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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30년에 전
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60년에
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hin, 2014). 특히 베이비 붐 세
대 (1953년 ~ 1963년 출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
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 규모가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당뇨, 암,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층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관심 증가 뿐 아니라 대중
매체에도 반영되어 최근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프로그램이 기획·제
작되고 있으며, 그 양도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종합
편성채널 출범이후 건강정보프로그램 수는 더 증가하였다. 예를 들
면, KBS1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로병사’, KBS2에서는 ‘비타
민’, ‘생생정보통’, ‘건강혁명’, SBS에서는 ‘백세 건강시대’, JTBC에서는
‘레전드 오브 닥터스’, ‘닥터의 승부’, ‘슈퍼맨을 만나다’, ‘건강의 품격’,
‘건강콘서트-100세의 비밀’, ‘에브리바디’, TV조선에서는 ‘홍혜걸의 닥
터콘서트’,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플러스’, ‘만물상’, MBN에서는
‘천기누설’, ‘황금알’, ‘알토란’, ‘엄지의 제왕’, 채널A에서는 ‘나는 몸신
이다’,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EBS에서는 ‘건강한 아침’, ‘명의’, ‘장
수가족 건강의 비밀’, ‘우리 몸 X 파일’ 등의 건강정보프로그램이 방
송되었다. 프로그램의 수 자체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반복해서 재방송하고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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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후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정보프로그램 노출은 상당히 증가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찾는 노인들이 점
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Jung, Kang, Suk & Kim, 2011; Yoo, Jang &
Ban, 2003), 소수의 노인들만이 실제 건강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iller & Bell, 2012), 아직 까지 TV
와 같은 대중매체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경로이다(최믿음, 서필교, 최명일, 백혜진, 2014; Brink,
2000; Jeong, & Lee, 2017; Paek, Choi, & Hove, 2017). 대한의사협회의
2007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공중파 TV(54.9%)
를 주요 건강정보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7). 특히,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인
60세 이상 노인 역시 대중매체, 그중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평상시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수,
조희숙, & 이혜진, 2010; Kim et al., 2009).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건
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많고,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는데 동의하
였다.
건강정보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텔레비전은 대중매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점 척도로 측정한 건강 정보 신뢰도 조사에서 지상파 TV에서 제공
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3.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케이블
TV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3.46으로 지상파 TV 다
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2).
텔레비전은 이처럼 대중매체 가운데 노인들에게 주요 건강정보원
역할을 하며,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
나, 한편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 과장, 왜곡 등의 문제
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어 왔다(Kim, 1999; Kim, 1996; K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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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노인의 TV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TV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오락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건강정보
전달에 소홀해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박선희, 장혜정 & 권영대, 2003).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진의 수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오락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건강관련 정보를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지나친 오락성을 띤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지식 획득, 그리고 건강정보 실천에 까
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세은 & 정성은,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프로그램 수와 방송 횟수가 늘어난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이용행태, 즉 시청빈도와 시청방
식, 시청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건강 프로그램의 시청이
노인들의 건강 관련 태도, 관심, 지식,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건강정보원으로서의 TV
TV의 등장이후 TV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커뮤니케
이션 학자들의 중요한 연구주제였다(Bryant & Oliver, 2009). 문화지표
연구를 진행했던 조지 거브너의 경우 TV의 콘텐츠에 장시간 노출
된 시청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표현되는 개념, 가치,
행위의 배양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1). 건강 관련 수많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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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개인 및 공중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는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의 관심을 끌어 왔다(박동진 & 이진우,
2010). 의료 관련 TV 드라마의 경우 시청자의 건강 관련 지식, 인식,
실천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많은 연구에
서 밝혀지고 있다(Hoffman, Shensa, Wessel, Hoffman & Primack, 2017).
호프먼과 동료들이 19개의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의 11%에서 의료 드라마의 시청이 수용자들의
건강관련 지식, 인식 그리고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긍정적 영향은 전체 연구의 32%에서,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혼재된 영향력을 보여준 연구는 전체의 58%였다(Hoffman et al., 2017).
최근에는 의료 드라마나 TV 콘텐츠를 이용한 건강 교육의 효과가 또
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Kill & King, 1983; Primack,
Wickett, Kraemer, & Zickmund, 2010).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비디
오 영상을 통해 건강교육 효과를 연구했던 프리맥과 동료들은 학생
들이 정확한 건강정보를 획득하는데 영상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Primack et al., 2010). TV 드라마나 영상 외
에도 TV광고와 오락 프로그램, 뉴스 보도의 건강 관련 메시지가
개인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의 중심과제였다(Backer, Rogers, &
Sopory, 1992; Brown & Walsh-Childers, 2002; Bryant & Thompson, 2002).
그러나 의료 서비스나 건강정보를 다룬 TV드라마나 뉴스 등의 효
과 연구에 비해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건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2) TV 건강정보와 건강정보 실천의 관계 - 지식, 태도, 실천의 관계
대중 매체를 이용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학습은 개인들의 건
강 관련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2004). 대중 매체로부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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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된 건강에 대한 위험과 이익에 대한 지식은 건강 관련 행동 변화
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행동 변화(건강 실천)를 가져 오기
힘들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대중 매체의 건강정보는
개인의 자아효능감(자신의 건강 습관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에 대
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는 개인의 건강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 2004). 국내 성인남여 300명을 대상으로 TV 건강프로그램의
자아효능감과 건강증진 행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효능
감은 시청경험(시청빈도)과 건강증진행동을 매개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건강증진행동을 위해서는 건강효능감을 높일 수 있
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권영학 외, 2014). TV건강프로그램의 시청
빈도는 건강증진실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으
로도 운동관련 건강효능감을 증가시켜 건강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었다(권영학 외, 2014; 박선희, 장혜정, 권영대, 2003;
Lee & Park, 2011).
개인의 건강행위를 의도된 혹은 계획된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태도와 행위의 관계에
주목한다(Ajzen & Fishbein, 1980), 개인의 건강 관련 행위를 설명하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근거로 태도와 특정 건강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Godin & Kok, 1996). 건강정보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역시 시청자의 건강 실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신뢰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함은 물론 건강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영학 외, 2014; 박선
희, 장혜정, 권영대, 2003; Lee & Park, 2011).
TV건강오락 프로그램에서 화자의 유머 사용이 건강 실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한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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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2012)의 연구는 화자의 유머사용이 시청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도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화자의 유머 사용은 주의집중과 화자에 대한 친근감을 증가시켜 정
보기억, 인식변화 그리고 건강 실천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유머의 사용이 만드는 수용자의 유쾌함 증가는 정보기억,
인식변화, 또는 실천의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정보 전달에 있어서 지나친 유머의 사용이 건강정보
실천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과 TV, 건강정보 이용과 실천
TV시청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가장 절대적인 활동이
라 할 수 있다(김영주 & 정재민, 2006; 박주연, 2013; 안임준 외,
2009; 이은택, 2011). 통계청(2015)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
의 TV시청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TV보기에 평균
3시간 48분을 사용하였다. 서울시가 최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여가 활동 시간이 하루 평균 7.2시
간인데 이 중 TV시청이 3.8시간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윤정, 2016). 농촌과 도서지역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TV
시청은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이다(김영란, 이수애, & 권구영, 2010).
노인층의 TV시청양은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과 개인의 성별, 연
령, 경제적 수준 및 사회의 노인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차
이에 기인한다(송진, 2012; 통계청, 2015; Williams & Nussbaum, 2013).

∼

노인들의 평균 TV 시청 시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 69세가 3

∼

∼

시간 18분, 70 74세가 3시간 38분, 75 79세가 4시간 4분, 80세 이상
이 4시간 37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TV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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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또한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각과 청각이 쇠약해지는 노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텔레비전 매체에 대
해 점점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Hong, 2013). 따라서 텔레비전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로
여겨진다.
노인들의 TV시청과 선호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박주
연(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른 아침과 오전시간대 보
도 및 교양 장르의 중요한 시청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보도 교양, 시사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시청자군
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상에서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건
강문제이기 때문에(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건강정보 프로그램 장르
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시청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미혜와 유경(1996)의 연구에 따르면, TV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정보 전달의 미디어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노인들 역시 평상시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은 대중매체이며, 대중매체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Kim et al., 2009).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 역시 성별과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의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어 건강정보 제공경
로 매체로서 TV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구슬 외, 2016).
그러나 TV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시청이 노인의 건강행위 실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그 결과 또한 다소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대중매체노인들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시
청행태, 건강행위 실천의 관계를 조사한 이현정과 박재용(2011) 연구
는 노인들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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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건강행위 실천이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40
대 이상의 중, 노년기 여성의 TV 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과 건강행
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어현주와 이해정(2015)의 연구는 중, 노년기
여성들이 TV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경향
은 있으나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며 TV 건강정보 프
로그램의 시청보다는 실제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참여가 중요함을 제
시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태도, 관심, 지식 등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노인들의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행위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관련 지
식획득 등을 살피고 결과적으로 이 요인들이 획득한 건강정보를 실
천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노인들은 얼마나 자주 TV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하
는가(시청빈도)?
연구문제 2. 노인들은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TV건강정보프로그램이
있는가(시청방식)?
연구문제 3. 노인들의 TV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노인들의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은 건강정보에 대
한 태도, 관심, 지식,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노인들의 건강정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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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건강정보 프로
그램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 시청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획득한
지식 등이 건강정보 실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패널을 활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패널 서베이 참여자들은 본 조사에 앞서 연구에 대한 사
전고지를 읽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
답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
고, 통계적인 분석목적에만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응답을 꺼려할 부분은 사전에 제외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시청빈도, 시청방식, 시청이유
노인들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빈도는 ‘시청하지 않음’,
‘1주일에 1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6회’, ‘매일’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시청방식은 우연히 채널을 돌
리다가 보게 되는지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의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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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시청이유는 선행연구(박선희, 장혜
정, 권영대, 2003)를 바탕으로 ‘재미있어서’,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주변의 권유로
본다’, ‘기타 이유’로 항목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노인들의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는 박선희, 장혜정, 권
영대 (2003)의 도구를 참조하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
성, 다양성, 신뢰성, 용이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6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건강프로
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건강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해하기가 쉽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믿을만하다’가
측정문항으로 사용되었다.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측정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7 이었다.
(3)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노인들이 프로그램 시청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정보의 중요성 자각여부, 건강 및 식
생활 등의 관심 여부 등을 묻는 내용으로 총 3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건
강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건강프로그램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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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가 측정문항으로 사용되었다.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측정 신뢰도
(Cronbach's α)는 .767 이었다.
(4)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에 따른 건강 관련 지식 획득
노인들이 프로그램 시청이후 향상된 지식과 관련된 행위 등을 알
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
해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프로그램 시청 후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건강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정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주위 사
람들에게 알려 준다’가 측정문항으로 사용되었다. TV 건강정보프로그
램 시청에 따른 건강 관련 지식 획득의 측정 신뢰도(Cronbach's α)는
.646로 다소 낮았지만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5) 건강정보 실천행위
노인들이 TV 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 후 얻은 건강정보를 실천하
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선행연구(박선희, 장혜정, 권영대, 2003)에
서 사용한 건강정보 실천행위 측정항목을 인용하였다. 건강정보 실천
행위는 단일 문항으로 ‘시청은 하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메모만
한다’, ‘관심있는 것만 일부 실천한다’, ‘실행가능한 것만 실천한다’,
‘무조건 실천한다’의 항목 중 선택하게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인 응답자들의 일반적 속성과 프로그램 시청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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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방식, 실천행위 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 지식과 더불어 시
청빈도, 시청방식 등이 실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
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속성
조사에 응답한 200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115
명(57.5%) 이었고 그 외 지역이 85명(42.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03명(51.5%), 여자는 97명(48.5%)이었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64세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170명, 85%)이 기혼
상태였고,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186명, 93%),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174명, 98%).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7.5%(15명)였고,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가 각각 대략 21%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1>.

2) 연구결과1: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빈도
∼

조사대상 대부분(80%)의 노인이 1주일에 1회 3회 정도 TV 건강정
보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좀

∼

더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48.5%가 1주일에 2 3

∼

회 시청하고 있으며, 1주일에 4 6회 또는 매일 시청하는 여자 응답자

∼

도 9.3%에 달했다. 남자는 응답자의 41.7%가 1주일에 2 3회, 1주일에

∼

∼

2 3회, 4 6회, 혹은 매일 시청하는 응답자는 3.9%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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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성별
남자

103 (51.5)

여자

97 (48.5)

결혼여부
기혼

170 (85.0)

사별

22 (11.0)

이혼

8 (4)

동거상황
혼자서

14 (7)

배우자와 둘이서

84 (42)

자녀와 함께

102 (51)

교육수준
무학

2 (1)

초졸

8 (4)

중졸

16 (8)

고졸

78 (39)

대졸 이상

96 (48)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10,000원)
< 50
50~100

8 (4)

100~200

43 (21.5)

200~300

42 (21.0)

300~400

43 (21.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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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빈도

3) 연구결과2: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방식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은 우연히 시청한다(45%)는 응답자가 가

∼

장 많았으나, 고정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1 2개 있다는 응답자가

∼

37.0%, 3 4개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시청한다는 응답자가 7.5%, 거의

그림 2.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방식
53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16권 1호 (2017년 7월)
모든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응답자가 3.5%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48%)가 고정으로 1개 이상의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4) 연구결과3: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이유
노인들이 TV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로는 ‘건강정보 획
득(5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32.5%)’이 많
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본다는 응답은 6%, 재미있어서 본다는 응
답은 4.5%에 불과해 노인들이 상당히 능동적/적극적인 프로그램 시청
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3.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이유

5) 연구결과4-1: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은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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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긍정적인 태도(M=3.68)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
강정보의 개인적 건강관리 유용성과 정보의 다양성, 즉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M=3.80,
SD=.52), 건강 정보가 매우 다양하다(M=3.80, SD=.61)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실생활 유용성(M=3.76, SD=
.59), 건강정보의 용이성(M=3.70, SD=.66)과 신뢰성(M=3.69, SD=.59)
또한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정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다
른 태도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M=3.21, SD=.67).

6) 연구결과4-2: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에 대한 관심
응답자들은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과 식생활 등에 대
해 보다 많은 관심이 생겼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였다(M=3.73). 건
강정보 프로그램 시청 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M=3.76, SD=.61), 건강
에 대한 관심(M=3.72, SD=.60), 건강 정보 중요성 인식(M=3.70,
SD=.64)이 높게 나타났다.

7) 연구결과4-3: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관련 지식 획득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관련 지식이 향상됐다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하였으며(M=3.60), 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정보에 대한 지
식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3.75, SD=
.59). 건강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거나(M=3.66, SD=.71), 관
심 있는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M=3.39, SD=.65)는 응
답자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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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결과4-4: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정보 실천
노인응답자들은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얻은 건강정보 실천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것만 일부 실천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
으며, ‘실행가능한 것만 일부 실천한다’는 응답도 40.5%로 많아, 응답
자의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시청에서 얻은 건강정보를 실천하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실천한다’는 응답도 5.0%
였으며, 시청은 하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5%에 불
과해 대부분이 프로그램 시청 후 어떤 식으로든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TV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건강정보 실천

9) 연구결과5: 건강정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정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
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군이 건강프로그램에서
획득한 건강정보를 실천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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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각 모델이 노인들의 건강정보실천행위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 그 변화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표 2>. 건강정보실천행
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R2=.034)이 텔레비
전 시청행위변인을 추가하였을 경우 설명력(change R2= .051)이 증
가하였고, 여기에 건강정보추구경향 항목을 추가한 경우 설명력
(change R2=.069)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
강정보실천행위에 인구사회학적 변인, 텔레비전 시청행위 변인과 더
불어 건강정보추구경향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성별

.111

.089

.064

연령

.090

.080

.078

교육

*

.146

*

.129

.135*

소득

.098

.091

.033

시청빈도

.072

.030

시청방식

*

.122

.091

TV

시청동기(재미)

-.035

.023

시청행위

시청동기(관심)

.112

.166

시청동기(정보)

.084

.143

시청동기(이유없음)

-.039

.013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탐색경향

태도

-.096

건강에 대한 관심

.254**

건강 지식
2

수정된 R

.120
**

.034

**

.051

.069**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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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
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2000년 고령자 비율
이 7.2%였는데, 2010년에는 11.4%, 2013년에는 12.2%로 급속하게 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 진
료비 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은 88.5%에 달하며, 노인
평균 2.5개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s Korea,
2013). 이에 노인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를 통한 질
병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인들에게 필
요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각과 청각이 쇠약해지는 노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텔레비전 매체에 대해 점점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Hong, 2013). 텔레비전은 또한 본 연구
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듯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로 여겨지며, 향후 많은 후속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각종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살펴, 이것이 궁극적으로 건강
정보를 실천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난 만큼 노인 응답자 대부분이 1주일
에 적어도 1번에서 3번 정도 건강정보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노인
들의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경험과 높은 시청빈도는 높은
건강행위 실천과 관계가 있으므로(박선희, 장혜정, 권영대, 2003;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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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2011),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정확성, 공정성, 과장 왜곡에
대한 우려 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Kim, 1999; Kim, 1996; Ko et. al.,
2004)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높은 시청빈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채널을 돌
리다 우연히 본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많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노인
들이 고정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다고 응답했
다는 것은, 노인들이 텔레비전 건강정보프로그램을 건강관련 정보의
주요 경로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는 이전 연구결과(Kim et al., 2009)와도 일치한다.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시청방식은 그들의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이유에서도 나타나는데, 절반이 넘는 노인 응
답자들이 건강정보프로그램을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시청하고 있었
으며, 이유 없이 시청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은 건강정
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학습)’ 동기는 이미 밝혀진 노인들의 일반적
인 텔레비전 시청의 가장 주된 동기와 같은 것이다(Rubin & Rubin,
1982). 텔레비전 시청 동기가 ‘학습’인 경우 텔레비전의 내용을 현실
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Jung & Kim, 2007)대로, 노인
들이 건강정보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실천행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여전히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겼으며,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
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립암센터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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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Park, 2012), 대인 채널을 통한 건강정보의 신뢰도 가운데 종합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5점 만점에 4.2), 종
합병원의사들을 패널로 등장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신
뢰도를 보였다는 점은 종합편성채널 개국 이후 늘어난 건강정보프로
그램 수 또는 방송횟수와 건강정보프로그램의 과도한 오락성으로 인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도가 높다(박선
희, 장혜정, 권영대, 2003; Lee & Park,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시청자의 건강행위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시청자들의 건강정
보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에 대해서
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 정보
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데에도 동의를 하고 있었다. 박선희,
장혜정, 권영대(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들은 TV 건강
정보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더라도,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오락
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건강정보 전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데 대
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와 더불어 사회적인 우려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신현영, 2016). 이와 같은 점들
을 고려하여 향후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좀 더 신중해야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으며 건강과 관련한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데에 동의
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시청 후 건강정보
추구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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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 대부분이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획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텔레비전 매
체가 노인들에 대한 건강정보 전달 및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텔레비전 건강정보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변인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해당 변인(군)의 설명
력을 검증하는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들의 건강정보
실천행위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과, 시청빈도, 시청방식, 다양한 시청동기(재미, 관심, 정보) 등의
텔레비전 시청행위(5.1%),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
시청 후 생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등의 건강정보 추구행위
(6.9%)행위선택의 세 가지 변인 군으로 점진적으로 설명력이 증가하
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정보실천행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텔레비전 시청행위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관심, 지식 등
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는데, 노인들은 건
강정보프로그램 시청 후 획득한 정보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60%이상의 응답자가 실천을 잘 하
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박선희, 장혜정 & 권영대, 2003; 어현주 &
이해정, 2015). 즉 긍정적 태도가 높은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현재 방송되는 건강정보프로그
램들이 오락적인 요소들을 가미해 노인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
고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청자들의 건강정보
실천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세은 &
정성은, 2012). 아울러 시청자들의 건강정보 품질에 대한 인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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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 정보 이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보
의 전문성 강화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상업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오대영, & 최믿음, 2016; 정재하, 2016).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인들 역시 TV 건강정보프로그램
들을 자신들의 주요 건강정보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건강정보프로그램 시청행위는
건강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된 건
강정보를 실천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건강정보의 실천은 TV를 통한 건강정보전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주요 건
강정보원으로서 TV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대
표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인층의 대부분이
아직 정보화 수준이 낮고 실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학력과 소득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노인층 대상 연구의 어려움을 고
려해 볼 때 탐색적 연구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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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Person’s TV Health Information Program
Viewing and The Practice of Hea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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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TV health
information program on older person’s attitude, health interest, health
knowledge and the practice of health behavior.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included 200 people over the age of 60. Data was collected using
online survey for a month of April, 2013. Most of the respondents watched
TV health information programs on a regular base. The old turned out to
watch health program for health knowledge rather than for fun. The old
tried to practice health knowledge gained from the TV progra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old's attitude to the health
program, health interest, and knowledge as well as their socio-economic
factors and TV viewing behaviors had meaningful influence on their health
information practices. Television media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as
health information source to the old in an aging society.
Key words : Older person, TV health information program, practice of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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