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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년층 건강정보독해력의 영향 요인

건강정보독해력은 ‘개인이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

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노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독해력은 점차 더 필요해지는 필수 기

술이며,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뇌 영역의 기

능 감퇴가 나타나는 정상 노년층은 건강정보독해력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수행력을 결정짓는 특정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층의 일반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 연령, 교육년수, 읽

기빈도 중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

는 것이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확인 된 변수의 경우 하위 항목별로 분석하여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65세 이상 정상 노년층 66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독해력 과제 8문항, 일

반독해력 8문항, 인지평가(K-MMSE), 어휘력평가(K-BNT-15)를 실시하였고,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의 경우 설문지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건강정

보독해력, 일반독해력, K-MMSE, K-BNT-15의 경우 정반응한 경우 1점, 오

반응한 경우 0점을 부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해력과 인지기능은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

을 미쳤다.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기능이 독해력보다 더 높

았다. 둘째,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K-MMSE 하위 항목에서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시간지남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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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셋째,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독해

력 문항의 하위 항목에서 기능적 읽기 문항이 건강정보독해력의 영향요인이었

다.

이로써, 본 연구는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문을 비교적 더 빈번하게 접하는 질병보유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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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건강정보독해력의 영향 요인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오 하 은

Ⅰ. 서 론

1. 이론적 배경

오늘날 가장 강조되는 언어 사용 기능은 읽기이다. 읽기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해독한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

하는 능력이다.13 이러한 읽기능력은 특별히 노년층에게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읽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에 기반을 두어 장비를 조작

하거나, 복잡한 재무관리 및 건강관리와 같은 일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2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시력 저하, 신경세포 소실 등으로 인하

여 청년층과 다른 읽기양상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노년층은 처방전, 검사 지침

서, 동의서, 복약 설명서, 건강교육자료 등에 있는 건강정보를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39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정보독해력이 낮은 경우 건강지

식 수준, 불량한 건강상태를 가지게 된다고40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노년층

건강정보독해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 독해

력, 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력과 관련하여 노년층의 건강정보독해력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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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정보독해력

건강정보독해력(health literacy)이란 기능적인 읽기 이해에 해당하며 ‘개인이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 또한, 건강정보

문해력, 의료정보 이해능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고31 있다. 건강정보독해

력은 질병에 대한 지식, 건강 습관, 질병 예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 성과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2,3특별히, 노년층의 읽기는 자료의 유형과 단락 구

성에 영향을 받는데, 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서나 복용 안내서, 약병 설명서,

동의서와 같은 건강관련 정보는 이해하기 더 어렵다고 한다.8

나. 일반독해력

독해력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독해 기술의 폭은 넓으며, 글

자들에 체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독해의 범위 안에는 책이나 잡지,

메뉴판의 음식이나 음료, 약 복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서 정보

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4,5 독해 전략에는 크게 scanning,

skimming, extensive reading, intensive reading이 있다. Scanning은 대충 읽

어도 되는 경우 빠르게 전체를 살피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안내문이나 신문

을 자세하게 읽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략을 사용

한다. Skimming의 경우 텍스트를 훑으며 정보가 있는 특정 부분을 찾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찾을 때 목차만 뽑아 읽거나, 필요한 그림이나

도표를 뽑아 읽는 것을 말한다. Extensive reading은 보통 즐거움을 위해 다

소 긴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전체적인 이해

를 수반한다. Intensive reading은 특정정보를 얻기 위해 짧은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더 정확함을 요하는 활동이다.41.42

노년층 읽기 관련 능력을 측정한 최근의 연구에6 따르면, 노년층은 짧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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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읽고 육하원칙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단어를 고를 수도 있고, 기능적인

읽기 자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다.6 그러나,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인쇄된 글이나 온라인 자료들을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느리며, 음운 인식 과제

에서 수행력이 낮고, 변이적이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기능적인 읽기

자료와 관련된 수행력이 다른 과제들이 비해 낮거나 더 변이적이라고 한다.9

다. 인지기능

인지(cognition)는 여러 측면의 능력을 함축하는 단어이다. 인지능력은 주의

력, 기억력, 집행기능, 문제해결력 등을 포함한다. 주의력은 여러 가지 정보들

중 중요한 정보에 집중 할 수 있게 하며, 기억력은 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회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능력이 중첩되어 언어능력의

근간을 이룬다.4 선행연구에 따르면 작업 기억 용량이 더 큰 사람들은 읽은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할 수 있고10, 작업기억력이 감소하면 복잡한 구문형태를

이해하는 과제에서 독해력이 좀 더 저하된다.10,11 이는 독해력에 영향을 미치

는 작업기억력은 고차원적 인지 처리 과정에 필수 요소로서 인지기능에 장애

가 있는 경우 작업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어휘력

어휘력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

용자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12 교육적 측면에서 어휘는 인간이 성장하면

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습득어휘와, 특정 개념과 관련되어 교육의 대상이 되

는 학습어휘로 나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완숙한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

휘를 세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첫째는 높은 빈도를 가진 기본적인 단어로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휘이다. 둘째는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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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를 가지는 어휘이다. 셋째는 읽기 능력이 완숙한 단계에 도달한 독자

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다. 어휘에 대한 독자의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서 독

해에도 영향을 미친다.13 어휘와 독해력 사이의 관련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대

표적으로 Anderson과 Freebody(1985)가 주장한 도구가설(instrumental

hypothesis)이 있다. 이 가설은 단어 의미에 관한 지식이 직접적으로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14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어휘를 가진

사람들은 읽은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할 수 있다.10 하지만 Tuin & Brady(1974)

는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운 어휘를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친 경

우, 어휘 항목 자체에 대한 수행은 증가했으나 글의 독해는 증가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15

마. 연령

인간은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거치며, 노년기는 연소노인

(young-old), 중노인(middle-old),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된다(Burda,

2007).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기억력, 학습능력의 저하를 인식한다.33

바. 교육년수와 읽기빈도

교육년수란 정규교육을 받은 년수를 의미하며, 읽기빈도란 얼마나 자주 읽기

활동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독해력이 뛰

어나며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보다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이 독해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3,4 또한 읽기빈도가 감소하는 것은 건강이 감퇴하고 교육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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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독해력은 점차 더 필요해지는 필수 기술이다. 이는

IT기술 등의 발달로 새로운 장비를 배워 사용하고, 건강관련 정보나 복잡한

재무 관리 체계를 접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16 특히,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의료와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건강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나라 성인은 국제성인문해조

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1994∼1998)에서 ‘의약품 복용량 설명

서 같은 생활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의 비율이 38%로

OECD회원국 평균인 22%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1).

또한, 2001년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문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기약과 같

은 일반의약품의 복용 안내문을 이해하는 사람이 72.4%밖에 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된 바가 있다.17,18 이러한 결과는 대중들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정보독

해력이 낮을수록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낮고,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상태가 불

량하다고 하였다.38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39 선행
연구들은 그 원인이 대상자들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34. 대다수의 건강정보문은 글로 전해지기 때문에 건강정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독해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독해의 범위에 속하는 독해지문의

유형과 독해전략에 따라 읽기 양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노년층의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일반독해력

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노년층의 일반독해력을 측정하여 일반독

해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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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해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면, 일반독해력의 하위 항

목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일반독해력 유형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유의한 영향요

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능력은 여러 가지 정보 중 중요한 정보에 집중

할 수 있게 해주며, 정보를 보유하고 회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

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K-MMSE의 경우 인지기능을 시간

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기능, 시간공

간 구성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어휘에 대한 독자의 사전지식은 독해에

도 영향을 미친다.1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의 인지기능과 어휘력을 배제한 채, 기능적인 건강정보

독해력 검사 결과만을 단일 기준으로 삼거나 의학적 어휘 이해여부를 측정하

는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20 이로 인해 노년층의 인지기능, 어휘력과

건강정보독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지기능과

어휘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기지능이

건강정보독해력의 영향요인이라면, 인지기능의 하위항목 별로 분석하여 건강

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28 따르면, 건강정보독해력이 연령, 소득, 교

육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평균 연령

이 46, 45세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노년층에게까지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정보독해력이 높다는 연구와28 연령이 낮을수록 건

강정보독해력이 높다는 연구가2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에 따른 건강정보독해력

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의 건강정보독해력과 독해력, 인지기능,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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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

써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확인 된 변수의 경우 하위 항목별로 분석하여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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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층의 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

빈도 중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확인 된 변수의 경우 하위 항목별로 분석하여 건

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가. 노년층의 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 중 건강정보

독해력의

1)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가?

나. K-MMSE의 하위 항목인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능력, 그리기 중 건강정보독해력의

1)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항목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

는가?

다. 독해력의 문항 중 건강정보독해력의

1)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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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정상 노인

66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version 3.1.9.2(Franz Faul,

Universitat Kiel, Germany)에서 test family는 F-test, statistical test는 다중

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효과크기(effect size)는 선행연구(Lee,

2014)에 근거한 0.23, 유의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0.05, 검정력(power)은

코헨의 기준에 따라 0.8로 설정한 결과 표본의 크기가 66명으로 산출되었다.

장소는 아파트 내의 노인정 3곳, 교회 1곳, 서울 ○○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정상’ 노인의 기준은 선행연구에 따라 ‘신경학적 질환

또는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 없

는 상태’로 정의하였다.21 대상자는 (1)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이하 K-MMSE)를 실시하여 교육수준

과 연령을 고려하여 정상범주에 속했다. (2) 말-언어 산출에 영향을 주는 병력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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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 내의 노인정, 교회, 복지관을 방문하여

시행되었다. 모든 검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상자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본

검사진행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참여

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사례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나이, 교육년수,

읽기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정보는 대상자가 직접 면담지에

작성하였다. 과제 시행 시 모든 대상자의 반응은 대상자가 직접 검사지에 기

록하도록 하였다.

(1) 건강정보독해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2 건강문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수

정 및 보완하여 이용하였다.28 선행연구에서2 사용한 도구는 TOFHLA(The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s)를 바탕으로 Kim과 Lee(2008)

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KFHLT(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를 수정한 것으로 병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총 8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은

수리영역(4)과 독해영역(4)으로 구성하였다.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은 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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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독해력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독해력 검사가 없기 때문

에 미국에서 시판되는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독해력 과제를 개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독해력 과제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검사도구의 읽기 이해력 과

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과 그림 짝짓기, 올바른 단어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질문지에 답하기, 기능적인 읽기 자료를 제

시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참고하였다.22,23 지문은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문항과 국립

국어원의 기초 독해력 검사 문항을24,25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인지기능: 한국 간이 정신 상태 검사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MSE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의 한국판 검사로서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간이 선별 검사이다.26 선별검사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지만 검사 시간이 짧고, 대상자의 전반적인 인

지기능 수준에 대하여 수량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검사 영

역은 시간지남력(5점), 장소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기억회상(3점), 언어(8점), 그리기(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시간은 약 10∼

15분이고, 총점은 30점이다.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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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력 (Korean Version-the Boston Naming Test; K-BNT-15)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단축형은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판 보

스턴 이름대기 검사의 60문항 중 15문항을 선별한 간이 검사이다. 본 검사는

검사 시간이 짧고 15개 문항만으로 일반노년층의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검사 문항은 ‘용’, ‘올챙이’, ‘거미줄’, ‘눈사람’, ‘장화’, ‘거북선’, ‘고드름’,

‘낙타’, ‘골무’, ‘소화기’, ‘인어’, ‘공룡’, ‘유모차’, ‘토시’, ‘불가사리’로 총 15문항이

다. 29 실시시간은 약 5∼10분이고, 총점은 15점이다. 각 과제의 수행시간은 15

초로 제한하며, 15초 경과 후 의미적 힌트를 제시하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대

상자가 보이는 반응은 검사지에 즉시 기록하였다.

(5) 설문지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화하여 서면으로 제

공하였으며, 나이, 교육년수, 읽기빈도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가 직접 면담지에

작성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숫자로 기록하였으며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 상

나이가 다른 경우 실제 나이를 기록하였다. 교육년수는 중퇴인 경우 기타 기

입 칸에 숫자로 교육년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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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1) 건강정보독해력

건강정보독해력 과제의 채점은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은 8점이다. 시간의 제약은 두지 않았으며 대상자가 과제를 실시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과제는 대상자의 경험이 아니라 지시문을 읽고 지시문

에 기반한 답을 보기에서 고를 것을 설명하였다.

(2) 일반독해력

독해력 과제의 채점은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은

8점이다. 대상자가 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답을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는 경우

한 가지 답을 고를 것을 설명하였으며, 정답을 모르겠다고 한 경우 빈칸으로

남겨두고 다음 문항에 답할 것을 안내하였다. 빈칸으로 남겨둔 문항의 경우 0

점을 부여하였다.

(3) 인지기능: 한국 간이 정신 상태 검사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한국 간이 정신 상태 검사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의 한국판 검사로서 인지기

능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간이 검사이다.26 검사 영역은 시간지남력(5점), 장

소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기억회상(3점), 언어(8

점), 그리기(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뉴얼 절차에 따라 정반응 한 경우 1

점 오반응한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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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력 과제(Korean Version-the Boston Naming Test;

K-BNT-15)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단축형의 채점은 정반응한 경우 1점, 오반응한

경우 0점을 부과하였으며, 총점은 15점이다. 각 과제의 수행시간은 15초로 제

한하며, 15초 경과 후 의미적 힌트를 제시하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대상자가

보이는 반응은 검사지에 즉시 기록하였다. 단서를 제시 한 후 정반응 한 경우

0점을 부과하였다.

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3.0) for Window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독해력, 인지

기능, 어휘력, 일반적 특성이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영향요인으로 확

인된 변수의 경우, 하위 항목 별 특성이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하였

다. 명목척도로 된 독립변수의 경우 이를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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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건강정보독해력, 일반독해력, 인지기능, K-MMSE 하위항목, 어휘력 수

행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

노년층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관련요인으로 일반독해력, 인지기능, K-MMSE의 하위항목인 시간지남

력, 장소지남력, 기억능력,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능력, 그리기, 어

휘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년층의 각 요인별 평균(±표준편차)은 (표1)와 같다. 노년층의 평균 일반독

해력 점수는 5.38(±2.10)점, 인지기능(K-MMSE) 점수는 27.47(±2.02)점, 어휘

력(K-BNT-15) 점수는 12.40(±2.14)점, 평균연령은 74.74(±6.15)세, 교육년수는

11.03(±4.41)년, 이었다.

노년층의 K-MMSE의 하위항목 별 평균(±표준편차)은 (표2)와 같다.

K-MMSE 하위항목인 시간지남력 점수는 4.68(±.58)점, 장소지남력 점수는

4.90(±.28)점, 기억등록 점수 2.95(±.20)점, 주의집중 및 계산 점수 4.10(±1.05),

기억회상 2.12(±.85)점, 언어능력 7.72(±.51)점, 그리기 점수 .90(±.28)점이었다.

노년층의 읽기빈도의 빈도분석은 (표3)과 같다. 노년층의 읽기 빈도는 매우 자

주 21명(31.8%), 자주 10명(15.2%), 보통 9명(13.6%), 가끔 12명(18.2%), 거의

읽지 않음 14명(2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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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총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강정보독해력 8 5.55 2.01 1 8

일반독해력 8 5.38 2.10 1 8

인지기능

(K-MMSE)
30 27.47 2.02 23 30

어휘력

(K-BNT-15)
15 12.40 2.14 6 15

연령(세) 74.74 6.15 65 92

교육년수(년) 11.03 4.41 0 18

표1. 건강정보독해력, 일반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 연령, 교육년수의 기술통

계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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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총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간지남력 5 4.68 .58 3 5

장소지남력 5 4.90 .28 4 5

기억등록 3 2.95 .20 2 3

주의집중

및 계산
5 4.10 1.05 1 5

기억회상 3 2.12 .85 0 3

언어능력 8 7.72 .51 6 8

그리기 1 .90 .28 0 1

변인 빈도 퍼센트

매우 자주 읽음 21 31.8

자주 읽음 10 15.2

보통 읽음 9 13.6

가끔 읽음 12 18.2

거의 읽지 않음 14 21.2

표2. K-MMSE 하위항목의 기술통계

(N=66)

표3. 읽기빈도분석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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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B) P-value

독해력 .380 .22 .001**

인지기능

(K-MMSE)
.421 .22 〈.001**

어휘력

(K-BNT-15)
-.203 -.00 .989

연령 -.001 .19 .988

교육년수 .104 .21 .631

읽기빈도 -.282 .19 .153

2.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 중 독해력과 인지기능이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독해력과 인지기능

이 저하될수록 낮은 건강정보독해력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독해력을 반영

하는 점수의 표준화계수(β)는 .380, 인지기능을 반영하는 인지점수의 표준화계

수(β)는 .421로 인지기능이 독해력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본 모형의 수정

된 결정계수(△R2 )는 .604으로서 본 회귀모형은 대상자의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하여 약 60.4%의 설명력을 가진다.(표4)

표4.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6)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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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K-MMSE의 하위 항목

K-MMSE의 하위항목인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

산, 기억회상, 언어능력, 그리기 중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이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간지

남력,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능력이 저하될수록 낮은 건강

정보독해력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지남력을 반영하는 점수의 표준화계

수(β)는 .206, 장소지남력을 반영하는 점수의 표준화계수(β)는 .249,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을 반영하는 점수의 표준화계수(β)는 .237, 기억회상 능력을 반영

하는 점수의 표준화계수(β)는 .402로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능력, 시간지남력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본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492으로서 본 회귀모형은 대상자의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하여 약

49.2%의 설명력을 가진다.(표5)



- 20 -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B) P-value

시간지남력 .206 .19 .037*

장소지남력 .249 .18 .010*

기억등록 -.080 .18 .391

주의집중 .237 .21 .028*

기억회상 .402 .19 〈.001**

언어능력 .068 .18 .464

그리기 .180 .19 .065

표5.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K-MMSE의 하위 항목

(N=66)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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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B) P-value

제목 선정하기 .097 .22 .383

옳은 정보 고르기 -.110 .20 .383

문장 완성하기 .174 .23 .285

핵심단어 고르기 .166 .24 .141

의문사 질문에 답하기(단어) .200 .21 .182

의문사 질문에 답하기(문장) .148 .23 .071

기능적 읽기 .219 .21 .044*

문장과 그림 짝짓기 .185 .20 .078

4.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해력의 문항

독해력의 문항 유형인 제목 선정하기, 옳은 정보 고르기, 문장완성하기, 핵심

단어 고르기, 의문사 질문에 답하기, 기능적 읽기, 문장과 그림 짝짓기 중 기

능적 읽기 문항이 정반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능적 읽기 문항

에서 오반응 할 수록 낮은 건강정보독해력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기능적

읽기 문항을 반영하는 점수의 표준화계수(β)는 .21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

진다. 본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2 )는 .415으로서 본 회귀모형은 대상자

의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하여 약 41.5%의 설명력을 가진다.(표6)

표6.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해력 문항의 하위 항목

(N=66)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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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우리나라 노년층은 ‘의약품 복용량 설명서’와 같은 건강정보문을 이해하는 능

력이 비교적 낮다.17 건강정보독해력과 같은 기능적 읽기는 인지기능과 어휘력

에 영향을 받으며,10 연령과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독해력, 인지기능,

어휘력과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를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설문지, 독해력 과제, 인지과제(K-MMSE), 어휘력 과제(K-BNT-15)를 통해

노년층의 건강정보독해력 정반응률에 독해력, 인지능력, 어휘력, 연령, 교육년

수, 읽기빈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해력과 인지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지기능이 독해력보다 설명력이 더 높은 변수였

다. K-MMSE 검사로 측정한 인지능력 중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은 필요한 정

보를 선택하고 보유하고 회상하여 정보를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인지기능으로4

독해력과 관련이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기억이 고차원적 인

지처리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작업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30 ‘작업기억 용량이 더 큰 사람들이 읽은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10를 지지한다. 독해력이 높은 경

우가 독해력이 낮은 경우보다 건강정보문을 더 잘 이해한 이유는 대부분의

건강정보문이 글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결론적으

로, 정상 노년층에서 건강정보독해력이 독해력과 인지능력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능력이 저하될 경우 건강정보독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

건강정보독해력 정반응률에서 어휘력(K-BNT-15)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는 ‘높은 어휘

력을 가진 사람들이 읽은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한다.’는 선행연구10와 ‘연령, 교

육수준에 따른 건강정보독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2 일

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정보독해력에 대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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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어휘력 검사로 사용

한 K-BNT-15 검사의 경우 건강정보독해력보다 일반독해력에 해당하는 어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에 대한 어휘력을 알아보는 검사이다. 건강정보독해

력과 관련이 있는 어휘는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빈도의 어휘에 해당하

며 개념과 관련이 있는 학습이 필요한 학습어휘이다. 그에 반하여,

K-BNT-15의 어휘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습득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정보독해력 어휘와 다르다.13 또한 학력의 경우 복지관 교육 프로그

램 혹은 노인정에 방문하는 한글교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교

육년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K-MMSE 하위항목인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능력, 그리기가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시간지남력 순으로 유의하게 설

명력이 더 높았다. 이는 건강정보독해력이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시간지남력의 저하로 인해 저하될 수 있음을 뜻한다. 기억력이 가장

높은 설명변수로 나타난 이유는 기억회상능력이 정보를 보유하고 회상하여 정

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기억

회상능력이 저하될 경우 정보를 보유하거나 회상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공간적 지남력의 저하는 두정엽의 신경세포 소실과 관련이 있다.35 두정엽은

시지각 주의력에 작용하는 주요 뇌영역이며 시지각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한

한글문자를 해독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다.36 따라서 공간지남력이 저하된

경우 두정엽의 신경 세포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정보

독해력도 저하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강정보독해력

검사는 수리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계산능력이 건강정보독해

력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지남력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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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기억장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능력이므로36 주의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경우 함께 저하될 수 있다.

K-MMSE 하위항목에서 언어능력, 기억등록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

다. 언어능력과제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본 과제가 구어 과

제로서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과제이나, 건강정보독해력은 읽기 과제로서 시

각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구어의 경우 소리신호가 달팽

이관과 시상의 내측슬상핵(medial geniculate nucleus:MGN)을 거쳐 측두엽에

위치한 1차 청각피질(Primary auditory cortex, BA 41,42)로 도착한다. 그러나

문자의 경우 시각정보가 시상 외측슬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 LGN)을

거쳐 후두엽에 위치한 1,2차 시각피질(Primary and secondary visual cortex)

에 도착한다. 이처럼 구어신호와 시각 신호는 정보 처리 경로와 이를 담당하

는 뇌 영역이 다르다. 43 기억등록 과제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이유도 청각

신호 과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기억등록 과제에서 입력된 자극이 장

기기억으로 처리된 후 실시되는 기억회상 과제와 달리 기억등록 과제는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단기기억 과제이다.

독해력의 문항 유형에서는 제목 선정하기, 옳은 정보 고르기, 문장완성하기,

핵심단어 고르기, 의문사 질문에 답하기, 기능적 읽기, 문장과 그림 짝짓기 중

기능적 읽기 문항이 건강정보독해력의 정반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는 건강정보독해력 정반응률의 저하가 기능적 읽기 능력의 저하로 인해 나타

날 수 있음을 뜻한다. 제목 선정하기, 옳은 정보 고르기, 문장완성하기, 핵심단

어 고르기, 의문사 질문에 답하기, 문장과 그림 짝짓기 과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전략인 Extensige reading이나 특정정보를 얻기 위해 짧

은 텍스트를 읽는 Instensive reading 전략을 사용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에 반하여, 기능적 읽기 문단은 고지서, 처방전, 청첩장과 같이 일반적인 읽기

문단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며 많은 양의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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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문항에서 정반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읽기 문단에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읽기전략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전략은 텍스트를 훑으며 필요한 정보가 있는 특정 부분을 찾는

skimming 으로서, 단순히 긴 문단을 읽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

하는 extensive reading나, 특정정보를 얻기 위해 짧은 텍스트를 읽는

Instensive reading과 다르다. skimming은 약복용법, 주의사항, 약 설명서와

같이 문단 내에서 특정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건강

정보독해력에서 매우 중요한 읽기전략이다.41,42 이처럼 기능적 읽기와 건강정

보독해력은 skimming이라는 동일한 읽기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적 읽기

과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인지기능과 독해력을 건강정보독해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측정하여 노년층 내에서 인지적 역량과 일반독해

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

의가 있다. 또한 인지기능과 독해력의 하위항목 별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인지기능 중에서는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시

간지남력이, 독해력 중에서는 기능적 읽기능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정상 노년층 내에서도 인지능력 및 독해력이 저하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지훈련 및 건강정보문의 형식 변화의 필요성

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강정보문이 정상 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지능력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요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 노년층에게 장기기억

력과 주의집중과 관련된 인지훈련을 통해 건강정보독해력의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혹은 건강정보문의 글자 크기, 색, 굵기 등 서식에 차이를 주거나 최대

한 단순한 구조로 문장을 구성하여 건강정보독해력에 요구되는 인지능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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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줄이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독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홍인화(2012)가 건강문해

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도구의 문

항은 실제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지문을 사용하였으나 약복용법, 약 설

명서 등 한정적인 정보를 포함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약

복용법, 건강관리, 건강검진 안내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지문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정보독해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건강정보문을 비교

적 더 빈번하게 접하는 질병보유군의 경우, 건강정보독해력의 필요성과 중요

성이 정상 노년층보다 더 높다. 따라서 질병보유군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독해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질병보유군을 대

상으로 후속연구를 실시할 시, 질병군의 유형 및 중증도를 통제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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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정상 노년층 66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독해력

을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해력, 인지

기능, 어휘력과 연령, 교육년수, 읽기빈도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해력과 인지기능은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정보독해력

에 미치는 영향력은 독해력보다 인지기능이 더 높았다.

둘째,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K-MMSE 하위 항목에서 시

간지남력, 장소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

을 미쳤다. 건강정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억회상, 장소지남력, 주의집

중 및 계산능력, 시간지남력 순으로 높았다.

셋째,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독해력 문항의 하위 항목에서

기능적 읽기 문항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전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인지기능과 독해력을 함께 측정

하여 노년층 내에서도 인지적 역량과 일반독해력이 건강정보독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약 복용법,

건강관리, 건강검진 안내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독해력 문항을

포함하고, 건강정보문을 비교적 더 빈번하게 접하는 질병보유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질병보유군의 유형, 중증도 등을 통제한 후

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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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7 02 22 - 2017 06 30

YONSEI UNIVERSITY 

부록1.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 구 참 여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노년층의 독해력, 인지기능, 일반적 특성이 건강정보독

해력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은 이 연구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를 요청하여 설명문 사본 1부를 수령합니

다 .

연구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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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2. 성별  남  /  여 

3.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만   세)

4. 병력 ① 있다. (질병 :                 )     ② 없다.

5. 직업
현재, 직업이

① 있다.  (직업 :                )　　② 없다. 

6. 학력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 전문대졸 / 대학원 이상

 기타 (       )   

7. 읽기 빈도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가끔    ⑤거의 읽지 않

는다.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본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오하은 

부록2. 설문지

설 문 지 
검사자             .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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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노동을 통해 인간성의 의미를 획득한

다. 또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노동과 더불어 인간의 언어 활동, 사

고 활동이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인간과 동

물이 구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

성을 형성하고 인간성을 표현하는 고차원적 

활동이다. 

부록3. 독해력 측정 도구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운동의 중요성

② 바람직한 운동 습관

③ 노동의 의의 

④ 인간과 동물의 차이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인간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② 동물도 나름대로 노동을 한다. 

③ 노동이 없어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④ 노동은 인간에게 중요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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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

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격이 선

천적으로 타고나는 것과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성격은 (    

  )과/와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3)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① 타고나는 것

② 학자의 주장

③ 경험에서 겪는 것

④ 배우는 것

4)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① 학자

② 성격

③ 환경

④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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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살

이 찌기 쉬우니까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지나친 육류 섭취도 안  됩니다. 지방

질이 많은 음식도 안 되고요.

환자: 아,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운동은 어

떤 게 좋을까요?

5) 환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채소

② 고기

③ 근육

④ 운동

6) 환자의 체질은 어떠합니까?

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쉽다. 

② 근육이 잘 생긴다. 

③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난다. 

④ 지방이 잘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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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청첩장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권찬기 씨와 김서경 씨가 결혼한다.

② 결혼식은 12월 15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다.

③ 한마음예식장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므로 승용차를 이

용하는 것이 좋다.

④ 6630번 버스를 타면 한마음예식장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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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팔로 상대의 허리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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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2011년 4월 1일에 복용할 수 있을까요?

혈당수치가 200mg/dL이 나왔다면 오늘 귀하의 혈당은 

정상입니까?

부록4. 건강정보독해력 측정 도구

수리영역

1) 하루에 4번 6시간마다 한 알씩 복용하세요.

약을 오전 7시에 처음 복용했다면 다음 약은 몇 시에 복용해야 

할까요?

① 오전 6시   ②오후 12시   ③오후 1시   ④오후 6시 

2) 3일마다 약을 복용하세요.

화요일에 약을 복용했다면 다음 약은 언제 복용해야 

할까요?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3) 유효기간 : 2010년 12월 25일

① 복용 가능하다.   ② 복용할 수 없다. 

4) 정상혈당수치 : 80~120mg/dL

① 정상이다.   ②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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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진료시간
1. 약을 받으신 후 이름, 약의 개수를 확인하십시

오.

2. 용법,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3. 매 6시간마다 복용하는 약은 깨어있는 시간을 

균등하게 나누어 복용하십시오.

4.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바로 복용하고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까우면 간격을 두어 다음 

약을 복용하여 과용량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

록 하십시오.

5. 습기, 고온,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시고 어

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평일

월~금: 오전 

8:30~오후 5:30

토요일: 오전 

8:30~12:30

●응급실

365일 24시간 응

급진료

전 화 : 

055-771-0000

독해영역

5) 약물은 어떻게 보관하여야 합니까?

① 습기가 높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③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④ 잘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6) 진료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월요일 오후 6시

② 수요일 오전 8시 

③ 토요일 오전 9시

④ 토요일 오후 2시



- 41 -

7) 다음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짧은 거리만 운전해야 한다.

②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③ 복용 후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④ 의사가 정해준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다. 

8) 다음 약을 복용해야하는 질병군은 무엇입니까?

① 심장병

② 당뇨

③ 치매

④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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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읽기

빈도
독해력

건강정보

독해력
어휘력

K-M

MSE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력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능력
그리기

1 남 65 18 1 7 7 14 29 5 5 3 5 2 8 1

2 남 65 16 1 8 8 15 30 5 5 3 5 3 8 1

3 남 67 18 1 7 7 12 29 5 5 3 5 3 8 1

4 남 67 6 2 7 6 13 27 5 5 3 3 2 8 1

5 남 68 18 1 8 7 15 29 5 5 3 5 2 8 1

6 남 69 18 1 8 8 15 30 5 5 3 5 3 8 1

7 남 70 6 4 8 6 15 29 5 5 3 5 2 8 1

8 남 70 16 3 4 4 13 27 5 5 3 5 1 7 1

9 남 71 18 2 6 7 6 29 5 5 3 5 2 8 1

10 남 71 6 2 6 6 14 28 5 5 3 4 2 8 1

11 남 72 6 5 4 3 10 27 5 4 3 4 3 7 1

12 남 73 12 2 6 7 10 28 5 5 3 5 2 8 0

13 남 74 16 1 6 6 14 30 5 5 3 5 3 8 1

14 남 74 5 4 2 3 11 25 5 5 3 3 0 8 1

15 남 75 16 2 6 7 12 27 5 5 3 3 2 8 1

부록5. 대상자 정보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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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읽기

빈도
독해력

건강정보

독해력
어휘력

K-M

MSE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력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능력
그리기

16 남 75 12 4 6 7 13 28 5 5 3 3 3 8 1

17 남 75 14 1 8 8 14 24 4 5 3 3 2 6 1

18 남 76 9 3 8 7 15 30 5 5 3 5 3 8 1

19 남 76 12 3 6 7 14 30 5 5 3 5 3 8 1

20 남 76 12 4 8 5 14 28 4 5 3 5 1 8 1

21 남 76 6 4 4 5 10 25 5 5 3 2 2 7 1

22 남 77 12 2 4 8 13 28 5 4 3 4 2 8 1

23 남 78 9 1 1 3 11 25 4 5 3 3 1 8 1

24 남 78 8 2 1 3 9 25 5 5 3 3 1 7 1

25 남 78 9 4 1 6 11 28 5 5 3 4 2 8 1

26 남 79 16 1 8 8 14 30 5 5 3 5 3 8 1

27 남 79 16 1 7 7 10 28 5 5 2 3 2 8 1

28 남 79 16 5 5 4 11 28 5 5 3 5 2 7 1

29 남 80 16 2 6 7 13 27 5 5 3 4 1 8 1

30 남 80 16 1 3 6 13 30 5 5 3 5 3 8 1

31 남 80 16 1 6 8 12 29 5 5 3 5 2 8 1

32 남 81 16 1 7 7 12 26 5 5 2 3 3 7 1

33 남 85 12 5 4 4 14 26 3 5 3 5 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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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읽기

빈도
독해력

건강정보

독해력
어휘력

K-M

MSE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력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능력
그리기

34 여 65 12 3 7 7 13 30 5 5 3 5 3 8 1

35 여 65 9 3 8 6 15 28 4 5 3 4 2 8 1

36 여 65 9 3 6 6 15 28 5 5 3 4 2 8 1

37 여 65 16 1 8 8 13 30 5 5 3 5 3 8 1

38 여 66 12 5 5 7 15 28 4 5 3 5 3 7 1

39 여 67 14 1 8 8 15 30 5 5 3 5 3 8 1

40 여 68 14 1 8 8 14 30 5 5 3 5 3 8 1

41 여 68 12 5 4 7 12 28 4 5 3 5 2 8 1

42 여 69 12 3 7 4 13 27 5 5 3 3 2 8 1

43 여 70 12 4 3 4 12 28 5 5 3 5 2 7 1

44 여 71 6 1 5 7 13 30 5 5 3 5 3 8 1

45 여 71 7 1 3 2 9 25 3 5 3 4 1 8 1

46 여 72 6 5 4 5 10 26 5 5 3 2 2 8 1

47 여 72 8 5 7 3 10 25 4 4 3 3 2 8 1

48 여 73 16 2 7 7 14 29 5 5 3 4 3 8 1

49 여 73 12 3 6 7 12 27 5 5 3 3 3 7 1

50 여 73 12 3 7 7 14 30 5 5 3 5 3 8 1

51 여 74 12 2 8 6 12 28 5 5 3 4 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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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읽기

빈도
독해력

건강정보

독해력
어휘력

K-M

MSE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력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능력
그리기

52 여 78 8 1 4 4 15 25 4 5 3 3 3 6 1

53 여 79 6 4 5 3 15 26 5 5 3 2 2 8 0

54 여 79 6 4 4 3 11 25 3 5 3 5 0 8 1

55 여 79 12 1 3 2 9 23 4 4 2 3 1 8 1

56 여 79 12 5 4 1 13 26 5 5 3 2 3 8 0

57 여 79 5 5 1 5 10 27 4 5 3 5 2 7 1

58 여 80 6 4 7 7 15 29 5 5 3 5 2 8 1

59 여 80 6 5 4 3 14 30 5 5 3 5 3 8 1

60 여 82 9 5 5 5 10 26 4 5 3 5 2 7 0

61 여 83 0 4 3 3 12 25 3 5 3 4 2 8 0

62 여 83 6 4 5 8 12 29 4 5 3 5 3 8 1

63 여 83 7 5 1 2 12 24 4 4 3 4 1 7 1

64 여 84 4 5 5 5 10 23 5 5 3 1 2 7 0

65 여 87 6 5 4 3 9 25 5 5 3 4 0 7 1

66 여 92 12 1 3 1 7 24 5 4 3 3 0 8 1

읽기빈도: 1=매우자주, 2=자주, 3=보통, 4=가끔, 5=거의 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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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ables affecting on health literacy in elderly

Ha Eun Oh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Health literacy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obtain, process, and understand

essential information of healthcare services necessary for individuals to make an

appropriate decision by himself or herself in terms of medicine. Reading skill is

gradually becoming more essential for the elderly not only in the aspect of

linguistic competence but also in the aspect of various cognitive abilities. Normal

elderly people with decline in brain function may experience difficulty in health

literac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pecific factors

which affect elderly’s performance in health literacy.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itive rate of health literacy by analyzing subparagraphs of

variables which is regarded as influential factors. Moreover we conducted 8

questions of health literacy task, 8 questions of general reading comprehension

test, the cognitive test (K-MMSE), and the naming test (K-BNT-15) for 66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Regarding age, years of education, and frequency

of reading, information was collected in the form of questionnaires. 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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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MSE and K-BNT-15, 1 point was given for correct answer, and 0 point is

given for misrecogn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influencing fa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ealth literacy was affected by

reading skill and cognition. Cognition is shown to have more influence on health

literacy than reading skill did. Second, health literacy was more affected by

cognition such as recall, orientation to place, attention and calculation, orientation

to time in the order. Third, health literacy was affected by functional reading ski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we could verify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health literacy in elderly people. Based on this results of study, future

stud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including patient groups that are

relatively frequently exposed to health lite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