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손 효 진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지도교수 김 광 숙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손 효 진





감사의 글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2년의 세월이 흘러 학위논문 감사의 글을 쓰고 있음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입학이 결정된 후에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

지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최선의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

면으로 제게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의 주심을 맡아주신 김광숙 교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셨기 때문에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주제선정부터 논의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안

목으로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조은희 교수님, 연구년 이심에도 흔쾌히 부심을 수락해

주시고 글의 방향성과 흐름을 잡아주신 이현경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혜안을 갖추도록 가르쳐주신 모든 전공과목 교

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수집을 허락해주신 서대문구 북아현동 경로당, 양천구 보건소, 서대문구 보건

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계자 분들과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어르신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자료수집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보영언니에게 특히 감사하고, 재호와 사라

씨도 고맙습니다.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태화 교수님, 구미옥 교

수님, 임민경 교수님, Michigan Center for Diabetes Translational Research, Dr.

Sherbourne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을 하는 동안 많이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서남병원, 특히 71병동 문미

현 파트장님과 동료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힘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수 교수님, 함께 공부한 석사동기 이고은, 이종민, 전영경, 조은진, 최소영, 최주영

선생님, 측정도구 번역을 함께 해주신 이정은 선생님, 진혜경 선생님, 김보람 선생님,

논문쓰면서 헤맬 때 많이 도와주신 유리 선생님,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수정

선생님, 그 외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내 석사과정 멘토 민선이, 학부 때부터



소중한 친구 윤혜,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우리, 특별한 인연 가연이, 기도로 중보해준

은혜, 늘 응원해준 Project BOM팀과 교회청년부, 유학준비하면서 진심어린 조언과 격

려를 해준 민혜언니와 출국준비 함께 한 민경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부모님, 언제나 사랑하고

늘 죄송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기 위해, 제

앞에 주어진 길을 씩씩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젠 어엿한 가장이 된 재민오빠와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 임정언니, 집안의 기쁨인 서현이, 그리고 사랑하는 토비까지

모두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과정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석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상기하며, 저만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훗날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한 모든 분들의 은혜

를 마음에 담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연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6월

손효진 올림



- i -

차 례

차 례 ··········································································································································· i

표 차 례 ········································································································································· iii

그림차례 ········································································································································· iii

부록차례 ········································································································································· iii

국문요약 ········································································································································· iv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Ⅱ. 문헌고찰 ···························································································································7

1.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 임파워먼트 ·············································································7

2.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9

Ⅲ. 개념적 기틀 ·················································································································15

Ⅳ. 연구방법 ·························································································································17

1. 연구설계 ·····························································································································17

2. 연구대상 ·····························································································································17

3. 연구도구 ·····························································································································18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2



- ii -

5. 윤리적 고려 ·······················································································································23

6. 자료 분석 방법 ·················································································································24

Ⅴ. 연구결과 ·························································································································25

1.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25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33

3.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8

4.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의 상관관계 ···································································40

Ⅵ. 논의 ····································································································································43

Ⅶ.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3

참고문헌 ········································································································································55

부 록 ········································································································································67

ABSTRACT ·································································································································88



- iii -

표 차례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27

Table 2. Distribution of health literacy ················································································28

Table 3.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30

Table 4. Distribution of social support ················································································31

Table 5. Distribution of health empowerment ···································································32

Table 6. Health empowerment by personal characteristics ············································34

Table 7. Health empowerment by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36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health empowerment, health literacy, and social

support ·························································································································37

Table 9. Hierarchi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health empowerment ······ 39

Table 10. Distribution of health behavior ···········································································40

Table 11. Correlations between health empowerment and health behavior ·············· 42

그림 차례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16

부록 차례

부록 1. 건강 임파워먼트 도구 검사-재검사 결과 ·······························································67

부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68

부록 3. 설문지 ·····························································································································71

부록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허가서 ·············································································86



- iv -

국문요약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본 연구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

트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건강 임파워

먼트와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편의표출한

서울시 2개 지역구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에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에 해당하는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진단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48명의 자료

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

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5점 만점에 평균 3.42±.67점이었다. 세 하위 영역의 평

균 점수 분포는 질환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 영역(3.56±.82), 질환관리 목표의 설

정과 성취 영역(3.40±.84), 그리고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3.30±.60)

의 순이었다.

2. 개인적 특성 중 낮은 연령대(p=.019), 유배우자(p=.018), 가족과 동거(p=.020), 높은

교육수준(p=.008), 높은 주관적 생활수준(p=.024),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p=.002)에서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맥락적 특성의 경우, 주관적 사회활동수

준과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임파워먼트가 높았고(p<.001), 의료기관을 2개월에

1회보다 더 자주 방문하는 군이 2-3개월에 1회 방문하는 군보다 건강 임파워먼트

점수가 낮았다(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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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고(r=.206,

p=.012),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구조적 지지(r=.167, p=.043) 및 기능적 지지

(r=.29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 시, 개인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Model 1은 건강 임파워먼

트를 18.3% 설명하였다(F=2.525, p=.005). Model 1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β=.236, p=.010). 사회맥락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Model 2는 31.3%의 설명력을 보였다(F=3.271, p<.001). Model

2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β=.190, p=.041),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보

통인 군(β=.362, p<.001)과 좋은 군(β=.375, p<.001)이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

5.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478, p<.001).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의 하위영역인 영양(r=.323, p<.001),

운동(r=.357, p<.001), 스트레스 관리(r=.315, p<.001), 질병예방(r=.186, p=.024)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높이

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맥락적 특성 중 주관적 사회활동수

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심뇌혈관계 유

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향상과 건강행위 실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환경조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심뇌혈관계 유발질환, 노인, 건강 임파워먼트, 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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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뇌혈관질환은 노년기에 겪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망률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뇌혈관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

졸중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심부전증

등의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심뇌혈관계 유

발질환을 총칭한다(보건복지부, 2011).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악성 신생물에 이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을 차지하며 이와 같은 순위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주

목할 부분은, 인구 10만 명 당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대에서 23.2명인데

비해 60대에서는 137.2명, 70대에서는 533.9명으로 노년층에서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통계청, 2015). 노년기의 심뇌혈관질환은 수술�시술

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이후 여러 신경학적 장애나 후유증, 기능적 결손,

내과적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렵고 사회경제

적 부담 또한 크다(서성효, 2011).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방향으로 심뇌

혈관질환을 관리해야 하며 특히 유발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이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 질병

관리본부, 2012).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영양섭취,

흡연과 음주, 부족한 운동실천 등의 건강행위 관련 요인들이 보고되었다(김유미, 조대

곤, & 강성홍, 2014; 박은옥, 2013; 한남이, 고은아, & 황선영, 2009). 이는 건강행위 관

련 요인들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연관된 병태생리적 위험요소인 비만과 고혈압, 고지

혈증,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기반한다(송정국, 201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

료에 의하면, 남성 노인의 흡연율과 과음주율은 각각 23.3%와 33.4%였고, 여성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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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가 권장수준에 비해 운동 실천율이 낮았으며, 전체 노인의 49%는 영양관리 주의

혹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일

방향적 교육 중재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률을 높

이고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Huffman, 2007; Shearer, 2009).

건강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건강행위에 접목시킨 것으로, 대상자가 자신

의 개인적 역량과 사회맥락적 자원을 동원하여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건강행위를 통제

하는 전략이다(Shearer, 2009). 즉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심리

사회적 태도를 인지하고, 건강관리 실천의 문제점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실현가능한 건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주요한 힘이

라 할 수 있다(Feste & Anderson, 1995). 노년기에는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여러 만

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노출되는데, 건강 임파워먼트

전략은 노인 자신이 건강의 주체로서 건강과 관련된 지각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건강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역량과 사회맥락적 자원을 강화함으로 형성된다(Shearer,

2009). 개인적 역량은 대상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능력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

요한 개인적 역량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정보를 얻고, 이해하

고, 처리하는 능력인데(Institute of Medicine [IOM], 2004), 적절한 건강관련 의사결정

을 내리기 위해서 건강 임파워먼트와 서로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Simoes, Wallwiener, Kusicka, & Brucker, 2013). 한편 사회맥락적 자원은 주변에 활

용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역시

주된 사회맥락적 자원에 속한다(Shearer & Fleury, 2006; Shearer, 2009). 사회적 지지

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관계를 통해 여러 형태의 도움을 제공받는 것으로

(Cohen & Hoberman, 1983),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Shearer, 2000).

건강관리 영역에서 임파워먼트 연구는 여러 임상적 상황과 대상자를 주제로 이루어

졌고,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Herbert, Ga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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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nick, & O’Loughlin,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건강 임파워먼트가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국외에서

는 재가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현상학적 연구와 중재 기틀을 소개하는

연구, 그리고 건강 임파워먼트 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Shearer, 2007;

Shearer, 2009; Shearer, Fleury, & Belyea, 2010). 국내에서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 다룬 연구들과(문명자, 2005; 문명자,

2006; 하주영, 윤옥종, & 안영미, 2010) 만성질환 노인에게 건강 임파워먼트 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박초롱 등, 2015)가 진행되어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

강관리 및 건강행위를 건강 임파워먼트 접근방식으로 조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

하고,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건

강 임파워먼트가 건강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여 심뇌혈관계 유발질환

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향상과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를 포함한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며,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

강행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향상과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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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

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정도의 차이를 비

교한다.

셋째,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한다.

넷째,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의 관련

성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건강 임파워먼트

• 이론적 정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과 사회맥락적 자원을 동원

하여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이자 능력이다(Shearer,

2009).

• 조작적 정의

Anderson, Funnell, Fitzgerald, 그리고 Marrero (2000)이 개발한 Diabetes

Empowerment Scale [DES]를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관리 임파워

먼트 측정에 적합하도록 번역 후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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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정보이해능력

• 이론적 정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적절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인이 기본적인 건

강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다(IOM, 2004).

• 조작적 정의

Lee와 Kang (2013)이 한국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hort Korean Health Literacy Scale [SKHLS]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 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물질적,

정서적 도움 또는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Syme, 1985).

• 조작적 정의

The Rand and Medical Outcomes Study Team [MOS]이 1991년 개발한 The

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S](Sherbourne &

Stewart, 1991)를 임민경 (2002)이 번안한 한국어판 MOS-SSS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4) 건강행위

• 이론적 정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Pender, Murdaugh, & Parso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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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사, 수면, 휴식,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 습관의 행동적 실천

을 의미한다(Breslow & Enstrom, 1980).

• 조작적 정의

구미옥 등 (2003)이 개발한 노인의 건강행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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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 임파워먼트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이

자(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78)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상

태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 및 대처하고, 생활하는 인간의 능력을 포함한다(Lipkin

(Ed.), 2012).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 목표는 건강행위의 실천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최대한 독립적으로 의미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Heidrich, 1998; Liao et al., 2011). 그러나 노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건강요구는 더

욱 복잡해지고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인의 개인적 역량의 발휘와 사회맥락적

자원의 활용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정순둘 등, 2007; Shearer, 2009).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최근 간호연구에서는 건

강 임파워먼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박초롱 등, 2015;

Chang, Fritschi, & Kim, 2012; Shearer et al., 2010).

건강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건강행위에 접목시킨 것으로 먼저 임파워먼

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교육을 통한 의식의 확장으로 사회

적 정의와 경제적 자원에의 동등한 접근”(McCarthy & Freeman, 2008에서 인용함)을

주장한 브라질의 교육학자 Freire에 의해 그 개념이 보편화되었고, 1960년대 공민권운

동을 거쳐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한 자원에의 접근을 증가하여 능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과정”(International Program on Intractable Conflict hompage, n.d.)이라는 현대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임파워먼트는 사전적으로 “권한(authority) 혹은 힘

(power)을 위임(delegation)하는 것”, “가능하게 함, 권한을 줌(enablement)”이라고 정

의되는데(Collins Dictionary, 2016), 간호학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학, 교

육학 등의 여러 영역에서 힘 복 돋우기, 역량기르기, 능력고취, 권한부여와 같은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최명민 & Adams, 2007; 안관수 & 황재연, 2015). Gi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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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은 임파워먼트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Parsons (1999)는 개인이 스스로 내부의 힘을 찾아 내적측면, 대

인관계적 측면, 그리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처럼 임파워먼트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의 증진이라는

속성을 가진다(Lewin & Piper, 2007; Rappaport, 1987). 건강관리 영역에서 임파워먼

트는 1986년 WHO가 Ottawa 헌장에서 건강증진을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

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하는 과정”(WHO, 1986)이라고 소개

하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임파워먼트에 기반한 건강 교육은 환자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넓혀 건강에 대

한 가치와 필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된 선택

을 하도록 돕는다(Funnell, Anderson, & Arnold, 1991). 임파워먼트를 배제한 간호사

와 대상자의 관계는 간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상자의 건강관리의 방향을 결정하

여 권위적인 역할을 행사하지만,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관계에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건강패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촉진하는 조력자

로서 역할한다(Shearer, 2000). 따라서 대상자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Laschinger, Gilbert, Smith, & Leslie, 2010).

Falk-Rafael (2001)은 임파워먼트를 환자의 가치체계에 기반하는 활동적이고 내면적인

성장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임파워먼트가 인식의 증가, 적극적 참여, 지식과 기술의 향

상을 속성으로 가지며 돌봄 제공자와의 신뢰적 관계를 통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Shearer도 Rogers (1992)의 이론적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구학적 요인 및 건강

관련 요인과 대인관계적 요인이 건강 임파워먼트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면서 간호사와 환자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였다(Shearer, 2000).

건강관리 영역에서 임파워먼트 연구는 여러 임상적 상황과 대상자를 주제로 이루어

졌고, 특히 만성적 상태에 놓인 대상자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Herbert et

al., 2009). Funnell과 Anderson (2004)은 당뇨환자들이 자신의 건강관리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당뇨환자의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에 임파워먼트 철학

을 접목하였고, 당뇨환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건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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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들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Anderson, Fitzgerald,

Gruppen, Funnell, & Oh, 2003; Anderson et al., 2000). Tsay와 Hung (2004)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임파워먼트 수준과 자가관리 효

능감, 우울감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였고, Chang 등 (2012)은 국내 보건소를 이용

하는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주도의 임파워먼트 중재가 환자들의 임파워먼

트 수준과 자가관리행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그리고

입원기간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식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가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증진시켜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여야 한다

(Dowling, Murphy, Cooney, & Casey, 2011). 노인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건강 임파워먼트가 효

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명자(2005)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임파워

먼트는 일상생활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건강행위 및 생활

만족도와도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명자, 2006). 하주영 등(2010)의

연구는 재가노인의 임파워먼트와 낙상효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건

강 임파워먼트 접근 방식을 적용한 중재 연구들은 요양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대

인관계를 향상시키고(장애경 & 박연환, 2012) 만성질환 노인들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신체활동량, 신체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박초롱 등, 2015).

2.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1)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적절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의사소통하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5).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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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 2008)에서는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정보추구, 정보이해, 정보이용

의 속성(김성은, 오진아, & 이윤미, 2013)을 가진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체온, 맥박, 호

흡, 혈압, 통증에 이어 여섯 번째 활력징후라 여겨질 정도로 주요한 개념이자 지표이

며,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부적절한 건강상태, 비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inrich, 2012).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교육수준과 문해력은 과거에 비해서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편으로 2008년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문맹률이 20%이상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국립국어원, 2008),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무학 노인의 비율을

30.5%,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비율을 32%인 것으로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4). 이러한 실태는 노인인구의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으로도 나타나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40% 정도가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조사하였다(이태화 & 강수진, 2008).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치료지시 이행 등

과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 노인의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김수현 & 이은주, 2008), 노인의 건강정보이

해능력과 건강행위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나래, 2013;

정정희 & 김정순, 2014). 또한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

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약물복용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

란, 2014). 이러한 결과들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노인의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곧 취약한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건강정보이해능력 자체가 반드시 적절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이나 건강행위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Schulz와 Nakamoto (2013)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

강 임파워먼트만큼 높지 않으면 객관적인 건강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위험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건강 임파워먼트가 건강정보이해능력만큼 높지 않으

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인에게만 모

든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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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파워먼트는 서로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정보제공과 더

불어 그에 합당한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및 임파워먼트 수준이 요구된다(Simoes

et al., 2013).

최근 국외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 자가관리 연구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

트를 주요한 개념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 Lee 등 (2016)은 제 2형 당뇨환자들의 지각

된 임파워먼트와 건강정보이해능력 간의 유의한 직접적인 경로를 밝혀내었고, 이는 1

년 후의 추적관찰 시에도 유효하였음을 조사하였다(Want et al., 2016). 하지만 터키의

성인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임파워먼트 사

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Eyuboglu & Schulz, 2016),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merini와 Schulz (2015) 연구에서도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

간에 유의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조미미 (2015)가 생산직 중년 남성 근로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관리 임파워먼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보고하였다.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사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탐색했을 때, 양정란 (2014)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임파워먼트 개념을 함께 탐색해본 국내 연구는 제

한적인 수준이어서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지지

만성질환 상태의 노인은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요구와 건강관리차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Bolnick, 2004),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이들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어

렵고 주변의 지지적인 자원이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hearer & Fleury, 2006).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건강결과를 이끄는 핵심결정인자이다

(Wells & Anderson, 2011). Cassel (1976)은 스트레스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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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심리사회학적 보호요인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는 특정 질병과정에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범주

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House (1981)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

계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교환된 도움이라고 설명하며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적 행동의 관계로 사회적 지지를 소개하였

다. 사회적 지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자원과 도움을 일컫는다(Cohen & Hoberman, 1983).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상태 및 정서상태,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일 농촌지역의 중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현

경, 조성혜, 김정희, 김윤경, & 추향임, 2014), 전국 규모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

윤희, 김미영, 이건정, 정덕유, & 마예원, 2012).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우울이나 외

로움과 같은 정서적 건강상태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강정희, 김정아, 오가실, &

오경옥, 2008; 성미혜, 임영미, & 주경숙, 2011),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증

진행위도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강미란, 2007; 조아진, 2010).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Glanz, Rimer, & Viswanath (Eds.), 2008) 임파워먼

트와도 관련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Rogers, Chamberlin, Ellison, & Crean,

1997), Shearer (2000)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황영희 (2002)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 장애인의

역량강화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고,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주

(2007)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경

험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년기

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를 탐색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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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하위영역 순으로 임파워먼트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장성희, 2008).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개념을 함께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먼

저 국내 취업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평가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박현순 & 나동석, 2008). 국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 질적연구와(Shearer & Fleury,

2006),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열악한 공적 지지체계는 임파워먼트를 저해

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Fotoukian, Shahboulaghi, Khoshknab,

Mohammadi, & Moghaddam, 2014). 사회적 지지와 건강 임파워먼트가 가지는 관련성

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두 개념을 함께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

강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3) 개인적 특성 및 사회맥락적 특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살고, 수입이 줄어들며, 만성질환의 복합 이환과 더불어 기

능적 제한을 가지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노인의 건강요구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인의 개인적 역량과 사회맥락적 자원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노인의 능동적인 참여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Shearer, 2009). 건강관리와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변

사회맥락적 특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여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노인의 안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hearer, 2007).

개인적 특성은 노인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포함한다. 타인

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의 건강패턴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강

임파워먼트 형성에 기여한다(Shearer, 2000). Shearer 등 (2010)은 건강 임파워먼트 프

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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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취약한 상태일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남성일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것을 검

증하였다. 문명자 (2006)의 연구에서는 유배우자, 배우자와 동거, 낮은 연령대, 남성,

높은 교육수준, 직업이 있는 재가노인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재가노인의 임파워먼트와 낙상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유배우자, 낮은 연령대, 남성,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수준의 노인이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하주영

등, 2010).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개인적 특성에 해

당한다(Kim, Jeong, Park, & Kang, 2012; Rohrer, Wilshusen, Adamson, & Merry,

2008). 주관적 건강상태는 실질적인 건강상태와 건강위험인자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Idler & Benyamini, 1997), Shearer (2000)는 건강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 요

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에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실제

로 신명범 (2012)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사회맥락적 자원에는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 활용 가

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포함되며(Shearer, 2009), 대인 관계적 요소 및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과 관련된 사회맥락적 특성에 해당한다

(Shearer, 2000). 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노인 주변의 이웃과 정부

지원의 노인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 노인 대상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등이 노인들에

게 있어 주요한 사회맥락적 자원이라고 보았다(Shearer & Fleury, 2006). 조미미

(2015)는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은 생산직 중년 남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임파워먼트

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주영 등(2010)은 사회적 활동의 제약 정도에 따라

노인의 임파워먼트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노인의 사회활동수준은

신체기능과 삶의 질, 자기효능감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박경혜 & 이윤환,

2006; 안종철 & 임왕규, 2014; 전명수, 2014), 건강 임파워먼트와도 관련이 있는 사회

맥락적 특성이다. 이윤화 (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노인의 임

파워먼트 수준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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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Shearer (2000)가 여성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설명하기 위

해 설계한 개념적 모델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임파워먼트 중재 모형(Shearer,

2009)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선행연구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생활수준, 직업유무, 동거형태, 배우자 유

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이 임파워먼트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문명자, 2005; 문명자, 2006; 신명범, 2012; 하주영 등, 2010; Kim et al., 2012;

Rohrer et al., 2008; Shearer et al., 2010). 그리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주요한 개인적

역량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임파워먼트와 서로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적절

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Schulz & Nakamoto, 2013).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도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특성에는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포함

된다(Shearer, 2009; Shearer & Fleury, 2006).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활동수준과 의

료기관 방문빈도가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윤

화, 2003; 조미미, 2015). 사회적 지지 또한 주요한 사회맥락적 특성에 해당하며 건강

임파워먼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현순 & 나동석, 2008; Shearer, 2000;

Shearer, 2007).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맥락적 특성

이 건강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들의 건강 임파워먼트가 건

강행위로 나타나는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 수준과 건강행위

및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바와 같이 (김미정, 2015; 문명자, 2006; 조

미미, 2015)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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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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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

먼트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포

함한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건강 임파워

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의 총 25개 구 중에서 편의표출로 2개의 자치구를 선정

하여,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며 복지관과 경로당, 보건소를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 인구를 근접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근접 모집단 내에서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해당 질환을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의사

로부터 진단을 받았는지 다시 질문하여 판별한다.

-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변하는데 인지적인 장애가 없는 자

-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를 유지하고, 예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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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필요한 대상자는 123명이다.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목표 연구대상자 수를 150명으로 설정하였다. 총 158명을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7명과 결측 응답케이스 3명을 제외한 1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고, 설문지는 건강 임파워

먼트, 건강정보이해능력,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맥락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건강 임파워먼트, 건강정보이해능

력,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측정도구는 이메일을 통해 도구 원 저자의 사용승인을 모

두 받았다.

1) 건강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 건강 임파워먼트는 Anderson 등 (2000)이 당뇨 환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DES을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관리 임파워먼

트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후 번역하고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DES는 원래 당

뇨환자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당뇨 환자뿐 아니라 고혈압

과 만성신부전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데도 활용되었

다(Chang et al., 2012; Tsay & Hung, 2004). 원 도구는 당뇨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

도 영역(9문항),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9문항), 당뇨관리 목표의 설정

과 성취 영역(10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8개 문항으로 각 항

목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전체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출

하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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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University of Michigan Diabetes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1999). 원 도구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93이었

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으며(Anderson et al., 2000).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원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3 이었다(Tsay & Hung, 2004).

본 연구에서는 당뇨에 제한하지 않고 현재 연구 대상자가 앓고 있는 심뇌혈관계 유

발질환을 중심으로 건강 임파워먼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원 도구를 수정 후 번역하고

보완하였다. Michigan Center for Diabetes Translational Research(Grant Number

P30DK092926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로 부터 원 도구 DES를 수정 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이메

일을 통해 받았다. 도구는 위원회 번역방법(Behling & Law, 2000)을 통해 번역하였으

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와 미국에서 3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

호학 박사 과정생 1인,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영문학 박사 과정생 1인이 각각 독

립적으로 번역본 초안을 작성하였고, 번역본 초안을 작성한 3인이 만나 공동으로 번

역의 차이를 확인하여 동의를 통해 문항별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최종안은 1인의 국

문학 박사 과정생과 1인의 간호학 교수로부터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 받은 후 수정·

보완하였다. 번역된 도구의 신뢰도는 시간차에 따른 도구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10명의 대상자에게 2주의 시간차를 둔 검사-재검사를 시행한 후 Spearman 상관계수

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질환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 영역의 검사 평균은 2.95±.73,

재검사 평균은 2.87±.71, 상관계수는 .702(p=.023)이었다.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의 검사 평균은 3.12±.45, 재검사 평균은 3.22±.36, 상관계수는 .872(p=.001)이

었다. 질환관리 목표의 설정과 성취 영역의 검사 평균은 2.84±.80, 재검사 평균은

2.96±.73, 상관계수는 .918(p<.001)이었다. 각 영역을 합산한 전체 건강 임파워먼트의

검사 평균은 2.97±.63, 재검사 평균은 3.00±.57, 상관계수는 .921(p<.001)이었다. 이로써

본 도구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부록 1 참고).

이에 추가적으로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질

환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 영역은 .896,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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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질환관리 목표의 설정과 성취 영역은 .905, 각 영역을 합산한 건강 임파워먼트는

.938로 나타나 원 도구와 비슷한 정도의 내적 일관성을 가진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2) 건강정보이해능력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은 Lee와 Kang (2013)이 한국 노인의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KHLS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Korean Health

Literacy Scale [KHLS](이태화 & 강수진, 2008)의 단축형 도구로 건강관련 용어 영

역의 5개 문항과 이해 및 수리 영역의 7개 문항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0점을 부여하여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2

점까지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0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7

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MOS가 1991년 개발한 MOS-SSS(Sherbourne &

Stewart, 1991)를 임민경 (2002)이 번안한 한국어판 MOS-SSS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구조적 지지 1문항과 기능적 지지 1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적

지지는 물질적 도움이나 행동적 보조 제공을 의미하는 물질적 지지(4문항), 사랑과 애

정의 표현을 나타내는 애정적 지지(3문항), 즐거운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타인의 존

재 여부를 의미하는 긍정적 사회상호작용(4문항), 긍정적 정서의 표현과 공감적 이해

및 감정의 표현을 격려하고, 조언 및 정보를 안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서적/정보

적 지지(8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기능적 지지의 19문항은 1점(전혀 없다)

부터 5점(항상 있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합산

하여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하고, 환산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총점을 산

출한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100 x {(측정점수-가능한 최소점수)/(가능한 최대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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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최소점수)}공식으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고 해

석한다. 구조적 지지 1문항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친척의 수를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임민경, 2002). 원 도

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7이었으며, 하위항목별 Cronbach’s alpha는

물질적 지지 .92, 애정적 지지 .91, 긍정적 사회상호작용 .94, 정서적/정보적 지지 .96이

었다(Sherbourne & Stewart, 1991). 한국판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8이었고(임

민경, 2002),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71이었다.

4) 건강행위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구미옥 등 (2003)이 개발한 노인의 건강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영양, 운동, 기호품 제한, 스트레스 관리, 질병예방의 5개 건강

행위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 영역은 규칙적 식사, 균형식, 섬유소

섭취, 염분제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제한, 칼슘 섭취의 6개 행위를 확인하며, 운동 영

역은 규칙적 운동, 1회 30분 이상 운동의 2개 행위를 조사한다. 기호품 제한 영역은

음주절제, 흡연절제의 2개 행위, 스트레스 관리 영역은 스트레스 완화법 사용, 사회적

지지 활용의 2개 행위, 질병예방 영역은 정기건강검진, 예방접종의 2개 행위로 구성되

어 있다. 측정문항은 1점인 ‘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인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소 14점부터 최대 56점까지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노인 간호학 교수 3

인에게 도구를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고,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 이었다(구미옥 등, 200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659였다.

5)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맥락적 특성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사회적 지지 외 개인적 특성 및 사회맥락적 특성은 노인의 임

파워먼트를 주제로 진행한 선행연구들과(문명자, 2005; 문명자, 2006; 박초롱, 201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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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범, 2012; 이윤화, 2003; 장애경 & 박연환, 2012; 하주영 등, 2010; Kim et al., 2012;

Rohrer et al., 2008; Shearer, 2007; Shearer, 2009; Shearer et al., 2010) 지역사회 건

강조사 조사표(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5),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을 참고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

소득원, 주관적 생활수준, 건강정보출처,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현황의 11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은 건강보험, 주관적 사회활동수준, 여가활

동유형, 여가활동빈도, 일상적 지지원, 주 이용 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목적, 의료기관

이용빈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여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계기를 조사하는 10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Institute Review Board [IRB]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

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시 자료수집은 참여 노인이 직접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작성 내용을 검토하였고, 스스로 설문지 작성이 어려

운 노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는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 응답에 노인 1인당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답변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어색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편의표출로 선정한 서울시 2개구 내

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기관 대표담당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연구기간과 목표 대상자 수,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철회가 가능한 점을 설명하여 사전에 연구 진행에 대한 공식적

허락을 받았다.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함께 수집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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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연구윤리교육 이수와 설문내용, 설문 및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본 조사에 임하기 전 연구자와 함께 시뮬레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시

행하였다. 자료는 예비조사 때와 동일하게 노인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

구자가 이를 검토하고, 노인 대상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렇다고 답한 경우 해당 질환

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인지 다시 질문하여 질환 보유 여부를 판별하였다. 본 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 노인에게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설명하고,

희망하는 노인에 한하여 별도의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예상 설문소요 시간, 설문내용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자발적 철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자

의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으로부터 서면동

의서를 득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 소개와 동의서 작성까지

약 10분, 설문 응답에 평균 30분이 소요되었고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노인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약 3,000원 상당의 답례품

(양말)을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면담 중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

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간대IRB 2016-0009-2)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설문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 대표의 협조 하에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시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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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비밀 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도 철회 가능한 점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

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각 설문지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회수한 설문지는 연구자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

자의 컴퓨터에 옮겨 입력하고 해당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어 연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 분포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맥락적 특성 분포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를 독립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변수는 등분

산을 만족하는 경우 Scheffe 방법,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Dunnett T3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여섯째,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의 관련성을 Pearson 상관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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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1)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5.60±6.18세로 75세에서 84세까지의 연령대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65세에서 74세

까지의 연령대 42.6%, 85세 이상의 연령대 9.5% 순으로 분포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66.2%로 33.8%인 남성보다 더 많았다. 대상자의 42.6%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57.4%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는

60.8%였고, 나머지 39.2%는 독거 상태였으며,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18±1.39명과 동

거 중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14.2%, 초등학교 진학이상부터 졸업이하가 37.2%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었다. 중학교 진학이상부터 졸업이

하는 16.2%, 고등학교 진학이상은 32.4%였다. 대상자의 77.0%는 현재 주 1회 이상 하

고 있는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현재 수입원을 조사했을 때, 대

상자의 55.4%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중이었고,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3.0%, 국

민연금 15.5%, 자녀용돈 12.2%, 기타 연금 3.4%, 기타 소득 7.4%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을 받는 대상자도 10.1%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41.9%가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어

려운 편이라고 하였으며 52.7%가 보통, 5.4%가 잘 사는 편이라고 하였다. 건강관련

정보의 출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가 36.5%, 복지관 및 경로당이 8.1%, 가족이나 주변 이웃이 8.1%, 인터

넷이 4.7%, 기타 2.0% 순 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 42.6%, 보

통이 31.8%, 건강한 편이 25.7%였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현재 앓고 있는 심뇌혈관

계 유발질환을 조사하였을 때,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가 85.1%로 가장 많았고, 고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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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31.1%, 당뇨가 24.3%, 동맥경화증이 2.7%였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

력의 총점은 12점 만점에 평균 7.51±3.46점이었다.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12점

까지 분포하였다. 2가지의 하위영역 중 건강관련 용어 영역은 5점 만점에 평균

3.72±1.54점으로 최저 0점부터 최고 5점까지 분포하였고, 이해 및 수리영역은 7점

만점에 평균 3.79±2.22점으로 최저 0점부터 최고 7점까지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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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65-74 63(42.6) 75.60±6.18

75-84 71(48.0)

85≤ 14(9.5)

Gender Female 98(66.2)

Male 50(33.8)

Spouse No 85(57.4)

Yes 63(42.6)

Living situation With family 90(60.8)

Alone 58(39.2)

Number of persons 1.18±1.39

living with

Education level None 21(14.2)

Elementary school≥ 55(37.2)

Middle school≥ 24(16.2)

High school≤ 48(32.4)

Occupation No 114(77.0)

Yes 34(23.0)

Economic status Poor 62(41.9)

Average 78(52.7)

Wealthy 8(5.4)

Perceived Unhealthy 63(42.6)

health status Fair 47(31.8)

Healthy 38(25.7)

Type of Hypertension 126(85.1)

high risk diseases† Hyperlipidemia 46(31.1)

Diabetes mellitus 36(24.3)

Arteriosclerosis 4(2.7)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N=148)

†Plur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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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health literacy

(N=148)

Variables Items M±SD Min–Max

Health literacy 12 7.51±3.46 0–12

Health-related terms 5 3.72±1.54 0–5

Comprehension and numeracy 7 3.79±2.2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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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건강보험은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77.7%, 의료급여 수급자가 14.2%였고, 자신의 건강보험을 정확히

모르는 대상자도 8.1%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은 보통이 50.7%, 나쁜 편

26.4%, 좋은 편 23.0%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유형은 단체활동 62.2%, 개별활

동 22.3%였고, 대상자의 15.5%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가활동의 빈도

는 대상자의 43.9%는 일주일에 4회 이상, 26.4%가 일주일에 2-3회, 14.2%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한다고 답하였다. 일상적인 지지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라고 한 대상자

가 58.8%, 특정 기관이나 단체 23.6%, 친구 및 주변 이웃 9.5%였고, 없다고 답한 대

상자도 8.1%로 조사되었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일반 병·의원이 55.4%, 보건소

31.1%, 상급종합병원 13.5% 순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의 주 목적은 복용약을 처방받기

위함이 73.0%였고, 검진 및 진료가 20.3%, 처치 및 시술이 6.8%였다. 대상자의 60.1%

는 2달에 1회보다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하였고, 33.1%가 2달에 1회에서 3달에

1회 빈도로 방문하며, 6.8%는 3달에 1회보다 적게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81.8%에 달하는 대상자는 현재 참여 중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없고, 18.2%만이 보건

소나 복지관 등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상자의 44.4%는 현재 거주지와 가까워서 참여하게 되었

다고 하였으며, 33.3%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22.2%는 스스로 알아본 후 참여하게 되

었다고 답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Table 4와 같이 분석하였다. 구조적 지지는 평균 4.24±4.46

명으로 최소 0명부터 최대 30명까지로 조사되었다. 기능적 지지의 총점은 100점 만점

에 평균 56.41±25.16점이었고 점수범위는 최소 0점부터 100점이었다. 기능적 지지의 하

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물질적 지지가 56.93±28.38점이었고,

애정적 지지가 57.71±28.66점, 긍정적 사회상호작용이 55.70±28.38점, 정서적/정보적 지

지가 55.28±24.37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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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15(77.7)

Medicaid 21(14.2)

Do not know 12(8.1)

Social activity Poor 39(26.4)

Participation Average 75(50.7)

Good 34(23.0)

Type of Group 92(62.2)

leisure activity Individual 33(22.3)

None 23(15.5)

Source of Spouse/children 87(58.8)

daily support Organizations 35(23.6)

Friends/neighbors 14(9.5)

None 12(8.1)

Institution for Local hospitals/clinics 82(55.4)

healthcare visit Public health centers 46(31.1)

Tertiary/general hospitals 20(13.5)

Main reason for Drug prescription 108(73.0)

healthcare visit Health check-up 30(20.3)

Treatment/procedure 10(6.8)

Frequency of Bimonthly< 89(60.1)

healthcare visit Bimonthly-Quarterly 49(33.1)

Quarterly> 10(6.8)

Healthcare program No 121(81.8)

participation Yes 2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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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social support

(N=148)

Variables Items M±SD Min-Max

Structural support(persons) 1 4.24±4.46 0– 30

Functional support(total score) 19 56.41±25.16 0–100

Tangible support 4 56.93±28.38 0–100

Affectionate support 3 57.71±28.66 0–100

Positive social support 4 55.70±28.38 0–100

Emotional/information support 8 55.28±24.3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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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M SD Min-Max

Health empowerment 28 3.42 .67 1–5

Managing the psychosocial aspects 9 3.56 .82 1–5

Assessment of dissatisfaction and

readiness to change
9 3.30 .60 1–5

Setting and achieving goals 10 3.40 .84 1–5

3) 건강 임파워먼트

연구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건강 임파워먼트

는 5점 만점에 평균 3.42±.67점이었고, 점수는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 분포하였

다. 건강 임파워먼트의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면, 질환에 대한 심리사회

적태도 영역은 평균 3.56±.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질환관리 목표의 설정과 성취 영역

평균 3.40±.84점,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 평균 3.30±.60점 순이었다.

각 영역별 점수는 모두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 분포하였다.

Table 5. Distribution of health empowerment

(N=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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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인

적 특성에 따라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연령과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은 군에서 건강 임파워먼트가 높았는데(F=4.057, p=019), 사후검정 시

65-74세 연령대의 대상자가 75-84세 연령대의 대상자보다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

게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건

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높았다(t=2.395, p=.018). 가족과 동거하는 대상자가 독거

중인 대상자에 비해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높았고(t=-2.354, p=.020), 비슷한 경

향이 동거인 수에서도 나타나 동거인 수가 늘어날수록 건강 임파워먼트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2.874, p=.060).

건강 임파워먼트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4.096, p=.008), 사후

검정 결과 초등학교 진학이상에서 졸업이하인 대상자가 고등학교 진학이상인 대상자

보다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건강 임파워

먼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818, p=.024), 사후검정을 통해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라고 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한 대상자 보다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난 변수였으며(F=6.471, p=.002),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한 대상자가 건강한 편이

라고 한 대상자에 비해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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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SD
t of F

(post-hoc) p

Age 65–74(a) 3.60±.54 4.057 .019

75–84(b) 3.29±.72 (a>b)‡

85≤(c) 3.26±.79

Gender Female 3.36±.68 1.573 .118

Male 3.54±.63

Spouse No 3.31±.68 2.395 .018

Yes 3.57±.63

Living situation With family 3.52±.62 -2.354 .020

Alone 3.26±.71

Number of persons None 3.26±.71 2.874 .060

living with 1–2 3.50±.62

3≤ 3.58±.65

Education level None(a) 3.28±.78 4.096 .008

Elementary school≥(b) 3.25±.67 (b<d)‡

Middle school≥(c) 3.42±.69

High school≤(d) 3.68±.54

Occupation No 3.42±.67 -.110 .913

Yes 3.43±.66

Economic status Poor(a) 3.25±.64 3.818 .024

Average(b) 3.53±.67 (a<b)†

Wealthy(c) 3.67±.62

Perceived Unhealthy(a) 3.22±.69 6.471 .002

health status Fair(b) 3.46±.59 (a<c)†

Healthy(c) 3.69±.64

Number of 1 3.46±.69 .915 .362

high risk diseases 2≤ 3.53±.63

Table 6. Health empowerment by personal characteristics

(N=148)

†Scheffe test; ‡Dunnett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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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사회맥락적 특성에 따라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주관적

사회활동수준과 의료기관 이용빈도였다.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좋을수록 건강 임파워먼트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F=14.922,

p<.001),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 사회활동이 나쁜 편이라고 답한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

먼트가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와 좋은 편이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서도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794,

p=.010), 사후검정 시 2개월에 1회보다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군이 2-3개월에 1회

빈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군에 비해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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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ealth empowerment by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N=148)

Variables Categories M±SD
t of F

(post-hoc)
p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3.43±.66 .342 .711

Medicaid 3.31±.62

Do not know 3.48±.86

Social activity Poor(a) 2.96±.64 14.922 <.001

participation Average(b) 3.56±.61 (a<b,c)†

Good(c) 3.64±.58

Type of Group 3.39±.68 .404 .668

leisure activity Individual 3.51±.63

None 3.39±.69

Source of Spouse/children 3.41±.65 .712 .546

daily support Organizations 3.35±.61

Friends/neighbors 3.66±.65

None 3.42±.95

Institution for Local hospitals/clinics 3.40±.70 .486 .616

healthcare visit Public health centers 3.40±.68

Tertiary/general hospitals 3.56±.51

Frequency of Bimonthly<(a) 3.29±.69 4.794 .010

healthcare visit Bimonthly-Quarterly(b) 3.65±.60 (a<b)†

Quarterly>(c) 3.48±.54

Healthcare program No 3.39±.68 -.990 .324

participation Yes 3.54±.63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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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건강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건강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206, p=.012). 사회적 지지도 두

하위영역 모두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구조적 지지가 클수록 건

강 임파워먼트가 증가하였고(r=.167, p=.043), 기능적 지지 역시 그 정도가 클수록 건

강 임파워먼트가 증가하였다(r=.291,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구조적 지지와 유의

하게 관련이 있었고(r=.251, p=.002), 기능적 지지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r=.356,

p<.001). 사회적 지지의 두 하위영역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425, p<.001).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health empowerment, health literacy, and social

support

(N=148)

Variables

Health

empowerment

(Total)

Health

literacy

(Total)

Structural

support

Functional

support

r(p) r(p) r(p) r(p)

Health empowerment

Health literacy .206(.012)

Structural support .167(.043) .251(.002)

Functional support .291(<.001) .356(<.001) .4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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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중 건강 임

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생

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맥락적 특성 중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주관적 사회활동수준, 의료기관 이용빈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해당 변수들을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강

정보이해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두 하위영역인 구조적 지지, 기능적 지지도 독립변수

에 포함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과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규 P-P곡선과 잔차산점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정

규분포를 이루었고, 개별 잔차들의 독립성과 등분산성이 입증되었다. 다중공선성을 확

인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

하였을 때, 공차는 .217-.860으로 .1이상이었고, VIF는 1.162-4.613 범위에 속하여 10미

만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Model 1은 건강 임파워먼

트를 18.3%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525, p=.005). Model 1에서는 주관적 건

강상태가 건강한 군(β=.236, p=.010)이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맥락적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2는 31.3%의 설명

력을 보였다(F=3.271, p<.001).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

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β=.190, p=.041)과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보통인 군(β=.362,

p<.001), 좋은 군(β=.375, p<.001)이었다. 본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은 대상자가 주관

적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

할수록 건강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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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ierarchi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health empowerment

(N=148)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β p β p

Age 65-74(ref.)

75-84 .010 .945 -.015 .915

85≤ .077 .642 .013 .934

Spouse Yes(ref.)

No -.076 .509 -.059 .593

Living situation Alone(ref.)

With family .074 .493 .013 .901

Education None(ref.)

level Elementary school≥ -.119 .365 -.092 .467

Middle school≥ -.064 .608 -.092 .445

High school≤ .041 .794 .030 .842

Economic Poor(ref.)

status Average .125 .137 .035 .675

Wealthy .088 .304 .070 .397

Perceived Unhealthy(ref.)

health status Fair .133 .142 .105 .221

Healthy .236 .010 .190 .041

Health literacy .057 .573 .074 .470

Social activity Poor(ref.)

participation Average .362 <.001

Good .375 <.001

Frequency of Bimonthly<(ref.)

healthcare visit Bimonthly-quarterly .138 .101

Quarterly> -.022 .787

Structural support -.086 .349

Fuctional support .096 .356

F(p) 2.525(.005) 3.271(<.001)

R2 18.3 31.3

Adjusted R2 11.1 21.8

(ref.)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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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의 상관관계

1) 건강행위의 분포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건강행위는 56점 만점에 평

균 43.76±6.08점이었고 점수는 최소 27점과 최고 56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건강행

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양은 24점 만점에 평균 17.96±3.66점이었고 대상자

의 점수범위는 최소 7점부터 최고 24점까지였다. 운동은 8점 만점에 평균 6.23±2.23점

으로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최소 2점부터 최고 8점까지였다. 술·담배와 같은 기호품 제

한은 8점 만점에 평균 7.57±1.00이었고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고 8점까지 분포하였

다. 스트레스 관리는 8점 만점에 평균 4.86±1.87점으로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최소 2점

부터 최고 8점까지였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은 8점 만점에 평균 7.14±1.41점으로 최

소 2점부터 최고 8점까지 대상자의 점수가 분포하였다.

Table 10. Distribution of health behavior

(N=148)

Variables Items M±SD Min-Max

Health behavior 14 43.76±6.08 27-56

Nutrition 6 17.96±3.66 7-24

Exercise 2 6.23±2.23 2-8

Alcohol/tobacco restriction 2 7.57±1.00 2-8

Stress management 2 4.86±1.87 2-8

Disease prevention 2 7.14±1.4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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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의 상관관계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1과 같이 확인되었다.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478, p<.001). 건강 임파워먼트는 기호품 제한을 제외하고 건강행위의 하위영역들

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의 하위영역 중

영양(r=.323, p<.001), 운동(r=.357, p<.001), 스트레스 관리(r=.315, p<.001), 질병예방

(r=.186, p=.024)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기호품 제한과는 서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r=.078, p=.349).

전체 건강행위와 각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건강행위는 영양(r=.780,

p<.001), 운동(r=.684, p.<001), 기호품 제한(r=.234, p=.004), 스트레스 관리(r=.571,

p<.001), 질병예방(r=.287,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행위 하위영역 간

의 상관관계는, 영양은 운동(r=.343, p<.001), 스트레스 관리(r=.171, p=.038)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r=.335, p<.001)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그

외 건강행위 하위영역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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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rrelations between health empowerment and health behavior

(N=148)

Variables

Health
empowerment

(Total)

Health
behavior
(Total)

Nutrition Exercise
Alcohol/
tobacco

restriction

Stress
management

Disease
prevention

r(p) r(p) r(p) r(p) r(p) r(p) r(p)

Health
empowerment

Health behavior .478(<.001)

Nutrition .323(<.001) .780(<.001)

Exercise .357(<.001) .684(<.001) .343(<.001)

Alcohol/tobacco
restriction

.078(.349) .234(.004) -.068(.410) .096(.243)

Stress management .315(<.001) .571(<.001) .171(.038) .335(<.001) .161(.051)

Disease prevention .186(.024) .287(<.001) .053(.525) -.030(.722) .114(.168) .0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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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

트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건강행위와

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

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의 네 가

지 질환으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85.1%

가 고혈압, 31.1%가 고지혈증, 24.3%가 당뇨, 2.7%가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를 동일 연령대 일반 노인인구의 유병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유발질환의 순위는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질환별 순위와 유사하였다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은 노인이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질환들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급

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심뇌혈관계 유발질

환이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합병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2). 노인 인구의 주요한 사망원인이자 질병부담이 큰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자원과 연

계하여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당뇨 환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DES(Anderson et al., 2000)를 수정·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5점 만점에 평

균 3.42점이었다. 60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DES의 축약버

전인 DES-Short Form [DES-SF](Anderson et al., 2003)를 수정·번역하여 사용하였

고,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평균 3.51점이었다(박초롱, 2012). 65세 이상 지역사

회 만성질환 노인에게 다학제적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연구는 앞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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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고, 중재 전 실험군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평균 3.56점, 대조

군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평균 3.80점이었다(박초롱 등, 2015). 두 선행연구들이 본 연

구와 동일한 도구로 건강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지 않았고, 모집 대상자의 특성도 연구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첫 번째 선행연구 대상자

의 89.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두 번째 선행연구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만성질환의 범주에서 본다

면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두 선행연구들에서 측정된 건강 임파워먼트

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재연구는 DES-SF을 수정·번역하여 보

건소를 방문하는 고혈압 환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고, 중재 전 실험군의 임파워

먼트는 평균 3.55점, 대조군의 임파워먼트는 평균 3.40점이었다(Chang et al., 2012).

해당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4.58세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60

세이고, 보건소에서 모집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3.72세이며, 대상자의 다수(85.1%)

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는

해당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 임파워먼트의 평균 점수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환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 영역(3.56점), 질환관리 목표의 설정과 성취 영역(3.40점), 그리고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3.30점)의 순이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DES-SF를 수

정·번역하여 사용한 선행연구의 건강 임파워먼트 문항별 점수도 이와 비슷한 경항을

보였다(박초롱, 2012). 불만감 사정 및 변화를 위한 준비 영역은 대상자가 자신의 질

환관리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가관리 계획의

변경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영역인데(Anderson et al., 2000), 해당 영역

의 낮은 점수는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고하

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돕는 것은 질환에 따른 증상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Dowling et al., 2011).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일차보건기관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자들이 조력자로서 역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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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Huffman, 2007).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주요하게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위계

적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과 주관적 사회활

동수준이 보통인 군 및 좋은 군이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 크기로 비교 시,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주관적 건강상태보

다 건강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평가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

내는 주요한 건강지표인데(Farmer & Ferraro, 1997),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건강상

태와 건강위험인자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Idler & Benyamini, 1997).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 때문에 Shearer (2000)는 여성의 건강 임파워

먼트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것을 제한

점으로 언급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에 포함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의 복합이환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p=.362)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

서, 건강하다고 평가한 군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군보다 건강 임파워먼트 점수

가 더 높았으며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향상이 임파워

먼트의 주요 속성인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의 증진과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임파워먼트는 서로 유의

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2; Rohrer et al., 2008). 신명범

(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

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 대상자의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

다고 한 대상자는 25.7%로 가장 적었다. 따라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중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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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요구되며, 건강관리자들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관리의 주요한 지표로 객

관적인 임상자료와 함께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사회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에서 인용함)에 참여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활동을 영리가 발생하는 경제활동과 비영

리적 활동인 지역사회 조직활동 및 단체활동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주관적 사회

활동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나쁘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건강 임파

워먼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노인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활동이 노인의 신체기능과 삶의 질, 자기효능감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박경혜 & 이윤환, 2006; 안종철 & 임왕규, 2014; 전명수,

2014). 이를 참고로 사회활동을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고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은 본 연구에서 건강 임파워먼트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영향 요인이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윤화 (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노인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Zimmerman과 Rappaport (1988)는 사회적 참여와 임파워먼트 간

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는데,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람을 조직하고, 자원을

확인하며, 목표를 이루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만성질환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개념분석한 연구도 사회적 참여를 임파워먼트의 주요

한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회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Fotoukian, Shahboulaghi, Khoshknab, & Mohammadi, 2014).

Katula, Sipe, Rejeski, 그리고 Focht의 연구 (2006)는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접목한

운동 프로그램과 그룹 매개 상담법을 포함한 중재 활동이 지역사회 노인의 체력향상

및 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주영 등 (2010)은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적은 노인일수록 자신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더 많은 기회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약해지고 심뇌혈관계 유발질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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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에 이환되기 쉬우며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취약한 건강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강

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따라서

민간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각 노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들을 고려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마련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

인적 특성 및 사회맥락적 특성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적 특성은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

파워먼트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연령, 배우자 유무 및 동거형태, 교육수준에 따

라 임파워먼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문명자, 2005; 문명자, 2006; 하주영 등, 2010).

해당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별과 직업유무에 따라서도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본 연구에서 해당 변수들에 따른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군일수록 건강 임파워먼트

가 높았는데, 이는 소득 및 지출 수준이 높은 군에서 임파워먼트가 높았던 선행연구

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 결과였다(하주영 등, 2010). 비록 앞선 선행연구들이 정의하는

임파워먼트는 복합적 차원의 개인 역량강화를 의미하여(Parsons, 1999) 건강 임파워먼

트와 완전히 동일한 정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파워먼트가 건강 임파워먼트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건강 임파워

먼트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사회활동수준 외에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맥

락적 특성은 의료기관 방문빈도였다. 본 연구에서 2개월에 1회보다 더 자주 의료기관

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6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서 지난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전체의 78.2%, 평균 방문횟

수가 2.4회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노년층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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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그 유발질환, 골관절염 등에서 외래 의료이용이 아주 빈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본 연구에서 건강 임파워먼트 점수

는 2개월에 1회보다 더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군에서 제일 낮았는데, 이는 중년

남성 근로자의 의료기간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게 나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조미미, 2015). 이는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대상

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임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로 두 변수를 가지고 교차분석을 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

하지 못한 편으로 답한 대상자의 71.4%는 의료기관을 2개월에 1회 보다 더 자주 방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사회적지지가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지만, 상관분석을 통해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를 함께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들에서 두 개념

사이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Lee 등 (2016)의 연구는 제 2형 당뇨환

자들의 지각된 임파워먼트와 건강정보이해능력 사이에 유의한 직접적인 경로가 있음

을 규명하였고, 1년 후의 추적관찰 시점에도 이러한 경로는 유효하였다(Want et al.,

2016). 그러나 성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Eyuboglu와 Schulz (2016)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 중년

남성 근로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도 건강관리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조미미, 2015).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 임파워먼트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하여 건강 임

파워먼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

해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김수현 & 이은주,

2008; Furuya, Kondo, Yamagata, & Hashimoto, 2015; Lee, Rhee, Kim, & Ahluw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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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더 나아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김수

현 & 이은주, 2008) 향후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 모두 건강 임파워

먼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정

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었고(Rogers et al., 1997), 여성 장애인이 대상이었던 황영희 (2002)

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장성희

(2008)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중년기혼여성의 임파워먼트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

하였다. 두 개념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Shearer (2000)는 사회적 지

지를 여성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규명하였고, Shearer와

Fleury (2006)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 노인으로 하여금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건강 임파워먼트를 발전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시각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이용주 (2007)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임파워먼트 수준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국내 취업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현순과 나동석

(2008)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평가적 지지가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건강 임파워먼트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지지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와(강윤희 등, 2012; 조아진, 2010) 만성질

환 노인의 사회활동을 포함한 일상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한

연구(Hand, Law, McColl, Hanna, & Elliott, 2014)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을 매개로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건강 임파워먼트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가 실제 건강행위 실천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을 때, 건강 임파

워먼트와 건강행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관련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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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어, 공군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생산직 중

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관리 임파워먼트와 건강증진행위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김미정, 2015; 조미미, 2015),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명자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문명자,

2006). 본 연구는 건강행위의 실천이 강조되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

상으로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 임파워먼트는 대상자의 건강행위 하위영역 중 비교적

저조한 수준을 보였던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 운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p<.001), 질병예방영역과도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p=.024). 건강행위의 모든 하위영

역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수칙에 해당하므로(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2). 실천이 낮게 보고된 영역들을 중심으로 건강행위 이행

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적 노력과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변수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

강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Anderson과

Funnell (2005)의 건강 임파워먼트 중재 기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서

는 중재를 적용한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박초롱 등, 2015),

Falk-Rafael (2001)의 임파워먼트 모델에 근거한 중재 프로그램을 성인 고혈압 환자에

게 적용한 연구에서는 중재군의 자가관리행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Chang et al.,

2012). 따라서 추후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대상자의 건강행위의 실천에 나타나

는 변화, 특히 본 연구에서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건강행위 하위영역인 스트

레스 관리와 영양,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

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2개 지역구에서 편의표출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의 특성상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른다. 추후 대상 지역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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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지 외 형태의 자료들도 수집 및 분

석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방법의 한계로 건강 임파워먼트를 설명

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 수 없고,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종단적인 영향 역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부가적으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건

강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내 일부 문항들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아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노인들이 답변하기에 문항 수가 비교적 많다는 의견이 있었

다. 향후 국내 노인의 기초 문해력 수준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 임파워먼트 측

정도구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임파워

먼트 주제의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건강 임파워먼트와 건강행위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

인되어 향후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행위 실천을 높이는데 건강 임

파워먼트 전략을 활용한 중재적 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임파워먼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활동수준를 중

심으로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요인들까지 포괄하여 건강행위로 이어

지는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건강 임

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한 중재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실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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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

트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건강 임파워

먼트와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건강 임파워먼트는 Anderson 등 (2000)이 당뇨 환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DES을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관리 임파워먼트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Lee와 Kang (2013)

이 개발한 SKHLS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MOS(Sherbourne & Stewart, 1991)

가 개발한 MOS-SSS를 임민경 (2002)이 번안한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하였다. 건강

정보이해능력 외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 소득원, 주관적 생활수준, 건강정보출처,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현황의 11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외 사회맥락적 특성은 건강보험, 주관적 사회활동수

준,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빈도, 일상적 지지원, 주 이용 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목

적, 의료기관 이용빈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여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계기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행위는 구미옥 등 (2003)이 개발한 건강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편의표출한 서울시 2개 지역구의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 중 심뇌

혈관계 유발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 받은 지 3개월 이상 된 노인 158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기준 미 부합 7명과 결측 응답 3명을 제외한 총

148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

립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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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파워먼트는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선행연구들에서 DES–SF를 수정·

번역하여 측정한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건강 임파

워먼트는 개인적 특성 중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생활수준, 주

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맥락적 특성 중 주관적 사회활동수

준과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사회

적 지지, 건강 임파워먼트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

석 결과, 건강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

과 주관적 사회활동수준이 보통인 군 및 좋은 군이었다. 건강 임파워먼트는 건강행위

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높이

기 위해 개인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맥락적 특성 중 주관적 사회활동수준

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심뇌혈관계 유

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향상과 건강행위 실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조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높

이기 위한 추후 연구 방향과 간호 실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2개 지역구에서 편의표출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일부 제약이 따른다. 향후 연구 진행 시, 설문

지 외 형태의 자료들도 수집 및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다변량 회귀분석까지 시행하여 건강 임파워먼트를 설

명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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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종단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활동수준를 중심으로 건

강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요인들까지 포괄하여 건강 임파워먼트로 이어지

는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진행이 요구된다. 더불어 건강 임파워먼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DES를 국문으로 수정·번역한 도구로 대상자의 건강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번역도구 내 일부 문항들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 닿

지 않아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노인들이 답변하기에 문항 수가 비교적 많

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국내 노인의 기초 문해력 수준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

강 임파워먼트 측정도구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국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심뇌혈관계 유발질환을 앓는 노인의 건강 임파워먼트

와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향후 건강 임파워먼트 전략을 활용한 중재적 개입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임파워먼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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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건강 임파워먼트 도구 검사-재검사 결과

Test-retest of health empowerment scale

(N=10)

Type of test Health 

empowerment

(Total)

Managing the 

psychosocial 

aspects

Assessment of 

dissatisfaction 

and readiness 

to change

Setting and 

achieving goals

Number of items 28 9 9 10

Range 1-5 1-5 1-5 1-5

Test M±SD 2.97±.63 2.95±.73 3.12±.45 2.84±.80

Retest M±SD 3.00±.57 2.87±.71 3.22±.36 2.96±.73

r(p) .921(<.001) .702(.023) .872(.001) .9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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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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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Empowerment of Old Adults with

High Risk Diseases of Cardio-Cerebrovascular System

Son, Hyo 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examine the levels of health

empowerment of the old over 65 having high risk diseases of

cardio-cerebrovascular system, to elabor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ealth

empowerment,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empowerment and

health behavior. The subjects are the old adults residing in 2 communities in

Seoul and have one or more high risk diseases that were operationally defined a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and atherosclerosis. Above

population was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The data was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 total of 148 were

statistically analyzed.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variat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21.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average score of health empowerment was 3.42±.67 out of 5. For the three

dimensions of health empowerment, 'Managing the psychosocial aspects'(3.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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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and achieving goals'(3.40±.84), and 'Assessing dissatisfaction and

readiness to change'(3.30±.60) were the order.

2.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health empowerment was significantly high in

groups who were younger(p=.019), married(p=.018), and highly educated(p=.008).

It was also observed in groups with higher economic status(p=.024), and higher

perceived health status(p=.002). In social-context characteristics, health

empowermen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frequency of healthcare visit. The higher the health

empowerment score was, the higher th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was(p<.001). The score was lower when frequency of healthcare visit was

'over bimonthly' group than 'bimonthly-quarterly' group(p=.010).

3. Health empower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health literacy score(r=.206,

p=.012). On top of that, two subscales of the social support, structural

support(r=.167, p=.043) and functional support(r=.291, p<.001), were also

correlated to health empowerment.

4. In hierarchical multivariate regression,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entered in

Model 1 and this explained 18.3% of health empowerment(F=2.525, p=.005).

Healthy group of perceived health status variable significantly affected health

empowerment in Model 1(β=.236, p=.010). Social-contextual characteristics were

entered as a second block into the regression and derived Model 2 explaining

31.3% of health empowerment(F=3.271, p<.001). In Model 2, factors affecting

health empowerment were healthy group of perceived health status(β=.190,

p=.041), average(β=.362, p<.001) and good level(β=.375, p<.001)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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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alth empowerment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to health

behavior(r=.478, p<.001). Furthermore, health empower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four subcategories of health behavior: nutrition(r=.323, p<.001),

exercise(r=.357, p<.001), stress management(r=.315, p<.001), and disease

prevention(r=.186, p=.024).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enhanc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re vital in an effort to improve the health empowerment of

the old adults with high risk diseases of cardio-cerebrovascular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the foundation to develop programs for

health empowerment promotion and health behavior practice of the popul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also used to establish related health

policies and foster a co-operative social atmosphere.

Key words :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Old adults, Health empowerment,

Health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