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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ad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leaflets (C. T. consent 
form and hospital guidelines) and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38 elderly 
Korean inpatients aged 60 years and over admitted to an advanced general hospital. Readability was assessed 
by having participants check leaflets for difficulty in reading and then classifying their checked vocabulary by 
Korean Vocabulary Level book. Health literacy was measured with five open questions on comprehension of the 
leaflets. Results: The readability for informed consent form was more difficult than that of hospital guidelines be-
cause of specialized medical vocabulary. The mean score for health literacy was 1.9 on a 5-point scal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adability and health literacy by education and religion. The scores 
for readability of health leaflets and health literacy were negatively correlated, implying that the easier it is to read 
the vocabulary of the leaflets, the higher the comprehension of the material. The factor that most highly influenced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was readability. Conclusion: Health leaflets in medical centers should be written 
for easy reading by using simpler vocabulary for elderly inpatients to improve their health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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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 10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진율의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연령층은 65세 이상 노인층이었으며, 이들의 평

균 재원 일수는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약 3배나 되었다(Stati-

stics Korea, 2010).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서

류와 의료인이 제공하는 안내서 및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조됨에 따라 동의서와 같은 인쇄물이 

수없이 주어지지만, 노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지는 의문

이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가장 흔히 제공받는 정보제

공의 형태는 문자 형식의 인쇄물이다(Lee, 2009).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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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료기관 인쇄물은 내용 특성상 의학전문용어, 외래어 

혹은 생소한 단어가 많으며, 고등교육이 요구되는 높은 어휘

력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Hopper, 

Lambe, & Shirk, 1993; Kim, 2010; Kim et al., 2007; Yoo, 

2001).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문맹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시력문제 등으로 의료기관 인쇄물의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 노인 환자들이 의료기관

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에 대한 인쇄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

렵다면, 입원기간 뿐 아니라, 퇴원 후의 건강관리 이행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인쇄물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새

로운 정보를 파악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일련의 개인적 역량을 

의료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라고 한다(Ratzan & 

Parker, 2006).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1980년대 중반에 보건의

료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개념(Scud-

der, 2006)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정보 문해력(Hong, 

2011), 건강정보 이해능력(Kim, 2011), 의료정보 이해능력

(Kim, Kim, & Lee, 2005; Kim & Lee, 2008; Lee, Lee, 

Shin, & Li, 2009; Park & June, 2011)이라는 용어로 연구되

었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은 올바른 약물 복용, 의

료진과 환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치료 순응도(Kim, 

2011; Kim, Kim, & Lee, 2005), 5년 이상 생존율의 위험성

(Bostock & Steptoe, 2012), 입원율과 응급실 이용 등 특정

보건의료서비스 사용의 차이(Berkman, Sheridan, Dona-

hue, Halpem, & Crotty, 2011)를 내는 등의 건강 결과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노인들의 저조한 의료정보 이해능력

은 자신의 만성질환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하며(Edwards, 

Wood, Davies, & Edwards, 2012),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치고(Lee, Lee, Shin, & Li, 2009; Wolf, Gaz-

mararian, & Baker, 2005), 병원입원의 위험 요소로 밝혀졌

다(Baker et al., 2002). 

이러한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

준, 경제적 상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rda-

sco, Asch, Franco, & Mangione, 2009; Hong, 2011; Kim, 

Kim, & Lee, 2005; Kim & Lee, 2008; Lee & Kang, 2008).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정보 이해능

력은 높았다. 이에 교육수준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경

우에는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매우 낮아(Kim, 2010; Kim & 

Lee, 2008; Park & June, 2011; Ratzan & Parker, 2006) 의

료정보 이해의 취약대상으로 볼 수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주의

를 요한다.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위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 외에 또 다른 변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

작된 자료 그 자체일 것이다. 즉 의료정보를 담고 있는 인쇄물

의 내용이나 서식을 소비자들이 읽기 쉽도록 제작한다면, 교

육수준이 낮은 고령자들도 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읽기 쉬움(독이성, readability)이란 독자가 글을 읽고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가독성(legibility)과 

이해도(comprehensibility)라는 개념과 구분하였다(Choi, 

1994). 한글의 읽기 쉬움 관련 요인을 문장 요인과 어휘요인

으로 구분하여, 어휘 요인에는 낱말 의미, 한자, 등의 8개 요

인으로 보았으며, 학습자료의 읽기 쉬운 정도는 학습자의 이

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Choi, 1994). 환자 교

육자료로 개발된 인쇄물의 읽기 쉬움을 평가한 연구에서 읽기 

쉬움은 이독성(Lee, Kang, Kim, Woo, & Kim, 2011), 가독

성(Woo, 2010)과 독해력(Kim et al., 2007) 등 다양한 용어

로 표현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연구자들이 읽기 쉬

움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준에 적합한 인쇄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인쇄물을 사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이 직

접 인쇄물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쇄

물의 읽기 쉬움은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노인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

관에서 제공하는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운 정도를 평가하여 

노인 환자들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노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입원

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사전 동의서 및 환자 교육용 인쇄물 제작 시 노인 환자의 의료

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지역의 일 상급종합병원 내 ‧외과계 

일반 병동에 입원한 노인 환자 138명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

은 60세 이상으로서, 현재 치매, 뇌손상 및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구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선정 조건에 해

당되는 자 중 해당 병동의 담당간호사가 입원한 지 3일이 지

나 병원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여, 자료조사로 인하여 불편

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자에게 추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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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 검정 유의 수준 .05,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중간효과 크

기인 0.3,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을 때 138명이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자를 고려하여 169명을 대상자로 하였으나, 

자료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28명과 일부 항목에서 무응답을 

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8부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의료기관 인쇄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기관 인쇄물은 연구대상 병원의 입

원 환자 전원에게 배부하는 ‘입원생활 안내문’과 약 45종류의 

동의서 중 대다수의 입원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CT 조영제 사

용 동의서’ 2종이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이

해능력을 조사한 Kim과 Lee (2008), Park과 June (2011)의 

연구에서는 인쇄물을 3종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입원 환자가 질문지 응답으로 인한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2종류의 인쇄물만 사용하였다. 

2) 읽기 쉬움

읽기 쉬움이란 대상자들이 문서를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정도를 말한다(Choi, 1994). Choi (1994)는 한글의 읽기 

쉬움 관련요인을 문장 요인과 어휘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어휘 요인에는 낱말 의미, 한자, 한자어, 외래어, 외국문자로 

표기된 외래어, 숫자, 전문용어와 약어의 8개 요인으로 보았

다. 이 중 낱말(단어)의 의미는 그 낱말에 대한 이해 정도의 여

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낱말의 사용 빈도수에 의해 어려운 정

도를 결정하였다. 사용 빈도수가 잦을수록 낱말의 의미가 쉽

고 빈도수가 적을수록 그 의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읽기 쉬움이란 한글의 읽기 쉬움 관련요인 중 

어휘 요인으로 낱말(단어)의 이해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상자들이 2종의 인쇄물을 읽

은 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표시하게 한 것을 연구자가 

Kim (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분류책에 제시된 등

급으로 어휘의 난이도를 분류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하

여 평가하였다. 등급이 높을수록 어려운 어휘를 의미한다. 어

휘 수준에 따라 1등급(기초어휘), 2등급(정규 교육 이전 어

휘), 3등급(정규 교육 후 사춘기 이전 어휘), 4등급(사춘기 이

후 급격한 지적 성장 단계 어휘), 5등급(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로 다량의 전문어 포함), 6등급(저 빈도어로 대학 이상에

서 사용하는 전문어)과 7등급(분야별 전문어)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6, 7등급은 전문용어로 묶어서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5등급 이상으로 묶어, 5급으로 분류하였다. 

어휘 등급 평가의 세부 규칙은 Kim 등(2007)과 Woo (2010)

가 사용한 용어 구분을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 ‘영

상검사’ 등과 같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고충’과 ‘처리’, 

‘영상’과 ‘검사’로 나누어 각각 등급을 확인하여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어휘의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붉어짐’, ‘개방된’ 

등과 같은 경우는 ‘붉어지다’, ‘개방되다’와 같이 기본형으로 

바꾸어 등급을 평가하였다. 또한 숫자와 조사, ‘-과’, ‘-실’ 등

과 같은 접미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복 어휘는 1

회로 분석하였다. 

Lee 등(2011)과 Woo (2010)의 연구의 등급별 점수 산정

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1등급 어휘는 1점, 2등급 어휘는 2

점, 3등급 어휘는 3점, 4등급 어휘는 4점, 5등급 이상의 어휘

는 5점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과하였다. 최저점은 1

점이고 최고점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읽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본 조사 전에 노인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한 것을 평가하면서 국문학자의 지도를 받았다. 또한 본 연구 

평가에서도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분석한 결과를 국문학

자 1인의 자문을 받아 어휘의 등급별 분류를 최종 확증하였다. 

3) 의료정보 이해능력

의료정보 이해능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결정하

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 및 서비스를 이해하고 

획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Ratzan & Parker, 200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건강정보를 읽고 단순히 낱말의 이

해정도를 넘어서 그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

관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의료 정보 내용에 따라 산문(Prose literacy scale), 문

서(Document literacy scale)와 수리(Quantitative literacy 

scale) 척도로 구분하며, 이 중 문서 척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정보 문서나 서식에 있는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이용하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도구이다(U. S. Depart-

ment of Education,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입

원한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문서나 서

식 형태의 정보가 많음을 고려하여 문서 척도만을 이용하였

다. 또한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로서 문항 수

가 많은 질문지 조사로 인한 불편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

적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Kim과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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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 개발한 한국형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능력 도구 중 

계산력을 제외한 독해력 문항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종의 인쇄물에 적합하게 작성한 5개의 독해력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문항은 인쇄물 내용 중에서 환자가 입원생활 중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지켜야 

할 행동에 관한 주관식이다. 문항의 개발은 일차적으로 연구

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한 8개의 문항을 노인간호학 교수 

2인과 논의과정을 거쳐 응답시간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5개

로 축소하였다. 입원생활 안내문에서는 진단서 등 각종 서류 

신청 기간, 낙상방지 행위, 외출시간에 대한 3문항과 CT조영

제 사용 동의서에서는 조영제 부작용에 예민한 사람과 CT조

영제 부작용에 대한 2문항이다. 각 문항에 정답을 하였을 경

우는 1점, 오답인 경우는 0점으로 하여, 최저 0점에서 5점 만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인쇄물의 내용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대로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의 시력을 감안하여 글자크기는 13으로 

하였고, 독해력 문항의 글자 크기는 15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인 Kuder-Richardson Formula 20 Coefficient는 

0.64였다. 

3.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D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연

구승인(IRB No. 12-139)을 받았다. 자료는 2012년 9월 한 달 

동안 연구자와 연구자가 훈련한 조사요원 2명이 대상자가 입

원한 병실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때 설문지는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 이

후에 폐기 처분할 것을 설명하였다. 조사 중이라도 거부할 수 

있음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을 기입 하

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시력 등의 문제로 직접 응답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읽어주고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입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 정도 소요되

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자료 조사 협조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전 노인 환자 5명에게 예비

조사를 하여 설문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 하였다.

4. 자료분석

읽기 쉬움은 어휘 등급에 따라 Statistical Package of So-

cial Science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

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

으며,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의

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대상자의 의료

정보 이해능력의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자가 64.5%였으며, 평균연령은 69세로서 60

대가 약 60%였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약 60%

였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63.0%였다. 거주형태로는 배우

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50.7%였으며, 혼자 사는 경우도 27.5 

%였다.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88.4%였고, 봉사활동과 같

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76.1%였다. 월수입은 50만

원 이하가 60.9%였고, 건강정보를 얻는 자원으로는 대중매

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55.8%, 의료진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

들을 통한 경우가 약 23%였다. 평소 말벗이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는 71.0%였다. 최근 1년간 병원이용 횟수는 평균 10회 

정도였으며, 현재 대상자의 입원기간은 평균 9일 정도였다

(Table 1).

2.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 평가

입원생활 안내문의 읽기 쉬움 점수는 평균 7.2±9.61점이

었으며, CT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평균 18.2±20.12점이었

다. 상대적으로 CT 조영제 사용 동의서가 입원생활 안내문에 

비하여 읽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생

활 안내문에서는 총 173개 어휘 중 30개인 약 17.3%의 어휘

를 어렵다고 하였다. 이 중 1등급 어휘는 총 59개로서 이중, 1

개였으며, 2등급 어휘 25개 중에서는 2개였다. 3등급은 42

개 중 6개였으며, 4등급 어휘는 38개 중에서 13개가 해당되

었으며, 5등급 이상의 어휘는 9개로 이 중 8개를 어렵다고 하

였다. 

CT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서는 총 107개 어휘 중 37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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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adability and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Readability  Health literacy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89 (64.5)
 49 (35.5)

28.2±31.92
24.7±26.44

0.65 .516  1.9±1.54 
 2.5±1.66

-0.55 .584

Age (year) 60~64
65~69
70~74
≥75

 42 (30.4)
 42 (30.4)
 26 (18.9)
 28 (20.3)

20.9±18.59
20.3±19.90
41.0±41.05
25.3±29.12

2.69 .104 4.63 .004 2.5±1.53a† 
 2.1±1.55ab 
 1.4±1.38b 
 1.4±1.50b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1 (15.2)
 59 (42.8)
 22 (15.9)
 36 (26.1)

38.2±31.94a†

32.7±30.90a 
13.9±13.44b 
13.0±16.16b 

18.15 ＜.001  1.1±1.37c

 1.6±1.49bc 
 2.0±1.38b 
 3.0±1.38a 

10.00 ＜.001

Religion Yes
No 

 87 (63.0)
 51 (37.0)

19.1±20.95
36.2±33.64

-3.28 .002  2.3±1.50
 1.4±1.51

3.52 .001

Type of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Spouse & children
Children

 38 (27.5)
 70 (50.7)
 23 (16.7)
 7 (5.1)

30.9±29.92
25.3±27.25
16.7±18.78
25.4±38.07

1.29 .281  1.6±1.35b

 1.6±1.47b 
 3.4±1.44a 
 2.1±1.57b 

9.68 ＜.001

Occupation Yes
No

 16 (11.6)
122 (88.4)

16.7±17.20
26.5±28.45

-1.35 .179  2.4±1.63
 1.9±1.55

1.35 .179

Social activity Yes
No

 33 (23.9)
105 (76.1)

16.5±17.51
28.2±29.50

2.78 .007  2.9±1.55
 1.6±1.45

-4.32 ＜.001

Monthly income
(10,000 won)

≤50
51~100
≥101

 84 (60.9)
 36 (26.1)
 18 (13.0)

32.1±31.04a 

15.4±16.46b

13.9±16.34b 

7.03 .009  1.6±1.49b 
 2.5±1.59a 
 2.5±1.42a 

6.06 .003

Health information TV, radio
Internet, newspaper, 
magazine

Medical personnel 
family, relatives

Etc

 77 (55.8)
 18 (13.0)

 32 (23.2)

11 (8.0)

33.8±32.00a 
 6.4±7.55b 

21.2±16.34ab 

 9.8±12.19b

4.85 .029  1.7±1.55 
 2.7±1.60
 
 2.1±1.50
 
 2.0±1.55

2.23 .088

Friends to talk with Yes
No

 98 (71.0)
 40 (29.0)

20.0±25.43
38.7±28.24

-3.79 ＜.001  2.1±1.53
 1.5±1.58

2.02 .045

Number of hospital 
visits (last year) 

≤2
3~6
7~12
≥13

 16 (11.6)
 50 (36.2)
 43 (31.2)
 29 (21.0)

11.0±18.67b 
18.8±15.34b 
24.2±26.55b 
46.4±37.33a 

21.34 ＜.001  1.9±1.61
 2.4±1.55
 1.8±1.42
 1.4±1.66

2.35 .075

Number of days 
in hospital 

3~7
8~14
≥15

 88 (63.8)
 29 (21.0)
 21 (15.2)

23.6±23.02
28.5±32.18
28.8±37.29

0.60 .440  2.3±1.54a 
 1.3±1.44b 
 1.4±1.50b 

5.84 .004

†
Duncan test: a＞b＞c.

34.6% 어휘를 어렵다고 하였다. 1등급 어휘 46개 중에는 2개

였으며, 2등급 어휘 11개 중에서는 3개였다. 3등급 어휘 20개 

중에서는 7개였다. 4등급 어휘 16개 중에는 11개였다. 5등급 

이상 어휘 14개 중에는 14개 모두가 어렵다고 표시하였다

(Table 2).

3.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의료정보 이해능력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5

점 만점에 1.9±1.57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약 

38점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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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of Readability of Health Leaflets by Elderly Inpatients (N=138)

Variables 1 2 3 4 5 over Total (%) M±SD

Hospital guidelines  1/59† 2/25 6/42 13/38 8/9 30/173 (17.3) 7.2±9.61

Informed consent form 
for CT media 

2/46 3/11 7/20 11/16 14/14 37/107 (34.6)  18.2±20.12

†
Difficult to understand vocabulary/total counts of vocabulary.

Table 3. Elderly Inpatients' Health Literacy Scores for Health 
Leaflets (N=138)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Health literacy 1.9±1.57 0.00 5.00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용 인쇄물에 대한 읽

기 쉬움은 교육(F=18.15, p<.001), 종교(t=-3.28, p=.002), 

사회활동(t=2.78, p=.007), 월수입(F=7.03, p=.009), 건강

정보원(F=4.85, p=.029), 말벗(t=-3.79, p<.001)과 최근 1

년간 병원 이용 횟수(F=21.34,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읽기 쉬움 점수가 낮아 읽기 쉬워하였

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읽기 쉬움 점수가 

낮아 읽기 쉬워하였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

람에 비하여 읽기 쉬움 점수가 낮아 읽기 쉬워하였다. 월수입

이 51만 원 이상인 사람이 50만 원 이하 인 사람보다 읽기 쉬

움 점수가 낮아 읽기 쉬워하였고, 건강정보를 인터넷이나 신

문, 전문서적에서 얻는 사람이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얻는 

사람보다 읽기 쉬움 점수가 낮아 읽기 쉬워하였다. 평소 말벗

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읽기 쉬움 점수가 낮

아 읽기 쉬워하였다. 최근 1년간 병원 이용 횟수가 12회 미만

인 사람들이 13회 이상인 사람에 비하여 읽기 쉬움 점수가 낮

아 읽기 쉬워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의료

정보 이해능력은 대상자의 연령(F=4.63, p=.004), 교육(F= 

10.00, p<.001), 종교(t=3.52, p=.001), 거주형태(t=9.68, 

p<.001), 사회활동(t=-4.32, p<.001), 월수입(F=6.06, p= 

.003), 말벗(t=2.02, p=.045)과 입원일수(F=5.84, p=.004)

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가 

70대에 비하여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으며, 대상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혼자 

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에 비하여 의료정

보 이해능력이 높았다.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하는 사

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으며, 월

수입이 51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의

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다. 말벗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

다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고, 입원일수가 3~7일인 사람이 

8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비하여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았다

(Table 1).

5.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의 상관관계는 r=-.437로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이는 대상자가 인쇄물을 읽기 쉬워할수록 의료정보 이해

능력은 높았음을 의미한다(Table 4).

6. 대상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 영향요인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12개와 읽기 쉬움 점수 1

개의 총 13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투입 변수 중 성별, 종교, 거

주형태, 현직업, 사회활동, 건강정보원과 말벗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대입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변수 간의 공선성과 정규분포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adability and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N=138)

Variable
Health literacy

r (p)

Readability -.43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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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of Elderly Inpatients (N=13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223 1.193 　 3.539 .001

Readability -0.634 0.252 -.173 -2.512 .013

Education 0.068 0.029 .169 2.355 .020

Age -0.036 0.016 -.149 -2.187 .031

R2=.444, F=17.427, p＜.001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읽기 쉬움, 교육연한과 연령이 의

료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읽기 

쉬움 점수가 낮을수록 즉 대상자가 의료기관 인쇄물을 읽기 

쉬워할수록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β= 

-.173, p=.013), 교육 연수가 많을수록(β=.169, p=.020), 연

령이 적을수록(β=-.149, p=.031)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의 변수들은 대상자의 의료정보 이

해능력의 44.4%를 설명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 인쇄물의 읽기 쉬움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들은 입원생활 안내문보다 전문용어가 많은 CT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더 많다고 표시 하였

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Hopper, Lambe, & Shirk 1993; 

Yoo, 2001) 조영제 사용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볼 때, CT 동의서가 입원생활 안내문보다 의학전문용

어가 많으며, 정규교육 이후의 어휘에 해당되는 3등급 이상의 

어휘가 약 2배 이상 차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소수이

지만 정규교육 이전의 어휘인 1, 2등급에 해당되는 어휘도 이

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표시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 환자의 경

우에는 의학 전문용어 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어휘도 읽기 어

려워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교육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6년 정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을 권장하지만(Shin, 2000), 우리나라 청년층과 노인층의 

문맹률 차이가 50%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Lee et al., 2011), 

노인 환자 전용 의료기관 인쇄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때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문자를 사용하거나 항

고혈압제보다는 혈압약, 악성종양보다는 암과 같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Scudder, 2006) 읽기 쉬운 어휘로 바꾸

어 사용하거나, 또는 전문적 용어에 추가적 설명을 덧붙이는 

등(Lee et al., 2011)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은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

는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월수입이 높을수록, 건강정보

를 인터넷이나 의료진으로부터 얻는 경우, 말벗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병원이용 횟수가 적을수록 의료기관 인쇄물을 읽

기 쉬워하였다. 말벗이나 동거가족이 없는 등의 사회적 지지

가 취약한 노인이나 종교, 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병원 인쇄물을 이해하

기 어려워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 시 간호정

보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의학용어 이해도를 측정하거나 의료서식지를 기록하면서 느

낀 점을 파악하는 등 노인 환자들의 건강력 조사의 일부로서 

문해력을 사정(Rajda & George, 2009)할 것을 권장한다. 사

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낮은 환자들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반복적인 설명을 하는 등의 보건의료인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 환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38.0점이었다. 이는 Kim과 Lee (2008)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

상으로 측정한 독해영역 30.6점, Hong (2011)의 65세 이상 

노인의 독해영역 36.1점과 유사한 30점 대였다. Park과 June 

(2011)의 농촌 노인의 독해영역 48.7점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30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 (2012)

의 연구에서 독해영역 의료정보 이해능력 66.5점보다는 훨씬 

낮은 점수였다. 이는 측정도구와 지역 및 대상자의 차이가 있

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 노인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평균 30점대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

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낮다고 판단된다. 노인 환자의 낮은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을 방해할 수 있어(Kim, Kim, & Lee, 2005), 처방전을 읽거

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병원 안내표지를 따라가는 것 등의 

기본적인 과제를 하지 못하여(Scudder, 2006), 결국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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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병과정을 악화시키거나(Rajda & George, 2009), 노인 

환자 사망률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것(Baker et al., 

2007)을 볼 때, 노인들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노인 환자 자신의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의 입퇴원 교육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연령, 

교육, 종교 유무, 거주형태, 사회활동 유무, 월수입, 말벗 유무, 

입원 일수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Hong, 2011; Kim, 2011; Kim et al., 2005; Kim & Lee, 

2008; Lee, 2012; Lee & Kang, 2008; Park & June, 2011; 

Wolf et al., 2005)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연한이 높을수

록 거주 형태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일수록 의료정

보 이해능력이 높았던 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상자들이 종교

가 있거나, 봉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 명의 가족을 

이루는 형태와 말벗이 있는 경우에서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높

았던 결과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

역사회 노인들의 집단 활동이 활발한 생활터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 입원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가 7일 이하인 

경우보다 노인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낮았다. 이는 Park과 

June (2011)의 연구에서 최근 외래이용을 하지 않은 노인보

다 외래이용횟수가 4~6회인 노인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낮

은 결과와 유사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노인의 불건강 상태는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떨어뜨

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환

자 치료에 관한 설명할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노인 환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 부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George & Rajda, 2009). 그러나 노인의 의료정보 이

해능력은 그들의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

인된 연구결과가 있기에(Kim & Lee, 2008), 추후 노인의 건

강 상태와 의료정보 이해능력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인쇄물의 읽기 쉬움은 노인입원 환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별, 교육 연한과 함께 의

료정보 이해능력에 가장 큰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 환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우선적

인 방법은 노인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

여 노인전용 의료기관 인쇄물을 제작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인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노인 환자들

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점

과 노인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 인쇄물의 읽기 쉬움을 평가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쇄물의 읽기 쉬

움 평가 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낱

말의 의미에만 초점을 둔 것은 제한점이다. 또한 의료정보 이

해능력 측정에서 계산력은 제외하고 독해력만 측정한 것과 일 

지역의 단 한 개 상급종합병원 노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일 의료기관의 인쇄물로만 측

정한 것도 제한점이 될 수 있어 차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및 의

료기관 인쇄물 자료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의료기관 입원율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조사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서 사전 동의서와 환자 교육용 자료를 제작할 경우, 노인의 이

해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대상자의 읽기 쉬

움 평가에서는 전문용어가 더 많은 CT 조영제 사용 동의서가 

입원생활 안내문보다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규 교육 이전의 

어휘에 해당하는 낮은 등급의 어휘에서도 읽기 어려워하는 경

우가 있었다.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약 38점(100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쇄물의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대상자의 교육, 종교, 사회활

동, 월수입, 말벗이었으며, 그 외 최근 1년간 병원 이용 횟수

와 입원기간에서도 각각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은 부적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

수로 읽기 쉬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최근 병원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쇄물 제

작 시 노인 환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노인전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읽기 쉬움과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부분

적으로 측정하였기에 추후 노인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자, 

한자어와 외래어 등의 어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의료정보 내용에 따라 계산력 등의 능력도 평가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와 의료기관 인쇄물 자료를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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