있는 양소를 확인한다. 1.89±0.82 1.95±0.80 -1.24 0.2166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2.79±0.75 2.92±0.66 -2.79 0.0057

탄수화물,지방질,단백질,무기질등을
골고루섭취한다.

2.49±0.75 2.70±0.64 -4.71 0.0001

스트레스 취침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1.79±0.83 1.95±0.83 -3.39 0.0008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다
2.46±0.78 2.49±0.70 -0.77 0.4398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2.45±0.75 2.53±0.63 -2.06 0.0404

잠자리에서 즐거운생각을 한다 2.32±0.77 2.42±0.73 -2.20 0.0291

매일 15-20분간 휴식이나 명상시간을

갖는다
2.33±0.82 2.41±0.79 -1.65 0.1004

대인관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한다 2.75±0.70 2.80±0.61 -1.58 0.1153

주위 이웃(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한다 2.78±0.71 2.91±0.62 -3.43 0.0007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2.82±0.65 2.90±0.59 -2.50 0.0131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2.69±0.66 2.84±0.60 -4.03 0.0001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 2.50±0.87 2.65±0.90 -3.23 0.0014

가까운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를

의논한다
2.60±0.75 2.84±0.65 -5.18 0.0001

운동 일주일에 3회정도는 20-30분간 운동을 한다 2.38±1.10 2.68±1.05 -5.48 0.0001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2.71±0.87 3.04±0.79 -6.49 0.0001

건강책임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1.88±0.83 1.88±0.86 0.00 1.0000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2.68±0.72 2.86±0.60 -4.37 0.0001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2.64±1.04 2.85±0.91 -4.62 0.0001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71±0.91 1.72±0.82 -28.23 0.0001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1.70±0.65 2.49±0.70 -28.23 0.0001

술을 안 마시거나 아주적게 마신다 3.41±0.90 3.48±0.84 -1.82 0.0709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3.55±0.91 3.65±0.79 -3.05 0.0026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

다
2.73±0.88 2.86±0.75 -2.61 0.0098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2.71±0.73 2.87±0.72 -3.68 0.0003

변을 규칙적으로 보기위해 노력한다 2.80±0.69 2.97±0.63 -5.01 0.0001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43±0.82 2.54±0.80 -2.83 0.0050

자아실현 나 자신을 좋아한다 2.71±0.70 2.77±0.63 -1.93 0.0546

일상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2.53±0.71 2.67±0.66 -4.11 0.0001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2.51±0.72 2.67±0.68 -4.28 0.0001

나의 장단점을 알고있다 2.73±0.67 2.85±0.58 -3.43 0.0007

오락․취미활동을 한다 2.21±1.05 2.36±0.96 -2.90 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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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노인건강검진 전후 건강증진행위 점

수 차이와 관련된 비교를 보면 <표 9>와 같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동거형태, 월 가구소득, 용돈, 직업, 보험형태별로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하위 역을 비교한 결과 문항중 

운동만이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운동 실행정도가 높았으며(t=-2.12, p=0.0349), 연령별로는 85세 이상, 65-74세, 

75-84세의 순이었다(F=3.05, p=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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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n=224

항 목 구 분
건강증진행위 변화

t/F P-value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4.80±7.00
-0.40 0.6902

여 5.20±7.54

연령 65-74세 5.43±7.23

2.64 0.073775-84세 2.74±7.31

85세이상 8.50±7.51

학력 무학 4.81±7.27

0.21 0.9326

초등졸 5.53±7.54

중졸 5.10±7.59

고졸 4.38±6.50

전문대졸이상 4.50±8.83

결혼상태 유배우자 5.45±7.19
1.50 0.1339

무배우자 1.70±7.28

종교 불교 4.37±5.74

0.60 0.6654

기독교 4.52±7.79

천주교 6.49±9.68

없다 5.16±6.47

기타 6.50±5.05

동거형태 혼자산다 4.47±7.44

1.99 0.0965

노인부부 4.31±6.96

기혼자녀와 함께 5.38±7.43

미혼자녀와 함께 7.59±7.20

기타 1.78±8.56

월 가구소득 50만원이하 4.49±8.15

0.27 0.8466
51-100만원 5.71±8.65

101-170만원 4.90±6.12

171만원이상 5.32±6.47

용돈 5만원이하 5.44±7.98

0.61 0.6075
6-10만원 5.35±7.54

11-20만원 3.58±6.15

21만원이상 5.17±6.98

직업 있음 4.46±6.92
-0.42 0.6753

없음 5.10±7.36

보험형태 의료급여 5.46±6.74
0.22 0.8255

의료보험 5.00±7.35



- 35 -

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그 동안 선행 연구들은 건강증진행위와 인지지각요인과 조정요인을 

포함하여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 으나,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의 일부인 건강검진이 건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 수행시 사용한 방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일개 보건소 만65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검진

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 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소 

노인건강검진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향이라고 확대 해석 할 수 없다. 

또한 B시 노인건강검진사업은 B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대상

이므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한

정된 건강검진과 차별화 되므로 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차이

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월수입 및 월 

용돈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대상자의 정확한 

응답이 아닐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주관적 건강지각은 Ware 등(1978)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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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것을 박인숙(1995)이 수정 개발한 것을 사용하 다. 5점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하여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건강증진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도구로 사용하 다.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에 대한 측정은 김희주(1991)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노인건강검진 수검여부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도구로 사용하 다.

건강증진행위 측정은 Walker 등(1987)이 개발하고 박계화가 번안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 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 0.88이었

으며,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 자료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보건소의 무료건강검진이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온 대상노인들의 특징은, 여자노인이 

56.3%이었고,  평균연령이 69.6세로 65-74세가 81.3%이었으며, 초등학교졸

업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75.5%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가 43.7%, 월 가구소득은 50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용돈은 5만원 이하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의 

88.4%가 직업이 없었으며, 94.2%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정숙(2002)의 연구에서 62.9%, 

김춘길 등(2002)의 연구에서 75.8%, 김정순(2001)의 연구에서 62.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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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노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자노인이 56.3%로서 남자노인에 비

해 건강증진행위 참여가 높았으며, 이는 여자노인들의 건강관심도가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김춘길 등(2002) 연구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42.4%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고, 김정순

(2001)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0.2%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는 75.5%가 배우자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의 대상자가 건강검진의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건강검진 참여연령은 평균 69.6세로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 남72세, 여79세(통계청, 1999) 보다 낮은 연령이 건강검진

에 참여함으로 노인 중에서도 젊은층의 노인이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정숙(2002)의 연구에서 평균72.0세, 김춘길 등(2002)

의 연구에서 평균75.8세와 같이 실제로 노인은 높은 건강위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보다도 자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활동에 이행율이 높음(Brody, 1997)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쁘다’ 50.4%, ‘보통이다’ 

25.4%이었는데, 이는 김 숙(2002)의 연구에서 ‘보통이다’ 64.4%, ‘좋다’ 

22.5%와 이진임(1995) ‘좋다’ 40.0%, ‘나쁘다’ 34.0%와 이선혜(1996)의 연구

에서 ‘좋다’ 49.5%, ‘나쁘다’ 33.0%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

태가 나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

가 하는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인

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행위가 더 증가하고 건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친다고 한 오진주 등(1996)의 연구 결과와 반대의 결과이나,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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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199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때 건강문제에 대한 능력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반복적인 보건교육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평균 1.7개이고 고혈압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관절염 및 골 근육계질환, 소화기질환, 당뇨 순이

었으며, 이는 김춘길 등(2002), 김 숙(2002), 최연희(2001), 강귀선(1996)의 

연구에서 72.0%이상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받고 있어서 건강상태를 관

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관리방안이 요구되며,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이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김은 , 천경자, 2000; 

김정순, 2001).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93.8%가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건강검진경험은 224명중 39.3%에 불과하 으며, 김정순(2001)의 연구에서 

도 노인 15.8%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해 노인들의 질병

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과 계몽 교육이 요구되고 실질적인 검진기회가 제

고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건강검진 정보습득 경로에서 41.0%가 보건소

의 연락(홍보엽서)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응답해, 비수검자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노인건강검진 결과 발견된 질환관리에서 37.4%가 

발견된 질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김 숙(2002)의 

연구에서도 34%가 치료받은 적이 없어 노인보건차원에서 질병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추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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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140점 만점 중 건강검진 전 90.46점 이었으며 건강검진 후 건강

증진행위 점수는 95.49점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전보다 5.03점이 증가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가 다소 증가하 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검진 전과후의 변화량 차이에 의한 하위 역별

로 증가된 건강증진행위는 운동, 건강책임, 지지적 대인관계, 자아실현, 

양, 스트레스 관리 순이었으며, 건강검진 전과후의 변화량 차이에서 가장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은 운동 역이며,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은 스트레스 관리 역이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Speake 등 (1989), 

서현미(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관리 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강상권(1994)의 연구에서 제공하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조사에서 대상자의 75.1%가 스트레스관리로 응답하여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 변화량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문항 중 운동과 관련하여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운동

실행정도가 높았으며, 85세 이상의 연령이 65-74세, 75-84세의 연령보다 

운동 실행정도가 높았다. 이는 천경수 등(1999)의 연구에서 비운동자중 

76.8%가 건강검진 후 규칙적인 운동을 시도한다고 응답하 고, 본 연구에

서도 건강검진 후 건강증진행위 변화량 중 운동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

를 보인 것으로 보아 건강증진행위로 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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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수 등(1999)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후 추적조사를 통한 건강검진에 

관련된 질문에서 87.6%에서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에 도움’, ‘건강에 대한 자신감’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건강검진이 ‘운동, 체중관리 등 여러 건강관리 행동

변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78.5%가 건강검진에 

대한 이점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정기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

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노인 건강검진 전후의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 변화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현재건강상태, 같은 연령대의 건강상태, 건강상태 

일상방해정도, 병원치료경험, 건강검진필요성, 건강검진 인식유무, 건강검진

경험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P<0.05)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서현미(2001) 연구에서는 교육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향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상담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관심이 매우 많고, 건강

향상을 위해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할 의사도 있다는 점, 또한 

그러한 건강한 행위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다른 어떠한 연령집단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김 숙, 2002).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건강중재 행위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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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 중 노인건강검진이 노인의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검진 사업 추진 및 비수검

자의 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는 지방 B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 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2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2차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4부가 분석

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주관적 건강지각 3문항,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및 만족도 12문항, 건강증진행위 측정 35문항 총61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산술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aired t-test 통계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전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전체평균 2.58점

(4점 척도)이었고,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역은 양(평균 2.83점)이었고, 

가장 낮은 역은 스트레스 관리(평균 2.27점)이었다.

2)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후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전체평균 2.73점

(4점 척도)이었고,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역은 양(평균 2.93점)이었고, 

가장 낮은 역은 스트레스 관리(평균 2.3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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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들의 건강검진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량은 5.03점 증가 하 으며 

운동과 건강책임에 점수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 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차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역 중 ‘운동’과 관련하여 성별(t=2.12, 

p<0.0349)과 연령(t=3.05, p<0.049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현재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예방적 조치는 

무료건강검진제도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건강검진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노인건강검진을 지양하여 상담과 보건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이 건강관련행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검진 1개월 후에  건강증진행위를 측정 하 으므로 3개월, 

6개월 후 측정을 하여 건강검진 후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실행정도를 비교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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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경기도 B시보건소 노인건강검진표)

노인건강검진표

등록번호 2003-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검 진 년 월 일       2003 년    월    일  (     회)

검 사 구 분 참 고 치 결 과 치 관 련 질 환

신 

체

계 

측

신  장

체  중

혈  압 최고 :140-90
최저 : 90-60   고혈압, 저혈압

맥  박 70-90회/분

흉 부 X - 선   폐결핵, 폐암

혈

 

액

검

사

혈    당 70 - 110   당 뇨

콜레스테롤 110 - 220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GOT/GPT GOT 8-38
GPT 4-43

  급․만성간염,
  알콜성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г-GT 11 - 75

Uric Acid 2.4 - 7.0   통  풍 

Ca/P Ca  8.5-10.4
P  2.5-4.5

  골연화증,골다공증,
  비타민D결핍증/과다증

항원/항체 음성/양성   B형 간염

RA/CRP 0-0.5/0-20   관절염등 염증반응

α-FP 음성,＜10   간 암

PSA ＜5.0   전립선암

CBC

백혈구 4.0-10.0

  빈혈, 백혈구이상,
  혈소판 이상등

적혈구 남4.5-6.3 여4.0-5.4

혈색소 남13-17 여12-16

혈소판 150-440

요검사 음성 신장기능

심전도검사 정상 심장질환

 ♠ 종합소견 :

2003 년   월    일    의사         (인)



- 49 -

부록 Ⅱ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검진사업과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 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실시 

   하는 것 이오니 어르신들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오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어르신께 감사 말 드립니다.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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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설문내용

다음 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해주십시요.

【일반적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②여

2. 어르신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          세)     

3. 어르신은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학교안다님     ②서당/한학      ③초등졸 

  ④중졸           ⑤고졸           ⑥전문대졸이상

4.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느 것 입니까?

  ①결혼   ②이혼/별거   ③사별   ④결혼한 적 없다.

5. 어르신이 믿으시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없다  ⑤기타

6. 어르신은 현재 같은 집에서 누구와 사십니까?

  ①혼자 산다.               ②노인부부만 산다.  

  ③결혼한 자녀와 산다.      ④결혼 안한 자녀와 산다.     ⑤기타 

7. 어르신의 월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만원)

8. 어르신의 한 달 평균 용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           만원)

9. 어르신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9-1.  직업이 있으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

10. 어르신의 건강보험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①의료급여대상자  ②지역의료보험   ③직장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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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건강지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12. 어르신은 어르신의 같은 연령의 사람에 비해서 건강상태는 어떠 

   십니까?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13.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 수행에 방해가 되십니까?

  ①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약간 방해가 된다.          ④대체로 방해가 된다. 

  ⑤상당히 방해가 된다.

【 건강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어르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질환 항목 예 아니오

 고혈압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간장질환

 B형간염보균자

 빈혈증

 신장질환

 심장질환

 암

 소화기계질환

 관절염 및 골근육계 질환

 뇌졸중

 기타 질환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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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르신은 건강하기 위하여 현재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 목 예 아니오

 체중조절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8시간이상 수면

 식이요법

 식습관의 조절

 정기적인 투약관리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노력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16. 건강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정보 항목 예 아니오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잡지

 병원,약국,보건소의 비치자료나 상담통해 

 이웃이나 친구들의 대화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17. 어르신은 지난 한달 동안 병원(의원, 보건소)에서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17-1. 있으시다면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                    )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 없다.        ③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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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만65세 노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①알고 있었다          ②모르고 있었다 

 19-1. “알고있다”면 노인건강검진에 대해 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본인이 직접 알아봄              ②친구, 친지, 이웃의 권유로 

  ③보건소의 연락으로(홍보엽서)      ④검진 받은 사람의 권유로

  ⑤유선방송, 노인정 등의 홍보를 보고 

  ⑥기타(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을 통한 진료 중 알게되어)

20. 어르신은 지난 5년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험     

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0-1. “검진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회)

21.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검진을 하시게 된 주요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무료이므로                     ②위치(거리)가 가까워서 

  ③보건소의 시설, 장비가 좋아서    ④이용절차가 간편해서

 ⑤보건소 직원이 친절해서         ⑥검진결과에 대한 믿음이가서

2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이 어르신께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질병 조기발견          ②정기적인 건강관리에 도움

   ③투약처방이 편리함      ④무료이므로 경제적인 부담감소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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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문항에 대해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하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2. 방부가 들어 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3.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4. 포장식품에 있는 양소를 확인한다.

 5.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6. 탄수화물,지방질,단백질,무기질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7. 취침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8.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다.

 9.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10. 잠자리에서 즐거운 생각을 한다.

11. 매일 15-20분간 휴식이나 명상시간을 갖는다.

12.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한다.

13. 주위 이웃(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한다.

14.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5.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16.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

17. 가까운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를
   의논한다.

18. 일주일에 3회정도는 20-30분간 운동을 한다.

19.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20.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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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1.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22.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23.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4.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25. 술을 안 마시거나 아주 적게 마신다.

26.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7.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28.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29. 변을 규칙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

30.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1. 나 자신을 좋아한다.

32. 일상 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33.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34.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35. 오락, 취미활동을 한다.

《설문에 응해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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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내용

【노인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노인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은 무엇입니까?

질환 항목 예 아니오

 고혈압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간장질환

 B형간염보균자

 빈혈증

 신장질환

 심장질환

 암(위암,유방암,대장췌자암,간암,전립선암)

 소화기계질환

 관절염, 근골격계질환

 뇌졸중

 기타질환  (                                 )

 1-1. 노인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완치될수 있다.      ②모르겠다.    ③ 완치될수 없다.   

 1-2. 노인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①정기적으로 병원(보건소)에서 치료(관리)를 받는다.

  ②병원(보건소)에서 치료(관리)받지 않고 자가관리 한다.

  ③한의원을 통해 관리한다.  

  ④특별히 치료(관리)하지 않는다.



- 57 -

2. 현재 노인건강검진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이다.              ⑤매우 불만이다.

 2-1.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라고 대답하신 어른신께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문항에 대해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v”표하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2. 방부가 들어 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3.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4. 포장식품에 있는 양소를 확인한다.

 5.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6. 탄수화물,지방질,단백질,무기질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7. 취침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8.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다.

 9.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10. 잠자리에서 즐거운 생각을 한다.

11. 매일 15-20분간 휴식이나 몇아시간을 갖는다.

12.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한다.

13. 주위 이웃(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한다.

14.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5.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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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6.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

17. 가까운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를   
    의논한다.

18. 일주일에 3회정도는 20-30분간 운동을 한다.

19.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20.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21.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22.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23.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4.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25. 술을 안 마시거나 아주 적게 마신다.

26.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7.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28.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29. 변을 규칙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

30.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1. 나 자신을 좋아한다.

32. 일상 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33.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34.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35. 오락, 취미활동을 한다.

《설문에 응해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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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

The effect of health screening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the elderly

Hong Young A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

(Directed by Prof. Kyung Ja Lee R. N. Ph. D.)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ppropriate 

consultations and continuing health education after free health screening 

in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ealth in elderly people. 

Data on 224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who visited B public 

health center in B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were obtained via 

individual interviews. 

Each person was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61 questions. Of these, 11 questions were on “general characteristics”- 

sex, age, marriage, and SES, 3 were on “whether they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health”, 12 were on whether they were satisfied with 

free health screening and 35 questions were related to meas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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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self management for health promo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with percentiles, means, t-test, ANOVA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fore the health screening, the overall average score on actual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2.58 on a scale of 1-4.  The highest 

score was obtained in the area of ‘nutrition’ (average 2.83) and the 

lowest in the area of ‘stress management’ (average 2.27).

Second, after health screening, the actual health promotion behavior 

score was 2.73 on a scale of 1-4.  The highest score was in the area of 

‘nutrition’ (average 2.93) and the lowest in the area of ‘stress 

management’  (average 2.36).

Third,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s increased 5.03 points after 

the health screening, with exercise and responsibility for health showing 

the biggest differences and stress management the lowest. 

Four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s. However, the 

subscale ‘exercise’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t=2.12, p<0.0349) and age (t=3,05, p<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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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health screening has been the only preventive action offered by 

the public health care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for elderly people, but it is not effective in promoting their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ppropriate consultations and 

continuing health education after health screening can be effective 

complements to free health screening.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consultations and continuing health education, as 

well as free health screening i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elderly people are to be changed.

Key words : public health center

health screen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차 례
	표 차 례
	부 록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용어의 정의
	4. 연구의 제한점

	Ⅱ. 문헌고찰
	1.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
	2. 건강증진행위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 연구도구
	4. 자료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지각 및 건강관련 특성
	3. 노인건강검진 인식정도, 결과 및 관리방법
	4. 노인건강검진 전후 건강증진행위 변화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ABSTR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