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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질병을 치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식습관, 운동,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 전반

에서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졌

다[1]. 이를 위해 사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건강정보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TV, 신문, 서적, 지인 등 다양한 경로

를 이용해 자신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질병이나 일상적인 건강정보, 특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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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료와 처방에 관한 정보, 병원, 의원 등의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련된 뉴스, 건강식품 및 의료상품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있다[2]. 

그중에서도 인터넷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건강정보를 추구하

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3]. 그동안 건강정보는 신뢰성과 전문성

이 강조되는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의사와 같은 전문인에 의해서만 주

도적으로 생산되는 전문영역이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커

뮤니티, 블로그, 건강관련 사이트 등에서 수많은 건강 및 질병관련 정

보들이 생산됨으로써 이용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적합한 정보를 손쉽

게 탐색하고 자신이 경험한 건강정보를 생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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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건강정보를 획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장점들을 지닌 건강정보들을 얻게 되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들로 인해 의료인과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

하게 되기도 한다[5,6]. 건강염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넘쳐나는 건강

정보들 사이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의학적 소

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걱정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나 비용을 낭비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한다[7]. 반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 등 과거와 현재 자신의 잘

못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의심이 들지만 막상 병이 진단

될까봐 두려워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인터넷 건강정보만에 의지해 스

스로 진단을 내리고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만을 맹신해 자신이 내린 진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는 신뢰하

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이게 되며 스스로 건강정보를 찾고자 한다[8].

건강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건교육의 

역할을 하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달리 비교적 전문성

이 높은 분야이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

료인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9]. 진료 중에 환

자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정보에 관해 의사들에게 문의하거나 인

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치료나 약물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

도 늘어나고 있다[3].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의 활성화와 환자의 소비자 

주권의식의 상승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인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형성 또한 가능하게 되

었다[10].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의 상태와 처방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

고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며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심지어 다

른 의사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건강정보추구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

고 적극적이다[11]. 

특히,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역할 변화

와 갈등, 현실과 기대감의 괴리, 신체적 기능의 감퇴, 점진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직장이나 가족관계에서의 과중한 책임이나 갈등 

등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위기감에 봉착하게 되면서[12] 건강정

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시기이다. 중년기는 질병과 스트레스, 노화과

정으로의 진입 등 다른 연령층과 다른 신체적, 사회·심리적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정보 요구도 다를 수 있다[13]. 실제적인 건

강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년기는 관심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내용 및 질환예방법 등에 대한 건강정보추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

어 잘못된 건강정보로 인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건강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해지는 건강염려증을 경험

하기도 한다[14].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추구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터넷 건강

정보 사이트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 측면의 효용을 중심

으로 한 연구들이며 건강정보 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건강정보

의 신뢰성, 유익성, 유용성, 장애성 등 건강정보 측면의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3,15,16]. 반면,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의 동기에 관한 

부분은 간과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자 또한 인터넷을 많이 사

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올바

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

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개인의 특성 중 연령, 인종, 학력, 소득 등이 인터넷 건강정보

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15,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

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용자 동기와 관련한 변인으로 건

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을 건강정보추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년기 성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및 의료인과의 소통성 정도가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일반적 특성,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

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정도를 파악하고

자 한다. 

둘째, 중년기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

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

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

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염려성향 및 의료인과의 소통성 정도를 알아보고 제 변수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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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하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하는 요인들

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40-65세 중년기 성

인남녀를 임의 표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중년층

이 많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관공서 및 아파트 부녀회를 방문하여 연

구목적을 설명하고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아본 경

험이 있는 대상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표본 수

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

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예측변

수 3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탈락자를 고려하여 총 230부를 배부하여 202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7.8%) 그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8부를 제외한 총 194부의 자

료를 최종 분석하였다(처리율 84.30%).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CKU-18-

01-0106)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철회, 연구자의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

고 이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하여 자발적인 연구참

여를 보장하였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질병 여부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관심도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로서 Park 

et al. [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건강지식, 건강행동, 

건강태도에 대한 관심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Crohnbach’s α)는 0.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6이었다. 

건강염려성향 

건강염려성향의 측정은 건강염려증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

병태도척도(Illness Attitude Scale, IAS)’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Kellner 

[20]가 개발하고 Lee [21]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후 건강염려증과 관련

된 공포, 신념, 태도를 측정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원래 질병에 대한 걱

정, 통증에 대한 염려, 건강습관, 건강염려증적 믿음, 죽음에 대한 공

포, 질병공포, 신체증상에 대한 집착, 치료경험, 증상의 영향 등 9개 요

인의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ee [21]가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1

요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2요인: 질병으로 인한 적응장애, 3요인: 

안전추구행동, 4요인: 죽음에 대한 공포)으로 분류한 것을 하위영역으

로 차용하였다. Lee [21]는 질병태도척도가 건강염려성향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임을 제안하였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염려증적 성향

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0.85이었다.  

의료인과의 소통성

의료인과의 소통성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

는 도구로서 의사소통성에 대한 문항은 David et al. [22]의 문항을 

Chang and Noh [23]가 재구성하여 ‘의료인은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실히 이해시켜 주었다’, ‘의료인은 나의 느낌과 감정에 따

라 필요한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하였다’, ‘의료인은 진료에 대한 결정

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인은 내가 건

강관리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 때 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왔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과의 소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ng and Noh [23]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는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찾는 이

용자들의 능동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

위를 측정하기 위해 Laflamme [24]이 개발한 도구를 Park and Lee [25]

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요인은 ‘생산 활동’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쓰고, 댓글을 달아주

는 등의 생산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건강정보 커뮤

니티 이용’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같은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고정

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입하여 조언을 얻는 등의 이용행태를 포함한다. 

세 번째 요인은 ‘건강정보 탐색’으로,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자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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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중 남자 76명(39.2%), 여자 118명(60.8%)으로 여자가 남

자보다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116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

명(36.1%), 60대 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06명

(54.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61명(31.4%), 대학원 이상 18명(9.3%), 중

졸 이하 9명(4.6%)으로 조사되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101명(52.1%)으

로 종교가 있는 사람 93명(47.9%)보다 조금 많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64명(84.5%)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 30명(15.5%)보다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168명(86.6%)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26명

(13.4%)보다 많았다.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71명(36.6%)으

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이상이 64명(33.0%), 200-299만 원이 35명

(18.0%), 300-399만 원이 24명(12.4%)이었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이

라고 응답한 사람이 90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88명(45.4%), 나쁜 편이라고 답한 사람 16명(8.2%) 순으로 조

사되었다. 현재 질병이 없는 사람이 133명(68.6%)으로 치료 중이거나 

투약 중인 질병이 있는 사람 61명(31.4%)보다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3.87± 0.63점이었고 건강염려

성향은 1.46 ± 0.50점이었다. 건강염려성향의 하위영역으로는 안전추구

행동이 2.12 ± 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1.34 ±

0.63점, 질병으로 인한 적응장애 1.17± 0.91점, 죽음에 대한 공포 1.09 ±

색하며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건강정보를 찾는 것과 같은 이용행태를 

포함한다. 도구는 총 13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인터넷건강정보추구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하부요인

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건강정보 추구행태를 보인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and Lee [25]의 연구에서 0.89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

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

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

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76 39.2
Female 118 60.8

Age (y) 40s 116 59.8
50s 70 36.1
60s 8 4.1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9 4.6
High school 61 31.4
College 106 54.6
Graduate 18 9.3

Religion Have 93 47.9
None 101 52.1

Occupation Occupied 164 84.5
No job 30 15.5

Marital status Spouse 168 86.6
No spouse 26 13.4

Income (10,000 won) <200 71 36.6
200-299 35 18.0
300-399 24 12.4
≥400 64 33.0

Perceived health state Good 88 45.4
Moderate 90 46.4
Poor 16 8.2

Disease status Yes 61 31.4
No 133 68.6

Table 2. The level of health concerns, health anxiety,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
ternet (n=194)

Category Min Max Mean±SD

Health concerns 1.60 5.00 3.87±0.63
Health anxiety 0.22 2.85 1.46±0.50
   Fear and belief in illness 0.00 3.50 1.34±0.63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00 3.50 1.17±0.91
   Safety pursuit behavior 0.00 4.00 2.12±0.71
   Fear of death 0.00 4.00 1.09±0.91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1.00 4.00 2.24±0.73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1.00 4.85 1.68±0.59

   Production activity 1.00 5.00 1.63±0.60
   Use of community 1.00 4.67 1.38±0.60
   Information search 1.00 4.67 2.12±0.93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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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인과의 소통성은 2.24 ± 0.73점이었으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정도는 1.68 ± 0.59점이었다. 인터넷 건

강정보추구행위의 하위영역으로는 정보탐색을 2.12 ± 0.93점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활동 1.63 ± 0.60점, 건강정보 커

뮤니티 이용 1.38± 0.60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

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강관심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t= -2.33, p = 0.021), 여자가 남자보다 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

다. 건강염려성향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F = 9.51, p< 0.001),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지 못하다

고 답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

보다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인과의 소통성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3.07, p = 0.029). 학력

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추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중졸 이하의 사람보다 인터넷에서

의 건강정보추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

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는 건강염려성향(r= 0.36, 

p< 0.001)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r= 0.21, p= 0.004)와 양의 상관을 나타

냈다. 의료인과의 소통성은 건강정보추구행위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정보추구행위의 하위영역 중 건강정보 커뮤니티 사용 영

역에서만 양의 상관관계(r= 0.20, p= 0.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ealth concern, health anxiety,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n=19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Health concern Health anxiety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M±SD t/F (p) M±SD t/F (p) Scheffé M±SD t/F (p) M±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74±0.63 -2.33
(0.021)

1.46±0.52 -0.01
(0.994)

2.27±0.68 0.27
(0.786)

1.69±0.56 0.12
(0.908)Female 3.95±0.61 1.46±0.48 2.24±0.76 1.38±0.61

Age (y) 40s 3.81±0.57 1.88
(0.156)

1.47±0.51 0.08
(0.919)

2.24±0.76 0.78
(0.460)

1.73±0.63 1.27
(0.284)50s 3.93±0.70 1.47±0.57 2.23±0.63 1.62±0.51

60s 4.18±0.58 1.39±0.55 2.56±1.04 1.48±0.61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a 3.67±0.63 1.34

(0.264)
1.49±0.69 0.45

(0.715)
2.44±0.83 0.63

(0.596)
1.32±0.34 3.07

(0.029)
a<d

High schoolb 3.93±0.62 1.52±0.51 2.19±0.78 1.59±0.52
Collegec 3.64±0.67 1.44±0.45 2.29±0.67 1.72±0.62
Graduated 3.87±0.62 1.38±0.62 2.25±0.73 1.94±0.61

Religion Have 3.90±0.64 0.62
(0.539)

1.45±0.51 -0.34
(0.733)

2.28±0.77 0.52
(0.605)

1.75±0.63 1.55
(0.123)None 3.84±0.61 1.48±0.49 2.22±0.69 1.62±0.54

Occupation Occupied 3.86±0.64 -0.31
(0.761)

1.45±0.51 -0.83
(0.408)

2.22±0.77 -1.90
(0.061)

1.69±0.59 0.32
(0.747)No job 3.90±0.52 1.53±0.42 2.40±0.40 1.65±0.58

Marital status Spouse 3.87±0.61 0.33
(0.744)

1.46±0.48 -0.33
(0.741)

2.27±0.73 0.93
(0.352)

1.66±0.59 -1.50
(0.136)No spouse 3.83±0.73 1.49±0.57 2.13±0.70 1.84±0.58

Income 
(10,000 won)

<200 3.97±0.61 1.48
(0.220)

1.50±0.50 1.02
(0.383)

2.23±0.74 0.73
(0.534)

1.62±0.51 0.47
(0.707)200-299 3.90±0.71 1.37±0.54 2.40±0.77 1.72±0.74

300-399 3.73±0.68 1.57±0.51 2.14±0.71 1.76±0.48
≥400 3.79±0.56 1.43±0.50 2.23±0.70 1.70±0.62

Perceived 
health state

Gooda 3.92±0.61 1.00
(0.370)

1.36±0.50 9.51
(<0.001)

a,b<c 2.24±0.74 0.26
(0.770)

1.62±0.49 1.07
(0.345)Moderateb 3.80±0.64 1.48±0.45 2.24±0.70 1.73±0.68

Poorc 3.98±0.62 1.92±0.44 2.25±0.73 1.77±0.50
Disease status Yes 3.88±0.77 0.21

(0.834)
1.53±0.47 1.23

(0.220)
2.34±0.69 1.19

(0.236)
1.59±0.63 -1.48

(0.141)No 3.86±0.54 1.43±0.50 2.21±0.74 1.72±0.56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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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

의 소통성이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터넷에서의 건

강정보추구행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건강관심도, 건강염려성

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정보추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통계량을 검토

하였다. 공차한계 값이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

Table 4. Correlation of health concern, health anxiety,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n=194)

Variables
Health 

concern
Health 
anxiety

Fear and 
belief in 
illness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Safety 
pursuit 

behavior 

Fear of 
death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Production 
activity

U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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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concern
Health anxiety 0.26**

(<0.001)
   Fear and belief in 

illness
0.20**
(0.005)

0.89**
(<0.001)

   Adaption disorder 
due to illness

-0.04
(0.583)

0.45**
(<0.001)

0.18*
(0.012)

   Safety pursuit 
behavior 

0.40**
(<0.001)

0.48**
(<0.001)

0.20**
(0.005)

0.12
(0.092)

   Fear of death 0.05
(0.496)

0.68**
(<0.001)

0.67**
(<0.001)

0.16*
(0.027)

-0.01
(0.854)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0.19**
(0.009)

0.17*
(0.020)

0.12
(0.106)

-0.04
(0.630)

0.28**
(<0.001)

0.06
(0.431)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0.21**
(0.004)

0.36**
(<0.001)

0.29**
(<0.001)

0.24**
(0.001)

0.21**
(0.004)

0.23**
(0.001)

0.14
(0.060)

   Production activity 0.19**
(0.007)

0.31**
(<0.001)

0.26**
(<0.001)

0.19**
(0.008)

0.18*
(0.011)

0.19*
(0.010)

0.11
(0.137)

0.92**
(<0.001)

   Use of community 0.11
(0.122)

0.30**
(<0.001)

0.25**
(<0.001)

0.20**
(0.006)

0.17*
(0.016)

0.16*
(0.024)

0.20**
(0.005)

0.81**
(<0.001)

0.64**
(<0.001)

   Information search 0.21**
(0.004)

0.33**
(<0.001)

0.26**
(<0.001)

0.23**
(0.001)

0.18*
(0.010)

0.24**
(0.001)

0.08
(0.269)

0.83**
(<0.001)

0.57**
(<0.001)

0.60**
(<0.001)

*p<0.05,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Variables
non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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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Tolerance VIF

(constant) 0.18 0.31 0.59 0.554 0.21 0.18 8.23 (<0.001)
Level of education: graduated school (ref. middle school) 0.68 0.22 0.34 3.12 0.002 0.37 2.74
Level of education: college (ref. middle school) 0.40 0.19 0.34 2.14 0.033 0.17 5.85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ref. middle school) 0.24 0.19 0.19 1.23 0.220 0.19 5.41
Health concern 0.12 0.07 0.12 1.77 0.079 0.89 1.12
Health anxiety 0.40 0.08 0.34 4.95 <0.001 0.91 1.10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0.05 0.05 0.07 0.97 0.332 0.94 1.07

SE, standard error; Adj., adjusted;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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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한다. 공차한계와 VIF 검토에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

다. 또한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 검증을 위해 Dubin-Watson의 통계

량을 확인하였다. Dubin-Watson의 값은 2.028로 나타나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의 문제는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인 결정계수가 0.18로 나타

났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의 총 변화량의 18.0%가 대

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학력

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에 의한 F통계량은 8.23 

(p< 0.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강염려성향(t= 4.95, p< 0.001)과 학력이었

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인 사람보다 대학 졸업(t=2.14, p= 0.033) 및 대학

원 이상의 학력(t=3.12, p = 0.002)인 사람이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만 40-65세 중소도시 거주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에 대한 관심, 건강염려성향 및 의료인과의 소통성 정도를 알아보고 

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중년기 성인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

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 성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87± 0.6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 

and Lee [26]의 건강관심도 3.86 ± 0.55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중년기 성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

년기는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관리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다양한 건강증진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시기[27]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중년남성보다 건강관심

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여성은 본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문제에도 

관심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이다. 건강관심도는 건강

염려성향,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 및 의료인과의 소통성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는 특히 건강염려성향 중 안전

추구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Kim [28]의 연구와 Yoon 

[29]의 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건강행위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건강행위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

하고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30] 각종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건강정보추

구행위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거

나 금연을 하는 등의 안전추구행동이 포함된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

심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자주 검색하여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건강정보를 찾아 자신의 질병치료에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

며 의료인과의 소통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 성인의 건강염려성향은 4점 만점에 1.46 ±

0.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Lee [2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 건강염려 성향이 높은 상위 25%의 그룹이 1.48점으로 나타난 점수

와 유사하고 Hong et al. [31]의 4점 척도의 다른 건강염려성향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중년기 성인의 건강염려성향이 1.0이었던 것보

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기 성인의 건강염려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중년기 성인은 노화의 시작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직장문제, 부부문제, 자녀 문제 등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

기이며 특히, 피로감, 갱년기 증상, 요통, 근육통 등의 근육계통 증상, 

손발의 냉감, 저림 등의 순환계 증상,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 계통 

증상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중년기 성인은 자

신의 건강에 대해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게 된다[32]. 건강염려성향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기 성인의 건강염려성향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4점 척도에서 중간보다는 낮은 점수여서 대상자를 

달리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건강염려증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염려증이 높

아진다는 연구[33]도 있어 본 연구에서 건강염려성향이 건강정보추구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건강염려성향은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건강

염려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질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

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건강염려성향은 의학적 평가

나 의사의 안심시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에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유무보다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건강염려성향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건강정보추구행위 중 건강정보를 생산하는 활

동이나 커뮤니티의 이용보다는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자주 검색하며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건강정보를 찾는 것과 같은 정보탐색활동의 행

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돌

아다니기도 하면서 의료인과의 소통성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정도이지만 정적상관관계로 조

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기 성인의 건강염려성향이 높

지 않아 의료인의 설명에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의료인과의 

소통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의료

인과의 소통성은 4점 만점에 2.24 ± 0.73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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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추구정도는 5점 만점에 1.68±  

0.59점으로 Lee et al. [17]의 연구에서 20-50대 성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정도인 2.29 ± 0.67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본 연구대상자는 40대 

이상으로 20대와 30대가 포함된 Lee et al. [17]의 연구보다 높은 연령층

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

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Lim and Cho [18]의 학력에 따라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 친구 등과 같은 구두 중심

의 매체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연구

와 같은 결과이다[34].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는 건강염려성향과 

건강관심도 순으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염려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신념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

의 총 변화량의 18.0%가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염려성향, 

의료인과의 소통성 및 학력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염려성

향이 높은 사람이 질병과 관련한 공포가 보호동기로 작용하여 인터넷

을 통한 건강정보를 많이 추구하고 또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

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35] 본 연구에서도 건강염려성향이 인

터넷 건강정보추구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염려성향이 건강정보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유해한 건강정보들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염려성향이 높

은 대상자들이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부정

확한 자가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

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이버콘드리아가 되지 않도록 유익한 건강정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추구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17]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는 인터넷 건강정보추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은 건강관심도는 높았으나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정도

가 높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여겨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정보추구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추

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기존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반해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선행연구들이 건강정보나 건강정보추구경로에 초점을 두었다면 건

강염려성향 및 건강관심도 등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염려성향 

및 의료인과의 소통성 정도를 알아보고 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

하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중년기 성인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염려성향은 인터넷 건

강정보추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건강염려성향이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건강염려성향과 인터넷 건강정보추구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가 많지 않아 다양한 대상자들에서 이들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

와 건강염려성향이 높은 대상자들이 건강한 건강정보를 선별할 수 있

도록 하는 중재방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의료인과

의 소통과정에서 일방향적이고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

을 때 대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추구한다는 연구결과[25]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과의 소통성이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추구정도가 높은 

대상에서 반복연구를 통해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의료인과의 소통성이 

동기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Kim et al. [36]

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진료의 질 향상과 치료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Lee et al. [4]은 적절하지 않은 건

강정보는 의료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며 나아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건강정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과의 소통성과 건강정보추구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건강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헬스리터러시, 인터넷 활용능력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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