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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크고 작은 걱정을 하

며 살아간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걱정을 지나치지 않게 

하며, 걱정하는 대신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자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비교 
김남선, 이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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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 anxiety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the internet according to person-
ality traits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using quota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348 university students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mean, χ2 test, ANOVA, Pearson cor-
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Depending upon the worry score, the group with nor-
mal worry and the group with pathological worry were classified. And those with normal worry were classified as those with a high level of intolerance 
for uncertainty (top 25%) and those with low level of intolerance for uncertainty (below 25%). 21.3% of university students were pathologically worri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in health anxiety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the internet. In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roup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daptation disorder due to ill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45%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can be seen that the group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has more health concerns and mor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an the other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sonality traits in interventions for subjects with  health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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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며,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

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의학적 소견에도 불

구하고 신체적 질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고통감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하

게 시간을 낭비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1]. 

건강염려증은 임상적인 건강염려증으로부터 단순한 건강불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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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연속체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는데[2], 최근의 DSM-V진단분

류에서는 ‘질병불안장애(illness anxiety disorder)’로 새롭게 명명되기도 

하였다[3]. 정신분석에서는 좌절된 성적충동과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

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건강염려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

에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

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4]. 반면에 심

리학에서는 건강염려증을 인지 및 지각의 장애로[5] 이해하는 경향이 

압도적인데, 건강염려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감각 증폭 경향

성 및 증상에 대해 병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인지 및 성

격특성 같은 개인차 변인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였다[2]. 그동안 보건

의료분야에서는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신체증상에 주목함으로써 건

강염려증의 인지 및 성격변인들을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건강염려증에 대한 인지모형을 검증하는 다수

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불안이나 인지편향, 파국적 사고경향 등

의 변인들을 관련변수로 다룬바 있다. 그런데 건강염려증이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하며[6], 과도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인지편향을 일으켜서 건강염려증 및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7]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을 걱정 및 걱정 관련변인들과 연관

하여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염려증 혹은 건강염려성향의 

이해에 있어서 인지적 편향을 가져오는 변인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주목하고자 한다. 걱정수준에 관계없이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부족은 걱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격특성 변인으로 설명되

고 있어[8],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라 할 수 있는 건강염려증의 관

련변수로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기 보다는, 정보를 많이 모으는 행동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낮

추고,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불쾌한 정서를 회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9]. 즉 인터넷이 이러한 회피적인 행위에 도구적인 역할을 하

게 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변인

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10]. 이에 걱정 여부에 상관없이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건강 염려를 많이 하고, 이는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검색을 많

이 하는 행동, 더 나아가 건강정보검색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과도하고 지나친 걱정 즉 병리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8], 문제 상황

에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한다는 주장[11]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

염려성향과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검색행위가 걱정수준에 따라 증

폭되는 것인지 아니면 걱정수준과 상관없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같은 인지·성격적 특성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명확

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걱정수준에 따라 정상 걱정집단과 병

리적 걱정집단의 내면적인 성향을 변별해내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정

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하여 건강관련 변수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

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걱정수준에 따라 병리적 걱정집단을 선별해 내

고, 정상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높음/

낮음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세 집단 간에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서

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비교하고,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규명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최근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이 보편적인 행동양식이 되어 보건의료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12], 건강염려성향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온라인 간호 상

담이나 건강정보 검색 교육 시 대상자의 인지·성격특성을 반영한 간호

중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집단별 건강염려성향

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비교하고, 인터넷에서의 건강정

보추구행위에 영향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를 걱정점수에 따라 병리적인 걱정집단과 정상적인 걱정

집단으로 분류한다. 

(2)  정상적인 걱정집단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점수(상위 

25%와 하위 25%)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으로 선별한다.

(3)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간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

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비교한다. 

(4)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다.

(5)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리적 걱정집단과 정상적 걱정집단을 선별하는 기준[13]

인 걱정점수 56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대학생을 병리적 걱정집단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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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걱정집단으로 선별하고, 정상 걱정집단은 다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점수(상위 25%와 하위 25%)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 세 집

단 간에 건강염려성향의 정도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비

교하고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영향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대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G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교 대학생 전수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에 

의한 편중(bias)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과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380명을 할당 표집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산정을 위해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25, 검정력 0.80, 비교 집단 수 3개 일 때 최소 대상자 수는 

159명을 필요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걱정 집단을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점수에 따라 상위 25%와 하위 25%만을 선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G시에 위치

한 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는 380부를 배부하

여 357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3.9%) 회수된 자료 중 기입이 불완전

하거나 누락된 9부를 제외한 총 348부(처리율 91.6%)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CKU-16-01-0206)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철회, 연구자의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연구자

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하여 자발적인 연구참여를 보장하였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전공, 인터넷 검색실력, 건

강상태, 입원경험 여부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걱정

본 연구에서 걱정은 Meyer et al. [14]이 개발하고 Kim and Min [15]

이 번안한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

naire, PSWQ)를 사용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까지로 평정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과도함을 의미한

다. 총점이 56점 이상일 때 범불안장애 진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16] 

알려져 병리적 걱정집단과 정상적 걱정집단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

용되고 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hnbach’s α)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Freeston et al. [17]이 프랑스어로 개발

하고 Buhr and Dugas [18]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타당화를 거친 

것을 Choi [19]가 국문으로 번안한 27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및 불

확실함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통제시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Freeston et al. [17]의 연구에서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건강염려성향 

본 연구에서 건강염려성향은 Kellner [20]가 개발하고 Lee [21]가 번

안하여 타당화한 후 건강염려증과 관련된 공포, 신념, 태도를 측정한 

질병태도척도(Illness attitude scale, IAS)를 사용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

다. 이 척도는 원래 질병에 대한 걱정, 통증에 대한 염려, 건강습관, 건

강염려증적 믿음,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공포, 신체증상에 대한 집착, 

치료경험, 증상의 영향 등 9개 요인의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ee 

[22]가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1요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14문항, 

2요인: 질병으로 인한 적응장애-4문항, 3요인: 안전추구행동-6문항, 4요

인: 죽음에 대한 공포-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분류한 것을 하위영역

으로 차용하였다. Lee [22]는 질병태도척도가 건강염려성향을 측정하

는 적절한 도구임을 제안하였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염려증적 성향

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본 연구에서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란 인터넷으로 건강정

보를 찾는 이용자들의 능동성 수준에 따른 탐색활동, 커뮤니티 이용, 

정보생산 활동으로서 Park and Lee [23]가 선행연구들과 심층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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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분류 

전체 대상자 348명 중 걱정의 평균점수가 56점 이상인 병리적 걱정 

집단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74명(21.3%), 정상적 걱정집단에 속하는 대

학생은 274명(78.7%)이었다. 정상적 걱정집단을 다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점수(상위 25%/하위 25%)에 따라 분류하였고, 그 결과 집

단구분에 따른 대학생 수는 병리적 걱정집단 74명,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68명,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68

명 등 총 210명이었다(Table 1).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χ2 = 8.93, p = 0.012)과 지

각된 건강상태(F =10.89, 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병리

적 걱정집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분포했으나,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훨씬 더 많

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이 병리적 걱정집단이나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지각

통해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13문항으로 구성한 인터넷에서의 건

강정보추구행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평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인터넷으로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Park 

and Lee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분석하였다. 병리적 걱정집단과 정상적 걱정집단의 선별 및 정상적 걱

정집단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부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집단 간 차이는 χ2-test와 선형대 선형결합으로 

검정하였다. 세 집단의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

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세 집단 간 비교

는 ANOVA와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또한 집단별 연구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건

강정보추구행위 영향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ree groups (n=21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athological worrier 

(n=74)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n=68)

Normal worrier with 
low level intolerance 

(n=68)
Total χ2 or F p

Gender Male 24 (25.5) 39 (41.5) 31 (33.0) 94 (100.0) 8.93 0.012
Female 50 (43.1) 29 (25.0) 37 (31.9) 116 (100.0)

Grade Freshman 41 (31.5) 44 (33.8) 45 (34.6) 130 (100.0) 6.13* 0.190
Sophomore 19 (51.4) 11 (29.7) 7 (18.9) 37 (100.0)
Senior 14 (29.2) 13 (30.2) 16 (37.2) 43 (100.0)

Religion Yes 38 (41.8) 28 (30.8) 25 (27.5) 91 (100.0) 3.26 0.196
No 36 (30.3) 40 (33.6) 43 (36.1) 119 (100.0)

Major Health unrelated 32 (28.3) 41 (36.3) 40 (35.4) 113 (100.0) 5.16 0.076
Health related 42 (43.3) 27 (27.8) 28 (28.9) 97 (100.0)

Internet capacity High 20 (36.4) 14 (25.5) 21 (38.2) 55 (100.0) 4.63 0.328
Middle 38 (31.7) 45 (37.5) 37 (30.8) 120 (100.0)
Low 16 (45.7) 9 (25.7) 10 (28.6) 35 (100.0)

Perceived health 
   state

Good 25 (27.8) 25 (27.8) 40 (44.4) 90 (100.0) 10.89* 0.001
Moderate 42 (38.9) 39 (36.1) 27 (25.0) 108 (100.0)
Poor 7 (58.3) 4 (33.3) 1 (8.3) 13 (100.0)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38 (35.2) 35 (32.4) 35 (32.4) 108 (100.0) 0.00 1.000
No 36 (35.3) 33 (32.4) 33 (32.4) 102 (100.0)

Unit: n (%).       
*Linear-by-lin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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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지각한 학생의 

비율은 훨씬 더 낮았다(Table 1).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건강염려성향 및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비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점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

족한 집단 84.13 ± 5.98점, 병리적 걱정집단 76.47± 20.19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39.46 ± 4.73점 순으로 높았으며,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 =240.53, p< 0.001). 

건강염려성향에서도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1.89 ± 0.58점), 병

리적 걱정집단(1.21 ± 0.70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0.64 ± 0.41)의 순으로 건강염려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F =79.52, p< 0.001).

또한  건강염려성향의  하위영역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F =73.29, p< 0.001), 질병으로 인한 적응장애(F =52.91, p< 0.001), 안전

추구행동(F =35.29, p< 0.001), 죽음에 대한 공포(F =33.07, p< 0.001) 에

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순으로 건강염려성향이 유의하게 높

았다.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도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2.82 ± 0.75점)이 병리적 걱정집단(1.99 ± 0.77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이 높은 집단(1.70. ± 0.53)보다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F = 47.72, p< 0.001)(Table 2).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별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첫째, 병리적 걱정집단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는 

건강염려 성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r= 0.39, p = 0.001)가 나타났으며 

건강염려성향의 하위영역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적응장애(r = 0.47, 

p< 0.001), 안전추구행동(r= 0.42, p< 0.001),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믿음

(r= 0.28, p = 0.017)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건강염려성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r= 0.40, p< 0.001), 건강염려 성향의 하위영역 중 질병으로 인한 공

포와 믿음(r= 0.41, p< 0.001), 죽음에 대한 공포(r= 0.37, p = 0.001)와 유

의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두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집단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건

강정보추구행위와 건강염려성향 간 유의한 순상관관계(r = 0.61, 

p< 0.001)를 보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믿음(r= 0.57, p< 0.001), 질

병으로 인한 적응장애(r = 0.53, p < 0.001), 안전추구행동(r = 0.49, 

p< 0.001), 죽음에 대한 공포(r= 0.41, p< 0.001) 순으로 건강염려성향의 

하위영역 전부와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연구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VIP통계량을 검토한 결과 공차 한계값은 0.268-0.739이었

고 각 회귀분석에 대한 분산확대지수도 1.352-4.489로 10보다 충분히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값도 1.987로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ealth anxiety,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among three groups (n=210) 

Category
Pathological worrier (a) 

(n=74)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b) (n=68)

Normal worrier with low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c) (n=68) F p-value scheffé

Mean±SD Mean±SD Mean±SD

Intolerance of uncertainty 76.47±20.19 84.13±5.98 39.46±4.73 240.53 <0.001 c<a<b
Health anxiety 1.21±0.70 1.89±0.58 0.64±0.41 79.52 <0.001 c<a<b

Fear and belief in illness 1.21±0.79 1.87±0.62 0.53±0.46 73.29 <0.001 c<a<b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73±0.99 1.63±0.85 0.22±0.46 52.91 <0.001 c<a<b
Safety pursuit behavior 1.45±0.81 2.09±0.56 1.14±0.61 35.29 <0.001 c<a<b
Fear of death 1.39±1.12 1.93±0.89 0.65±0.70 33.07 <0.001 c<a<b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1.99±0.77 2.82±0.75 1.70±0.53 47.72 <0.001 a, c<b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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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xiety,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among three groups 
(n=210)

Group Variables
Intolerance of 

uncertainty
r (p)

Health anxiety
r (p)

Fear and belief 
in illness

r (p)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r (p)

Safety pursuit 
behavior 

r (p)

Fear of death
r (p)

Pathological 
    worrier 

(n=74) 

Intolerance of uncertainty
Health anxiety 0.40 (<0.001)
Fear and belief in illness 0.41 (<0.001) 0.94 (<0.001)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19 (0.098) 0.68 (<0.001) 0.49 (<0.001)
Safety pursuit behavior 0.21 (0.069) 0.77 (<0.001) 0.61 (<0.001) 0.52 (<0.001)
Fear of death 0.37 (0.001) 0.65 (<0.001) 0.59 (<0.001) 0.29 (0.013) 0.30 (0.010)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0.06 (0.060) 0.39 (0.001) 0.28 (0.017) 0.47 (<0.001) 0.42 (<0.001) 0.11 (0.337)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n=68) 

Intolerance of uncertainty
Health anxiety 0.09 (0.449)
Fear and belief in illness 0.03 (0.782) 0.94 (<0.001)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08 (0.537) 0.71 (<0.001) 0.51 (<0.001)
Safety pursuit behavior 0.14 (0.260) 0.86 (<0.001) 0.74 (<0.001) 0.55 (<0.001)
Fear of death 0.16 (0.195) 0.76 (<0.001) 0.61 (<0.001) 0.50 (<0.001) 0.61 (<0.001)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0.17 (0.176) 0.61 (<0.001) 0.57 (<0.001) 0.53 (<0.001) 0.49 (<0.001) 0.41 (<0.001)

Normal worrier 
    with low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n=68)

Intolerance of uncertainty
Health anxiety 0.12 (0.313)
Fear and belief in illness 0.21 (0.910) 0.91 (<0.001)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12 (0.334) 0.59 (<0.001) 0.45 (<0.001)
Safety pursuit behavior -0.02 (0.876) 0.80 (<0.001) 0.54 (<0.001) 0.41 (0.001)
Fear of death -0.04 (0.742) 0.62 (<0.001) 0.42 (<0.001) 0.14 (0.252) 0.50 (<0.001)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0.19 (0.128) 0.14 (0.257) 0.16 (0.201) 0.07 (0.592) 0.06 (0.604) 0.09 (0.468)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병리적 걱정집단과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낮은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로 집단을 더미변수 처리 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31% 

설명하였다(F = 47.72, p< 0.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에 비해 병리적 걱정집단(β = 0.17, p = 0.014)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한 집단(β = 0.63, p< 0.001)이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이들 집단을 통제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을 투입한 결과, 모형은 유의하

였으며(F =32.32, p< 0.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에 비

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β = 0.52, p< 0.001)이 인터넷

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모형 

2를 통제하고 건강염려성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45% 설명하였고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 =25.32, p < 0.001).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β = 0.28, p= 0.012)이, 건강염려 

성향 중 적응장애(β = 0.31, p< 0.001)가 높을수록 인터넷에서의 건강정

보추구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대상자 348명 중 걱정 점수 56점 이상의 병리적 걱정집단으

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집단 중 20%가 과도한 걱정을 한다고 보고한 Rus-

cio and Borkovec [24]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펜실베

니아 걱정증상 질문지는 특히 병리적 걱정을 잘 측정해내는 도구로 알

려져 있으며[8] 본 연구에서 병리적 걱정집단에 대한 선별은 신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

한 집단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중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성별과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성별비교

에서 병리적 걱정집단은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2배 많았으나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훨씬 많

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25,26]에서 걱정을 주요증상으로 하는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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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걱정의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높았음을 보고한 결과에 

부합한다. 그런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에서 남학생

이 더 많았던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Buhr and Dugas [18]의 연구에서

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여 일관되지 않다. 추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

은 집단이 병리적 걱정집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지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아마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에 대한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체증상과 징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부족 점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이 병리적 집단

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 보

다는 2배 이상 높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걱정수준에 비례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염려성향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병리적 걱정집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순으로 건강염려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적

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더 잘 회상하며, 더 위협적

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27]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체의 이상 징후나 증상 자각 시 걱정을 부풀

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Warwick and Salkovskis [28]는 건강

염려증의 순환적 인지모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요약하면, 신체감각에 

대한 선택적 주의, 긍정적 신호는 무시하고 부정적 신호에만 반응하는 

인지편향 및 건강 염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과 생리적 각성수

준의 상향, 회피하는 행동 혹은 의학정보 및 치료에의 과도한 몰두로, 

이 패턴은 악순환 되면서 신체화와 건강염려를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체화나 건강염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의 핵심은 

인지편향인데, Dugas et al. [29]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불확

실한 상황이나 사건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 지각하고 해

석하며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 또는 인지적 도식으로

도 정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정상적 범위 안에서 걱정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인으로 파악된다는 사실[8]에 비추어, 정상적인 걱정을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병리적 걱정을 하

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려할 만한 것은 건강염려성향이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인 정서들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30] 고위험군의 경우 인지 및 성격특성에 대한 정확

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 맞춤의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끈질기게 안전

추구행동을 한다는 보고[22]를 반영하여 이들의 걱정에 대한 긍정적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Model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p R2 Adj-R2 F (p)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1 (constant) 1.70 0.08 20.20 <0.001 0.32 0.31 47.72
(<0.001)Pathological worrier 0.29 0.12 0.17 2.47 0.014 0.739 1.352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1.12 0.12 0.63 9.39 <0.001 0.739 1.352

2 (constant) 1.52 0.17 8.89 <0.001 0.32 0.31 32.32
(<0.001)Pathological worrier 0.12 0.18 0.07 0.67 0.505 0.303 3.304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0.92 0.21 0.52 4.44 <0.001 0.245 4.080

Intolerance of uncertainty 0.01 0.01 0.13 1.19 0.235 0.301 3.324
3 (constant) 1.46 0.17 8.56 <0.001 0.47 0.45 25.32

(<0.001)Pathological worrier 0.07 0.16 0.04 0.41 0.684 0.301 3.324
Normal worrier with high level 
   intolerance of uncertainty

0.49 0.19 0.28 2.53 0.012 0.223 4.489

Intolerance of uncertainty 0.01 0.01 -0.03 -0.32 0.748 0.268 3.725
Fear and belief in illness 0.15 0.10 0.15 1.55 0.122 0.269 3.712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27 0.06 0.31 4.16 <0.001 0.464 2.153
Safety pursuit behavior 0.13 0.09 0.12 1.55 0.123 0.416 2.405
Fear of death -0.02 0.06 -0.02 -0.32 0.752 0.500 2.000



Nam Sun Kim and Kyu Eun Le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66 | http://www.e-jhis.org

인 신념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이 병리적 걱정집단

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

보추구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건강염려성향 중 질병으로 인한 적

응장애와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이 확인된 결과

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확

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31]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줄

이고 확실성에 이르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요구

하는 것으로[32] Jeong and Song [33]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회피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요컨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 건강염려성향

이 높은 경우 몸의 감각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부정적인 쪽

으로 편향되게 인지하며, 질병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므로 

회피의 방법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검색에 매달리게 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12]에

서 대상자의 75.2%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나 이 

중 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식검색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대부분(92.6%)이 온라인 의료상담을 이용해 보지 않았다는 결과

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검색이 단순한 정보탐색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인터넷을 탐색한 결과로 얻은 건

강정보에 근거해서 예방과 치료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인터넷 정보의 

부정적인 이용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23] 그러한 건강정보들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해한 건강정보들까

지 양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대상자들의 인터

넷을 통한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규명

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중재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병리적 걱정집단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가 중앙값을 밑도는 수준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병리적 걱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만성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34] 과도한 걱정을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중

재 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같은 인지 및 성격적 변인을 고려

해야하며,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추구행위로 나타나는 인지적인 회

피반응의 관련변인들을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염려성

향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으로서 전통적인 인지행동적 접근 외에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인 걱정의 구체화 훈련[35] 

및 문학치료를 통한 서사지도[36] 등의 다양한 중재방식을 검토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중재가 의학적인 범위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간호 상담과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검색을 위한 교육적 중재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에 따른 집단별 건

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

써 건강염려 성향을 가진 대상자들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 병리적 걱정집

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의 순으로 건강염려성향이 높

았고,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대상자들의 건강정보 검색행위 관련 중

재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염려성향이 있는 대상자의 온라인 간호상담이나 건강정

보검색 교육시 대상자의 인지 및 성격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체노화와 기능적인 쇠퇴 및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중년기 성인을 표

적집단으로 하여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관

련변인을 폭넓게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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