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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원 아동  건강정보지향에 건강정보원 신뢰도  전  건강 해력  미치는 향

 악하는 것 다. 본 연  상 는 D 역시에 치한 아동전 병원에 원한 아동  로 , 가보고형 

지에 답한  109 다. 수집  료는 술통계  계적 회귀  등  로 하 다. 건강정보지향

에 하여 적 특   아동  질병 련 특 , 건강정보원 신뢰도  전  건강 해력  한 계적 회귀  

결과, 본 형  건강정보지향에 하여 약 40%  력  보 다(F=8.22, p<.001). 또한 건강정보지향에 가  큰 

향  미친 변수는 전  건강 해력(β=.54, p<.001), 건강정보원  신뢰도(β=.21, p=.008), 주 적 건강상태(β=.19,

p=.016), 연령(β=-.15, p=.048) 로 나타났다. 라  원아동  건강정보지향  진시키  해 는 전  건

강 해력  진시키는 동시에, 아동  치료  건강 리에 한 신뢰도  건강정보  제공하는 것  필 하다.

또한 향후에는 원아동과 같  특정 건강 제에 한 전  건강 해력  진시킬 수 는 체적  안  제안할 

수 는 연 가 시도 어야 할 것 다.

주제어 : , 원아동, 건강정보지향, 전  건강 해력, 건강정보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credibility of health information (CHI) 
source and e health literacy (eHL) o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HIO) of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109 parent whose children were admitted in a children's hospital in D city 
was used. The hierarchial regression model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or step 1 
and eHL and CHI for step 2 against HI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8.22, p<.001). And this model could 
explain 40% of HIO (R

2
=.40). Especially, eHL (β=.54, p<.001) and CHI (β=.21, p=.008),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β=.19, p=.016), and age (β=-0.15, p=.048) were ident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HIO. Based 
on these findings, to foster the HIO of parents of inpatient children, credible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given to these population and a approach with eHL enhance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further research 
that is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the eHL should be carried out to suggest the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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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아동의 질병은 가족들에게 심리 불안, 역할갈등을

래한다. 한 환아에게 부가되는 보살핌, 치료, 질병이

갖는 불안 등으로인해, 부모 가족에게 스트 스로 작

용한다. 이와 같은 스트 스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생

활과 사회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로

발 할 수도있게 한다[1]. 특히, 선행연구들은자녀의 건

강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부분의 부모가 건강과 련

된 정보를 찾으며[2,3]. 입원환아부모는 극 인 정보추

구 행 를 통하여, 입원에 한 스트 스에 응하고 질

병 과정상 겪게 되는 여러 경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1]. 부모의 건강정보 추구는 아동에게 필요한 돌

을 제공하고, 아동 간호에 극 으로 참여하게 함으

로서, 환아의 질병 치유과정에 정 효과를 주며[1,4],

아동의 치료와 이후 가정으로의 복귀, 일상생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4,5]. 특히, 어머니의 인터넷 건

강정보 이용은 자녀의 건강 리 행 에 향을 미치며

[6], 부모의 건강에 한지식은아동의건강과발달에

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자녀의 발달

이 진된다[7]. 부모가 건강정보에 하여 심을 갖고

이를 극 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정보지향[8]은 아

동의 질병치료와 가족의 응에 요한요인으로 작용한

다. 건강정보지향은 개인의 건강정보에 한 심을 측

정할 수 있는 기 인 개념으로서, 건강 련 이슈에

한 정보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정보지향이 높은 경우, 건강 련 이슈와 건

강정보에 한 지식이 높으며, 건강정보를 극 으로

건강 리에 활용한다[9].

특히, 요즈음은 건강정보에 한 사회 심이 고조

됨에 따라, 부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추구하

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정보원으로는 TV와 같은 통

인 미디어 매체와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다양한 사

회 계망 서비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10,11]. 그러나, 인

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심을 유도할

목 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

검증되지 않은 불완 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

으며[10,12], 국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신뢰성과 만족도

에 한 분석결과, 국내 건강정보 웹사이트들이 질 이

고 심도깊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건강정보 제공 자

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 된 바 있다[13].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

자가 문가인지 일반인인지,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가

상업 인 목 이 있는지, 공익 인 목 의 기 인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한 정보소비자의 단이 달라지

므로[14], 습득한건강정보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여 수

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합한 건강정보를 올바르

게 해석하는 문해력도 요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히 명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검색, 이해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 리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10].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일

반인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딱 맞는 정보를 인식하기 어

렵고,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편 인 증상에

련된 정보검색을 하기 쉬워, 한 건강정보의 획득

이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 이와

같이 건강과 의료에 한 정보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

고, 활용하는 능력을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15]이

라 한다. 이는 건강정보의 검색 처리능력에 한개인

의 효능감으로서 정의된다[16]. 낮은 건강문해력은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 활용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건강정보 자체에 하여 수동 인 태도를 갖게 한다[17].

Norman과 Skinner[16]는 자 건강문해력은 언어를 읽

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기 보다는 건강정보를 읽고 활

용하는 것에 한 개인의 효능감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으며, Basu와 Datta[9]는 건강정보 효능감을

건강정보에 한 자신의 내재된 믿은 혹은 인식으로 정

의한 바 있다. 건강문해력을 효능감으로서 근하는 연

구들은 실제의 건강정보활용 역량을 반 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18], 일반 인 건강정보의

활용 수 의 측이나, 건강과 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한 연구, 건강 증진 교육 등 다양한 역에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5,16,18]. 건강 리를 한

인터넷의 사용 미디어 활용 이론(Media Use Theory)

에서 개인의 건강정보지향은 개인의 기질 인 특성과 상

황 인 특성에 따라 향을 받으며, 한 미디어나 인터

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탐색 경험에 향을 받는다[19].

건강에 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피로감을 유발하며,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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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 건강정보에 하여 무감

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0].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한 효능감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합한 정보를

극 으로 찾기 보다는주어지는 정보에의존하게 되며,

이는 건강 질병에 한 자가 리에 있어서 건강정보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건강정보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성인을

상으로 하여 개인의 건강 련 행 와의 계[18], 의사

-환자 커뮤니 이션에 미치는 향[20] 의료정보 신

뢰성에 미치는 향[21], 입원 환자의 건강 정보 문해력

에 한 연구[22] 등이 있으며, 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숙아 발달장애아와 같은인구집단을 상으

로 부모의 교육 요구도에 한 연구가 많은 것에 반하여

[3,4,23,24,25],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비교 빈번하게 발

생하는 질병 건강상태로 단기간의 입원을 경험하는

아동 가족을 상으로 이들의건강정보지향에 하여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부모의 건강정보원

에 한 신뢰도와 자 건강문해력이이들의 건강정보지

향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서, 추후 입원 아동 부모

의 건강정보지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 설계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

도와 자 건강문해력이 건강정보지향 정도에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서,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자

건강문해력 건강정보지향 정도를 악한다.

2)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원

에 한 신뢰도, 자 건강문해력, 건강정보지향의

차이 정도를 악한다.

3)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자

건강문해력 건강정보지향의 상 계를 확인한

다.

4)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1.3 용어정

1.3.1 건강정보원 신뢰도

정보에 한 신뢰도란, 정보수용자가정보의 진실성과

문성에 하여 인지하고 단하는 주 평가를 의미

하는 것으로[26],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란 국내의주요 건강정보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TV와 라

디오, 인터넷, 사회 계망 서비스를 통한 건강정보에

하여 개인이 느끼는 신뢰의 정도를 말한다.

1.3.2 전  건강 해력

자 건강문해력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얻은 건강정보

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16], 건강정

보 검색 처리능력에 한개인의인지된효능감을의

미한다[9].

1.3.3 건강정보지향 

건강정보지향(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은 개인

이 건강 련 정보를 추구하는 정도를 뜻하며[8], 건강

련 이슈에 한 정보를 추구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

도와 자건강문해력이 건강정보지향 정도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D 역시에 치한 일개 아동 문

병원에 입원 인 만 12세이하 아동의 부모로서, 설문지

를 직 읽을 수 있거나, 설명을 듣고 응답이 가능한 부

모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난치성 질환 장기간의 입

원 치료가 필요한 증 질병이거나 8일 이상의 입원아동

은 제외하 고, 연구의 배경과 목 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부모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필요

연구 상자 수는 G *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 으

며[27], 유의 수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0, 측

인자 7의 조건에서 산출된 130명을 목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나, 총 116부의 설문이 수거되었고, 부 한

응답 5부를제외하여, 총 109명의 부모가본 연구에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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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 도

2.3.1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는 국내의 주요 건강정보원

으로제시되고있는 TV와 라디오, 인터넷을통한 건강정

보에 하여 개인이 느끼는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다[2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28] TV에서의 건강

정보, 라디오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인터넷 포털 사이

트의 건강 련 기사 검색결과, 사회 계망 서비스의

건강정보의 총 5개의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문항

은 ‘매우 불신한다’(1 )에서 ‘매우 신뢰한다’(4 )의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원

에 한 신뢰도가높음을 의미한다. 본도구는 간호학 박

사 3인의 문가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7 이었다.

2.3.2 건강정보지향

건강정보지향(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은

Dutta-Bergman[8]가 개발하고 Park, Kwon, Choi[18]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총 8문항의 건강정보지향측정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지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는 .86 이

었고[18], 본 연구에서는 .84 다.

2.3.3 전  건강 해력

자 건강문해력은 Norman과 Skinner[16]가 개발한

eHEALS을 Park 등[18]이 선행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

한 eHEAL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1 )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 건강문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고

[18], 본 연구에서는 .92 다.

2.4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D 역시에 치한 아

동 문병원을 임의표출하 다. H 학교의 기 윤리 원

회의 승인(15-02-03-0722)을 받은 후 해당 기 에 연구

의 목 과 의의, 본 연구의윤리 이슈에 하여 병원장

과 병동 수간호사 교육 간호사에게 설명하여 자료수

집에 동의를 구한 후,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각 설문지는 연

구목 과 배경 등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자발 참여

와 자발 단등에 한 설명이 첨부된 연구참여동의

서와 함께 배부하 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자에게 총 130부를 제공하 고, 회수된 116부 부

한 응답인 5부를 제외한 총 109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

되었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아동의 입원 련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주요 연구변수인 건강정보원의 신뢰도, 자 건강

문해력, 건강정보지향은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3) 일반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각각

t-test 혹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주요연구변수사이의상 계는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건강정보지향의 향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하여, 잔차의 자기상

(Durbin-Watson의 통계량=2.01),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

의 등분산성(산 도)을 확인하 다. 한 본 모형

의 오차의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한 공차

한계가 .51∼.97로 1.0이하 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 ∼1.97로

기 값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아동 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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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입원 아동 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Characteristics

(Mean ± SD)
Items Number(%)

Age(year)

(M±SD 35.86±4.49)

<30 10(9.4)

31-39 75(70.8)

≥40 21(19.8)

Gender Female 91(83.5)

Male 18(16.5)

Occupation House wife 63(57.8)

Office worker 25(22.9)

Self employment 9(8.3)

etc. 12(11.0)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3(11.9)

Diploma/Bachelor 82(75.2)

More than master 14(12.8)

Income(Month)1) ≤299 36(33.0)

300-399 28(25.7)

400-499 18(16.5)

≤500 27(24.8)

Mainly used

health information

source

TV/Radio 23(33.8)

Internet 29(42.6)

Social network Service 3(4.4)

Other people 13(19.2)

Subjective health status

(M±SD 3.27±0.69)

Diagnosis of child Respiratory disease 84(77.1)

Gastrointestinal disease 17(15.6)

etc. 8(7.3)

Periods of

hospitalization(child)

(M±SD 3.01±1.93)

1 day 33(30.3)

2 days 16(14.7)

3 days 21(19.3)

4 days 16(14.7)

More than 5days 23(21.0)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of child

(M±SD 2.36±1.53)

1 48(44.0)

2 18(16.5)

3 16(14.7)

4 8(7.3)

More than 5 19(17.4)
1)
unit : 10 thousand w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9)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35.86±4.49세 으며, 어머니

가 91명(83.5%), 아버지가 18명(16.5%)이었다. 직업은 주

부가 63명(57.8%)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25명(22.9%)

의 순이었으며, 학력은 문 학 학 졸업이 82명

(75.2%)로 가장 많았다. 가계 수입은 월별 299만원 이하

가 36명(33.0%), 300-399만원이 28명(25.7%), 500만원 이

상이 27명(24.8%)의 순이었다.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원은 인터넷이 29명

(42.6%)로 가장 많았고, TV와 라디오가 23명(33.8%), 지

인을 통해 직 얻는 경우가 13명(19.1%), 사회 계망이

3명(4.4%)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 건강 인식

의 평균은 3.27±0.69 이었다. 구체 으로 ‘나는 평소 건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22±0.74의 결과를 보 고,

이에 해 ‘보통이다’가 59명(54.1%), ‘그 다’ 32명

(29.4%)이었으며, ‘그 지 않다’ 이하로 응답한 상자는

14명(12.8%)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쉽게 병

에 걸리는 것같다’ 에서는 평균 3.33±0.77 이었으며, ‘보

통이다’가 45명(41.3%), ‘그 지 않다’가 44명(40.4%)이었

고, ‘그 다’고 응답한 상자는 16명(14.7%)이었다.

아동의 특성으로서, 입원아동의 진단명은 호흡기질환

이 84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 질환이 17명

(15.6%)이었고, 두가지 이상의 진단을 갖는 경우의 기타

질환이 8명(7.3%)이었다. 자녀의 입원기간은 1일차가

30.3%, 5일-7일이 21.0%, 3일차가 19.3%, 2일차, 4일차가

각각 14.7% 으며, 자녀의 입원횟수는 1회가 48명

(44.0%), 5회 이상이 19명(17.4%), 2회가 18명(16.5%), 3

회가 16명(14.7%), 4회가 8명(7.3%)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한, 자녀의 입원기간은 3일 이하가 70명(64.3%)이

었고, 4일 이상인 경우도 39명(35.7%)이었다.

3.2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전  건강

    해력  건강정보지향 

연구 상자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자건

강문해력 건강정보지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 상자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는 평균

2.67±0.36이었으며, TV가 평균 2.79±0.4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검색이 2.73±0.48, 포털사이트의 기사 2.68±0.53,

라디오 2.61±0.56, 사회 계망 2.48±0.56의 순으로 나타났

다.

상자의 자건강문해력의 수는 평균 3.17±0.55

으로 가장 수가 높았던 문항은 ‘나는 건강과 련된 궁

증에 답을 찾기 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3.50±0.75 이었고, 다음은 ‘나는 인터넷에서 찾

은 건강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고 있다’ 3.41±0.69 ,

‘나는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유용한 건강정보를 찾

는 방법을 알고 있다’ 3.19±0.81 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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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tems

CHI eHL HIO

Mean±S

D

t/F

(p)
Mean±SD

t/F

(p)

Mean±S

D

t/F

(p)

Age

(year)

≤30 2.68±0.30
0.14

(.868)

3.12±0.64
0.02

(.972)

3.58±0.65
1.57

(.211)
31-39 2.69±0.37 3.17±0.61 3.44±0.51

40≤ 2.64±0.38 3.17±0.60 3.25±0.52

Gender Female 2.69±0.36 0.98

(.326)

3.15±0.59 -0.55

(.578)

3.42±0.54 1.21

(.227)Male 2.60±0.36 3.24±0.65 3.25±0.57

Occupation Housewife 2.68±0.37

1.38

(.250)

3.08±0.63

2.61

(.060)

3.39±0.51

0.43

(.729)

Office worker 2.76±0.27 3.37±0.51 3.42±0.70
Self

employment
2.62±0.41 3.47±0.39 3.55±0.33

Etc. 2.51±0.37 2.98±0.58 3.28±0.52

Educa

-tional

level

High school 2.55±0.34

0.96

(.383)

3.22±0.62

0.25

(.776)

3.19±0.52

1.06

(.350)

Diploma or

Bachelor
2.70±0.36 3.14±0.57 3.42±0.55

More than

master
2.66±0.35 3.25±0.74 3.44±0.54

Income ≤299 2.75±0.38

1.88

(.137)

3.09±0.62

0.70

(.551)

3.34±0.55

0.22

(.880)

300-399 2.55±0.33 3.11±0.63 3.42±0.58

400-499 2.73±0.33 3.29±0.47 3.47±0.54

500≤ 2.66±0.36 3.25±0.59 3.40±0.55

Diagnosis

of child

Respiratory

disease
2.67±0.37

0.00

(.997)

3.08±0.56a

4.15

(.018)

a<c
*

3.37±0.45

0.38

(.681)

Gastrointes

t-inal

disease

2.67±0.35 3.51±0.63b 3.50±0.77

etc. 2.68±0.35 3.32±0.63c 3.45±0.93

<Table 3>  Credibility of health information (CHI) source,
e health literacy (eHL) and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HIO)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lidren 
characteristics                  (n=109)

‘나는 인터넷상에서 찾은 건강정보가 양질의 것인지 구

분할 수있다’ 2.95±0.76 으로가장 낮았고, ‘나는 인터넷

에서 찾은 건강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 2.99±0.78 , ‘나는 건강 련 의사결정을 해 인터넷

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3.03±0.71

의 순으로 평균 수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Variables Items M±SD

CHI

TV 2.79±0.49

Radio 2.61±0.56

Internet portal article 2.68±0.53

Internet search 2.73±0.48

Social network service 2.48±0.56

Overall 2.67±0.36
eHL I know where to find helpful health resources on

the internet
3.16±0.77

I know how to find helpful health resources on

the internet
3.13±0.73

I know how to use the health information I find

on the internet to help me
3.19±0.81

I know what health resource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3.50±0.75

I know how to use the internet to answer my

health questions
3.41±0.67

I have the skills I need to evaluate the health

resources I find on the internet
2.99±0.78

I can tell high quality from low quality health

resources on the internet
2.95±0.76

I feel confident in us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to make health

decisions

3.03±0.71

Overall 3.17±0.55
HIO I need to know about health issues so I can keep

myself and my family healthy
3.04±0.82

To be and stay healthy, it is critical to be

informed about health issues
3.06±0.80

It's important to me to be informed about health

issues
3.62±0.74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my health, I find

out everything I can

about this issue

3.39±0.75

The amount of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oday makes it easier for me to take care of my

health

3.25±0.93

When I take medicine, I try to get as much

imformation as possible about its benefits and

side effects

3.84±0.78

I really enjoy learning about health issues 3.44±0.84

I make a point to read and watch stories about

health
3.56±0.79

Overall 3.40±0.81

<Table 2> Descriptive data of credibility of health

information (CHI) source and e health 

literacy (eHL) o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HIO)               (n=109)

상자의 건강정보지향은 평균 3.40±0.81 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해서는 건강 련 이슈들을 알 필요가

있다’ 3.84±0.78 으로 가장 높은 수 고, 다음으로 ‘건

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건강이슈에 하여 잘 알고 있

어야 하는 것이 요하다’ 3.62±0.74 , ‘나는 건강 련

이슈에 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3.56±0.79 의 순이

었으며, ‘나는 늘 건강 련 정보를 읽거나 보곤 한다’가

3.04±0.82 , ‘나는 건강 련 이슈에 해 배우는 것을 정

말 좋아한다’ 3.06±0.80, ‘나는 약을 먹을 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

3.25±0.93 의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3.3 적 특   아동 련 특 에  

    건강정보원 신뢰도, 전  건강 해력  

    건강정보지향

상자의 일반 특성 아동 련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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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of

hospitalizati

on

(child)

1 2.70±0.45
2.47

(.089)

3.10±0.61
0.38

(.681)

3.48±0.52
0.49

(.611)
2-3 2.57±0.24 3.14±0.59 3.36±0.58

4≤ 2.74±0.27 3.22±0.58 3.36±0.55

Frequency

of

hospitalizati

on child

1 2.66±0.36
0.38

(.684)

3.18±0.54
0.11

(.893)

3.36±0.53
0.17

(.842)
2-3 2.65±0.30 3.16±0.56 3.39±0.60

4≤ 2.72±0.43 3.11±0.71 3.44±0.53

상자의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자 건강 문해

력, 건강정보지향은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의 특성 소화기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

부모의 자 건강문해력이 호흡기 질환으로입원한 아동

부모의 자 건강문해력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F=4.15, p=.018).

3.4 건강정보원 신뢰도, 전  건강 해력  

    건강정보지향  상 계 

주요 연구변수 일반 특성 아동 련 특성간의

상 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상자의 건강정보지향은 자 건강문해력(r=.46,

p<.001)과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r=.19, p=.045)와 유

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Variables
HIO

r p

CHI 0.19 .045

eHL 0.46 <.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redibility of health 

information (CHI) source, e health 

literacy (eHL) and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HIO)                (n=109)

3.5 건강정보지향에 향  미치는 

상자의 건강정보지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과 같다<Table 5>.

본 연구결과, 건강정보지향은 상자의 일반 특성

아동 련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정보지향은 연령, 학력, 주 건강상태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건강정보요구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향을 받는다[4,5,27]. 이상을 종합하

여, 계 회귀모형의 1 단계에는 부모 일반 특성

연령, 학력 부모의 주 건강상태를 투입하 고, 아

동 련 특성으로 아동의 입원 기간 입원횟수를 함께

투입하 다. 2단계에서는 주요 연구변수인 건강정보원의

신뢰도와 자 건강문해력을 투입하 다.

부모의연령, 학력, 주 건강상태, 입원기간, 입원횟

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 건강정보원의 신뢰도와 자 건

강문해력이 추가 투입된 2단계의 R
2
변화량은 0.33이었

다(F=8.22, p<.001). 본 회귀모형의설명력은 약 40% 으

며, 상자의 건강정보지향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변수

는 자 건강문해력(β=.54, p<.001), 건강정보원의 신뢰

도(β=.21, p=.008), 상자의 주 건강상태(β=.19,

p=.016), 연령(β=-.15, p=.048)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Age -0.01 -0.12-1.24 .215 -0.01-0.15-2.00 .048

Educational

level1)

(diploma/Bachelor)

0.21 0.17 1.31 .191 0.23 0.19 1.76 .082

Educational

level1)

(More than master)

0.26 0.16 1.23 .219 0.22 0.14 1.32 .190

Subjective health

status
-0.36 -0.20-2.04 .043 -0.35-0.19-2.45 .016

Periods of

hospitalization of child
-0.00 -0.03-0.29 .770 -0.01-0.06-0.86 .391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of child
0.00 0.02 0.19 .848 0.01 0.04 0.54 .588

CHI 0.31 0.22 2.68 .008

eHL 0.48 0.54 6.88
<.00

1

R 2 =.40, Adj. R2 =.35, ㅿR2 =.33, F=8.22, p<.001

<Table 5>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HIO)              (n=109)

4. 

본 연구는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에 건강정

보원에 한 신뢰도와 자 건강문해력이 미치는 향을

악하여 입원한 자녀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한 연구

이다.

본 연구 상자들의 42.6%가 인터넷, 33.8%는 텔 비

과 라디오, 19.2%가 지인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얻었다

는 것은 Cho[29]의 연구에서 인터넷 66.4%, 방송매체

40.8%, 지인 18.5%라고 조사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이

듯 요즘은 신문이나 텔 비 매체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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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건강정보의출처로서의 인

터넷 정보 비 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

에서 상자 평균 연령이 35.86세의 비교 은 집단이

었고, 입원 아동의 부모로서 일반 인 건강정보가 아닌

보다 구체 인 건강정보에 한 요구가있는 집단이었다

는 역시, 인터넷을 건강정보획득의 주 경로로 지목한

것에 기여하 다고 단된다. 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아동 부모의 인터넷 건강추구 행 에 한 연구에

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은부모의 나이가 은 집단

에서 활발히 일어나며,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 더욱

활발하 다[23]. 한, 인터넷을통한 건강정보 추구는자

녀가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부모집단에서 주로 활용하

는 건강정보의 경로라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

할 수 있다[5,30].

한편,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 출처의 신뢰도는 텔 비

이가장높았고, 그 다음이인터넷의 순이었다. 이는 건

강정보의 매체에 한 신뢰도에 있어서텔 비 이 인터

넷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와유사한 결과이

다[31]. 그러나, 본 연구에서 더 많은 상자가 건강정보

원으로서 인터넷을 지목했음에도 텔 비 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은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에 한 신뢰가 낮

다는 을 의미한다. 이는 텔 비 을 통해 제공되는 정

보가 부분 문가를 통하여 제공되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비 문가의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내용과 정확성, 이

해가능성에 한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

한 문제는 해당 건강정보가 특정한 질병과 증상에 한

것일 때 더욱 두드러진다[32]. Knapp 등[4]은 치명 인

질병이 이환된 아동의 부모 5명 4명이 인터넷을 통하

여 아동의 질병과 련된 정보를 구하지만, 동시에 많은

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 련 정보의 질 인

측면에 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함

께 보고하 다. 자들은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불신의 원

인 하나는 아동의 건강문제가 심각할수록 부모가 얻

는 건강정보의 내용이 일반 이기 보다특이 이고 문

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반면, 이들의 건강정보에

한 문해력이 제한 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질병 증도가 다소 경한 외래방문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비인후과

외래 치료를 받는 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40% 이상이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에 한

이해 여부에 하여 부정 으로 응답하 다[30]. 따라서,

입원아동과 같은 특이 인 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의 부모

에게 인터넷이 효율 인 건강정보원으로서 지속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있는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부모가 아동의

질병에 한 특이 인 정보요구가 높은 인구집단이라는

을 감안하면, 다양한 수 과 종류의 질병 치료에

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정보요구

에 맞는타당성이 높은정보를정확히제공할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자 건강문해력의 수는 5

만 에 평균 3.17 으로 Kim과 Lee[33]의 연구 3.30,

Lim[21]의 3.25보다는 낮았고, Lee 등[20]의 연구 3.11

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가장

수가 높았던 문항은 ‘나는 건강과 련된 궁 증에 답

을 찾기 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지

만, ‘나는 인터넷상에서 찾은 건강정보가 양질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건강정보를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낮게 조사되어 상자

의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 효능감에 비하여 이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정보지향은 5 만 에

3.40 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 Park 등[18]의

논문과도 유사하며, 학령기 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Kim과 Lee[33]의연구 3.56 보다는 낮았다. 특히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해서 건강 련 이슈들을 알 필요가 있

다’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건강 련 이슈에

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의 문항이 가장 낮은 수로

조사된 것은 Kim과 Lee[33]의 결과와 동일하 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들이 입원 아동의 부모 다는 에서

건강 련 이슈에 심이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Norman과 Skinner[16], Lim[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연령, 성별, 월수입과 같은 다른 인

구사회학 변수들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특정 질병’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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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사람일수록 건강정보

추구가 더욱 높다 하 다[34].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입

원 진단에 따라 자 건강문해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장 계 질환이 있는 아동 부모의 자 건강

문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질환 즉 장염으

로 인한 구토와 설사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성장발달 상

장 이 미숙한 아동이 겪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구토

와 설사에 해 자주 정보습득을 추구해왔던 부모들의

특성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 부모의 연령, 학력, 주 건

강상태, 아동의 입원횟수와 입원기간 건강정보신뢰도

와 자건강문해력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하 으며, 건강정보지향에 하여 약 40%의 설명력

을 보 다. 특히, 건강정보지향은 자건강문해력(β=.54,

p<.001)과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β=.21, p=.008),

상자의 주 건강상태(β=-.19 p=.016), 연령(β=-.15

p=.048)에 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정보지

향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자 건강문해력과 련이 높다는 선행연구[18]와 유사

한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상이 입원아동 부모로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에 용이한 고, 정보요구

가 특이 인 집단이라는 이 이러한결과에 기여하 으

리라 단된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획득은 자녀의 건강상태가

만성 일 때 뿐아니라 성기에도 발생하는데, 소아 응

실에 내원하는 부모의 약 10% 정도가 응 실에 방문

하기 직 에 자녀의 건강상태에 한 정보를 구하며, 이

때의 주된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다[35].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는 자신이 원하

는 방향으로 맞춤검색을 통해 얻어지며 구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건강정보원으로서의 효용성이

높다[36]. 올바른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37,38,39,40,41]. 따라서, 입원

아동의 부모와 같이 특이 인 건강정보에 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들의 건강 정보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아동의 진단

명이나 수술명, 치료과정에 동반되는 증상이나 부작용

등 부모의 교육요구가 높은 항목에 한 기본 인 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건강정보에 하여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상담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 인 지원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원 아동의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 스에 히 처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건강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2].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은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에

도 향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이 인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극 인 정보추구 행 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얻지만,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타당

하고 정확한 정보인지, 정보가 양질의 것인지에 비추어

건강정보원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Kim 등[43]은 건강정

보 그 자체가 건강정보의이해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보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내용, 구성, 매체가 정보

의 질 평가에 있어서 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특정 건

강문제에 한 정보는 의료라는 문 역에 속하므로,

일반인인 아동의 부모가 그 내용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

다. Park[44]등은 결장암에 한 정보원과 그 신뢰도에

한 연구에서, 정보출처의 운 주체를 개인과 조직으로

나 어 볼 때, 개인이 운 하는 결장암 정보원에서 의학

으로 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36.9%임에 반

하여, 의료기 이나 련 단체와 같은 조직에서 운 하

는 경우에는 의학 으로 부 한 건강정보가 14.8%

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에서 운 하는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건강정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기 이나 련 단체에

서도 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 한 건강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서, 건강정보원에

한 신 한 단이 요하다는것을 보여 다. 특히, 본연

구의 상자와 같은 일반 부모가 건강정보원으로부터 획

득한 건강정보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원 자체의

질 리가 필요하다. Kaicker 등[32]은 건강정보를 제공

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표 화된 평가시스템이 제도

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건강정보의 정확성, 질과 신뢰도

를 평가할 수 있는 평정 도구를 극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 외에도 건강정보원에 하여 의

료 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도

구로 개발된 DISCERN[33,45,46]등이 인터넷을 통한 건

강정보의 평가에 활용될 수있다. 국내에는 이와 같이

리 사용될 만한 건강정보의 내용평가 도구가 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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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국내 입원 아동 부모에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강

정보 평가 도구로바로 활용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외국

의 선례를 참고하여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지향은 부모의 주 건강

상태 연령에 향을 받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가 높다는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건강정보 요구도가 정보추

구에 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29]와도 유사한 결과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의 건강 련 지표로서

입원기간 입원횟수는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에 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일개 아동 문병

원에 입원한 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하 다는 이 한

계로 작용하 을 수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

의 질병 련 특성으로는 호흡기계 질환과소화기계 질환

으로 표 인 질환은 계 성 독감 상기도감염, 바이

러스 성 세균성 장염 등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질병

은 아동의 신체 상태에 따라 후와 합병증 이환에 차이

가 있으나, 부분 입원치료를 통하여 완쾌가 가능한 질

환으로서, 퇴원 후 장기간 지속하여야 하는 치료 섭생

이 필요하거나 지속 이고 긴 한 아동상태 찰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본연구가 일개 아동

문병원의 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상자의 특

성이 균질하 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제언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 다. 본 연구는 입

원아동 부모를 상으로 하여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

와 자 건강문해력이 부모의 건강정보지향에미치는

향을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지만, 일 도시 일개

아동 문병원의 입원자녀 부모만을 상자로 포함하여,

연구 상자 특성이 비교 균질하 으며, 한 아동의

질병 련 특성도 유사집단만이 포함됨으로서, 연구의 외

타당도가 낮은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더 많은 수의 연구 상자와, 좀 더

다양한 아동 특성이 포함되는 연구환경에서의 반복연구

가 시도되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가 건강

정보지향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에서는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를 단편 으로 측정하

다는단 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더 타당성높은

도구를 이용하여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를 측정함으

로서 측정오차를 이고자하는 노력이 부가되어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입원 아동의 부모로서 특정 건강정보에

한 요구가 있는 집단이 인터넷을 주 정보원으로 활용

한다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원들에 한 차별화된 신뢰도 측

정을 통해 인터넷 건강정보원에 한 신뢰도를 심도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연구 결과 아동의 질병 련 특성은 부모의 건강

정보지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 입원한 아

동의 부모들의 일상 인 자녀 건강 련 행 와 같은 다

른 매개/ 조 변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

로 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입원 아동의 일상

인 자녀 건강 련 행 등에 해서도 조사하여 건강

정보지향과의 련성도 추후 분석할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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