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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와 경로별 인식 및 활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예비고령층 200명, 고령층 20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MINITAB17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 대상군의 건강정보 획득경로는 전문의료인을 통한 획득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한 획득 빈도는 예비고령층이 높았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은 고령층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경로
별 건강정보 활용내용은 예비고령층이 건강검진 및 예방에 집중한 반면, 고령층은 예방뿐만 아니라 질환치료 등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였다. 획득된 건강정보에 대해 두 군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본 연구결
과를 통하여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경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자가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연령적 특성과 경로별 
활용 건강정보 영역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건강정보, 보건의료, 자가건강관리, 예비고령층, 고령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by acquisition channels for preliminary and elderly people. For the survey data of 200 people aged 55 
to 64 and 200 seniors aged 65 or older, the chi-square test and Fisher's precision test were performed 
using MINITAB17. Although the two age groups were similar in obtaining health information through 
health professionals, preliminary elderly were more likely to obtain health information through mass 
media and Internet sites. In particular, the collection of health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sites was 
more than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elderly. While the preliminary people focused on 
searching the information on the health care and prevention, older people explore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health, including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through each channel. Both groups 
showed positive recognition about the acquired health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ll channels, including internet sites, can be usefully used in the delivery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the elderly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onsider age characteristics and 
health information utilized by each channel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s for the 
improvement of self-health management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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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1]. 무엇보다 2020년부터는 전
체 인구의 14.3%(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고
령층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으
로 진입을 시작하면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인구 고령화 현
상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적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
지만 고령층 인구의 급증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과 의료비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지속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은 고령사회 정책에 주요
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2], 전체 진료
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41.4%를 차지하였고, 해마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이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년기가 장기화 되고, 절대 인구층
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고령층으로의 유입이 사회경
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 예측되면서 고령층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있어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3-5].

최근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의 수단으로 높은 경제
적 합리성과 효용성의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잠재
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이 평가되면서, 정보화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6-10].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높아진 정보 접근성으로 전문 의료인
을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 모바일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하
여 건강과 관련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되었으며[11], 
나아가 건강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획득된 정보를 
자기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소
비자가 증가하고 있다[12].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는 고령층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정보이용이 실
제 노인건강과 삶의 질의 밀접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13-14].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서 인식돼 왔던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 보
급 증대,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의 수년간 노
력으로 2016년 50대 94.9%, 60대 74.5%를 차지하였던 
인터넷 이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50대 
99.8%, 60대도 91.5%에 도달하였으며,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고령층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15]. 그러나,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이 높은것에 반해, 디지털 정보화 역량수준은 50대가 
95.1%, 60대가 59.8% 70대이상은 14.9%로, 정보를 활
용하는 수준은 연령 간 큰 차이를 보였다[16]. 

이미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한 다양한 정
보획득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인 예비고령층
은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현재의 고
령층과는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지위를 가지
며 추구하는 삶의 가치 및 수준이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평가되며[15, 17-18], 이들이 고령층이 되어 자기건강관
리를 위하여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함에 기존의 고령
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예비고령층의 고령층으로의 진입이 시작됨에 따라 노
후의 효율적 건강증진 및 관리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고령세대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나 변화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18], 나아가 노
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고령인구
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강하고 질적인 노후생활
을 위한 전략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분화 되어 재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의 건강정보를 추구하
는 행위는 실생활에서 실제 건강증진 실천행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바[11, 19-20], 고령자들의 정보획득 
특성과 획득한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이 실제 자기 건강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포괄적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효율적인 건강정책 마련에 기초적인 
작업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고령층과 기존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 및 활용실태를 고찰하여 자가건강관리의 방향
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건강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적 방
향을 도출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건
강정보 접근경로의 활성화, 정보제공유형에 따른 효과적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예비고령층과 현재 고령층의 비교를 통해 
고령층의 차별적 특성을 발견하여 장기화된 노년기에 있
어 고령층 건강관리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에 목
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별 주요 획득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경로별 획득한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다. 

셋째, 획득한 건강정보와 활용태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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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과 활용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조
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스마트기기
를 사용할 줄 아는 55세～64세의 예비고령층과 65세 이
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면조사 진행을 위하
여, 연구팀, 조사기관의 담당자, 참여조사원은 사전회의
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면서 조사
원이 설문지의 문항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 보호를 위한 안내 내용을 확인
하였는데, 조사원이 대면조사를 시행하기 전 연구의 목
적, 설문 문항 수와 소요시간,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더
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도록 교육하였다. 55
세∼64세 209명, 65세 이상 210명이 모집되었으며, 이
후 조사 검증 과정을 거쳐 적절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
고, 55세∼64세 200명, 65세 이상 200명의 응답결과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

별 인식과 활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작성 시 
대상자의 연령군을 고려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수입, 주택소
유 여부,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진단받은 질병 유무의 
7문항을 이용하였다. 건강정보 획득경로는 자기의 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대면식 
정보획득방법으로 판단되는 전문의료인, 대중매체 이용
도가 월등히 높은 고령층이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접한
다고 판단되는 TV,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휴대폰
이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의 3개 경로로 유형화
하였다[15, 20-22]. 건강정보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건
강정보 내용으로는 운동, 절주, 금연, 비만관리 등을 포
함하는 건강증진행위,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 
복용이나 건강보조기구 사용, 특정질병 및 의학적 증상, 
처방 약 또는 일반의약품 정보, 진단 및 검사내용, 수술

이나 항암치료 등의 치료방법, 대체의학 및 민간요법이
용의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4, 23]. 건강정보
에 대한 인식은 정우식 등[23]이 개발한 인터넷 건강정보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본 연구자들이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 구
체적이며 최신의 정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건강관
리 도움정도의 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정보 획득경로에 따른 
건강정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연구도구는 의료정보학, 통계학, 디지털헬스케어, 간
호학, 복지학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MINITAB 17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

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건강정보 획득내용 및 획득한 건
강정보에 대한 인식과 활용태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예비고령층은 69.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으며, 월수입은 300~399만원이 50.0%로 가장 많
았고, 80.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
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
(22%)보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39.5%)이 높게 나타
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
업이 62.5%,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 47.5% 로 가장 많
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
다고 느끼는 비율(25.5%) 보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
(40.0%)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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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55-64 
(n=200)

65+  
(n=200)

Gender
Male 100(50.0) 100(50.0)

Female 100(50.0) 100(50.0)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s 4(2.0) 39(19.5)

High school 
graduates 58(29.0) 125(62.5)
≧ College 138(69.0) 36(18.0)

House-
hold Income
(10,000won)

＜200 59(19.5) 95(47.5)
200-299 41(20.5) 45(22.5)
300-399 100(50.0) 60(30.0

≧400  48(24.0) 19(9.5)

Home-
owning

Yes 161(80.5) 191(95.5)
No 39(19.5) 9(4.5)

Job
Employed 96(48.0) 48(24.0)

Self-employed 22(11.0) 56(28.0)
None 82(41.0) 96(48.0)

Perceived 
health state

Good 79(39.5) 80(40.0)
Normal 77(38.5) 69(34.5)

Bad 44(22.0) 51(25.5)

Diagnosed 
disease

Yes 100(50.0) 112(56.0)
No 100(50.0) 88(44.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00)

3.2 대상군별 건강정보 획득경로
연령에 따른 건강정보 획득경로는 Table 2와 같다. 

예비고령층의 경우 대중매체(90.0%)를 이용한 건강정보
획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전문의료인(73.0%), 인
터넷 사이트(42.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
우 전문의료인(80.0%)을 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대중매체(78.0%), 인터넷 사이트(9.5%) 순이었다.

두 군간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중
매체(=9.84, p=.002)와 인터넷 사이트(
=55.25, p<.001)는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의료인을 제외한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비고령층이 건강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의 경우 
예비고령층의 90.0%가 이용한 반면 고령층은 78.0%
가 이용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획득
에 있어서도 예비고령층이 43.0%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령층(9.5%)의 비율보다 4배정도 높았다. 

Channels Use 55-64
(n=200) 

65+
(n=200)  p

Mass media Yes
No

180(90.0)
20(10.0)

156(78.0)
44(22.0) 9.84 .002

Health 
professionals

Yes
No

146(73.0)
54(27.0)

160(80.0)
40(20.0) 2.35 .125

Internet site Yes
No

84(42.0)
116(58.0)

19(9.5)
181(90.5) 55.25 .001

Table 2.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channels by age 
group                                    (N=400)

3.3 대상군별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건강정보 내용 
연령군별 건강정보획득경로에 따라 얻는 건강정보내

용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중매체의 경우 건강검진
(=10.09, p=.002), 건강식품복용 및 건강보조기
구 사용(=54.10, p<.001), 특정질병 및 의학적 
문제(=34.10, p<.001), 의약품 정보(=30.00, 
p<.001), 진단 및 검사내용(=16.08, p<.001), 치
료방법(=22.20, p<.001), 대체의학 또는 민간요
법(=49.90, p<.001)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예비고령층보다 모든 항목에
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의료인을 통한 건강정보 내용의 경우, 건강검진
(=5.11, p=.024), 건강식품복용 및 건강보조기구 
사용(=32.70, p<.001), 특정질병 및 의학적 문제(
=61.15, p<.001), 처방약 및 의약품 정보(=65.35, 
p<.001), 진단 및 검사내용(=33.31, p<.001), 치
료방법(=29.87, p<.001), 대체의학 또는 민간요
법(=11.46, p<.001)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고,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얻는 건강정보내용 중 고령
층이 건강증진행위를 제외한 모든 건강정보 항목들을 
예비고령층보다 더 많이 탐색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 의한 건강정보 내용은 건강증진행위
(=9.03, p=.003), 특정질병 및 의학적 문제
(p<.001), 치료방법(p=.010)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건강증진행위의 경우 예비고령층 (71.4%)의 
이용이 고령층(31.5%)보다 높았으나, 특정질병 및 의
학적 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은 고령층(57.9%)이 예비
고령층(8.3%)보다 높았다. 

경로별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비율과는 별개로, 예비고
령층은 건강증진행위나 건강검진과 관련한 정보탐색을 
주로 한 반면, 고령층은 각각의 경로들을 통하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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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들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tents Mass Media (n=336) Health Professional (n=306) Internet site (n=103)
55-64 

(n=180)
65+

(n=156)  /p 55-64 
(n=146)

65+
(n=160)  /p 55-64 

(n=84)
65+

(n=19)  /p
Health promotion 
behavior 135(75.0) 126(80.8) 1.29/.256 91(62.3) 91(56.7) 0.73/.393 60(71.4) 6(31.6) 9.03/.003
Medical checkup 67(37.2) 86(55.1) 10.09/.002 56(38.4) 83(51.9) 5.11/.024 30(35.7) 6(31.6) 0.01/.940
Consumption of health 
supplement & health 
aids

33(18.3) 90(57.7) 54.10/<.001 9(6.2) 53(33.1) 32.70/<.001 9(10.7) 3(15.8)  .691⍏

Diseases &  medical 
problems 10(5.6) 47(30.1) 34.10/<.001 1(0.7) 59(36.9) 61.15/<.001 7(8.3) 11(57.9)   <.001⍏

Information of 
prescription & drugs 4(2.2) 34(21.8) 30.00/<.001 1(0.7) 62(38.8) 65.35/<.001 6(7.1) 2(10.5)  .638⍏

Diagnosis & checkup 
treatment 4(2.2) 23(14.7) 16.08/<.001 1(0.7) 37(23.1) 33.31/<.001 5(6.0) 1(5.3)  1.000⍏

Treatment methods 4(2.2) 28(18.0) 22.20/<.001 1(0.7) 34(21.3) 29.87/<.001 4(4.8) 5(26.3)  .010⍏

Use of alternative 
medicine 4(2.2) 48(30.8) 49.90/<.001 0(0.0) 14(8.8) 11.46/<.001 2(2.4) 1(5.3)  .461⍏

⍏Fisher’s exact test

Table 3.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btaining health information by age group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channels 

Mass Media (n=336) Health Professional (n=306) Internet site (n=103)⍏

55-64  
(n=180)

65+
(n=156)  /p 55-64 

(n=146)
65+

(n=160)  /p 55-64 
(n=84)

65+
(n=19) p

Reliable
 /Accurate 135(75.0) 136(87.2) 7.18/.007 132(90.4) 154(96.3) 3.36/.067 66(78.57) 17(89.47)   .353

Specific
 /Up to date 127(70.6) 113(72.4) 0.07/.795 122(83.6) 132(82.5) 0.01/.925 64(76.19) 15(78.95)   1.000

Understandable 145(80.6) 134(85.9) 1.340/.248 128(87.7) 155(96.9) 8.03/.005 68(80.95) 13(68.42)   .231
Practically helpful 142(78.9) 138(88.5) 4.85/.028 133(91.1) 154(96.3) 2.65/.103 70(83.33) 18(94.74)   .293
⍏Fisher’s exact test

Table 4.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health information by age group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channels 

Mass Media (n=336) Health Professional (n=306) Internet site (n=103)
55-64  

(n=180)
65+

(n=156)  /p 55-64 
(n=146)

65+
(n=160)  /p 55-64 

(n=84)
65+

(n=19)  /p
Health promotion 
behavior 137(76.1) 110(70.5) 1.07/.303 101(69.2) 99(61.9) 1.49/.222 71(84.5) 7(36.8)   <.001⍏

Medical checkup 74(41.1) 76(48.7) 1.66/.198 68(46.6) 105(65.6) 10.51/.001 44(52.4) 6(31.6)   .130⍏

Consumption of 
health supplement & 
health aids

41(22.8) 61(39.1) 9.78/.002 20(13.7) 40(25.0) 5.49/.019 15(17.9) 13(68.4) 17.54/<.001

Use of alternative 
medicine 17(9.4) 48(30.8) 23.01/<.001 3(2.1) 6(3.8) 0.29/.595 6(7.1) 0(0.0)   .590⍏

⍏Fisher’s exact test

Table 5. Differences in utilization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health information channels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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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군별 건강정보에 대한 인식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획득한 정보에 대한 예비고령층

과 고령층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예비
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인식을 살펴 본 
결과 두 군 모두 대중매체, 전문의료인, 인터넷 사이트로
부터 얻는 건강정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
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7.18, p=.007), 건강관
리에 도움(=4.85, p=.028)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문 의료인에게 획득한 정보
의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55.25, p<.001)만 
유의미 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 대상군별 건강정보의 활용
건강정보 경로별 획득한 정보에 따른 실천 및 활용태

도에 대한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차이는 Table 5와 같
다. 대중매체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복용 및 건강보조기
구 사용(=9.78, p=.002), 대체의학치료(
=23.01, p<.001)에, 전문의료인의 경우 정기적인 건
강검진(=10.51, p=.001), 건강보조식품복용 및 
건강보조기구 사용,(=5.49, p=.019),  인터넷 사
이트에 경우 금연, 절주, 비만관리, 운동 등 건강증진
행위(p<.001), 건강보조식품 복용 및 건강보조기구 
사용(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결론 및 논의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획득 도구들

의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라 방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
둔 우리나라의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직면
하게 될 다양한 문제해결에 있어 높은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24]. 디지털기기 활
용을 통해 건강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높은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다 능숙한 미래 고령인
구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건강정보 이용과 활용을 이끌
어 내는 것은 노후건강정책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25].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인 예비고령층과 기존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 및 활용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
후 건강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향을 도출함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고령층과 고령층의 건강정보 획득경로를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에 의한 건강정보 획득이 예비고령층에서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에서도 78%로, 
전문의료인(80.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고령층의 일상생활에서의 높은 TV시청률과 연관지
어 이해할 수 있으며[21], 고령층은 언론매체를 통해 건
강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4, 20]. 전문의료인에 의한 건강정보 획득
은 연령군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질병이 확인되는 
순간 연령에 상관없이 치료과정 중에는 전문의료인이 가
장 주요한 정보획득원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비율은 두 연령군 모두 
다른 경로에 비해 낮았지만, 고령층보다 예비고령층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비율이 4배 이상 높
았다. 이는 디지털 활용에 능숙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반
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16], 50대뿐만 아니라 6·70대의 
디지털정보화 접근성은 높지만 디지털 정보화 역량수준
이 50대가 95.1% 인데 반하여 60대는 59.8%, 70대 이상 
14.9%로, 정보화 역량은 연령 간 큰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
과를 뒷받침한다.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획득하는 건강정보 내용을 살펴
보면, 예비고령층과 고령층 모두 대중매체와 전문의료인
으로부터 건강증진행위, 정기적인 건강검진 순으로 건강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강증진
행위를 제외한 모든 내용에서 연령군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바와 같이 고령층은 대중매체와 전문의료인에게
서 건강과 관련한 포괄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예비고령층은 자기건강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해서 획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보다 자기건
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예비고령층의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
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며 고령층의 경우, 보다 질
환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한다[14, 24, 26-27]. 이러한 결과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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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 컨텐츠에 있어 자가건강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연령의 특성과 관심에 따른 프
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건강정보 획득경로별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면, 두 연령군 모두 각 경로로 획득하는 건강정보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
도 고령층은 전문의료인에게 전달받는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정보 경로별 획득한 정보에 따른 활용을 살펴보
면, 대중매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연, 절
주, 운동, 비만관리 등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했다는 응답
이 고루 높게 나왔다. 특히 연령군별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전문의료인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서 건강검진실천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군에 따라 건
강정보 경로별 획득한 정보에 따른 활용태도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제
한은 있으나, 고령층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관심이 높고[24, 26], 특정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며[14], 건강관
심과 건강욕구로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의 습득이 실제 
일상의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 있는 바[11],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염려가 많은 고령층의 경우 대중매
체와는 달리 전문의료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질환 관
리나 검사에 활용하고, 비록 전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률이 예비고령층보다 낮더라도 특정 건강관련 목적
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천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관련 비용감소 
효과와 함께 건강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자
가건강관리를 강화하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고령층은 기존의 고령층보다는 인터넷 사이
트를 더 잘 활용하며, 자가건강관리와 관련한 건강증진
이나 건강검진 관련 내용을 주로 탐색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예비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 사이트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정보에 쉽게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검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미래 고령인구의 자발적 건강관리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대와 달리 고령층뿐만 아니라 예비고령층에서
도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비율이 매우 높아 대

중매체는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건강정보획득원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금도 대중매체를 통해 매우 많은 영역
의 건강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건
강증진, 질환, 대체의학 등 다양한 내용의 건강관련 정보
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특성상 제공되는 정보들은 질환별, 약품별 등 개별적으
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중복되는 정보 속에 혼란을 일
으키거나 오남용될 수 있어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
고 확인하는 전문적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검증된 건강정보만이 검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한 필요하다. 

셋째, 현재 고령층의 건강정보탐색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고령층이 될수록 질병관리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인터넷 사이트를 잘 활용할 것으
로 판단되는 예비고령층이 고령층이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내용은 이를 반영하여 질병예방을 포함한 
질환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층은 예비고령층보다 건강관련 사이트를 이
용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자기의 질병예방과 특정질환치
료 대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미래 고령층의 자기 건강증진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도구의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수월성이 건강정보 활
용을 높이는 바[14, 24],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고 보급
함에 연령에 상관없이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젊은 시절 활용하던 좋은 정보 
사이트가 나이가 들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가 질환예방이나, 
건강증진실천에,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질병
치료나 검사에 더 높게 활용되는 바와 같이, 건강소비자
로서 고령층의 각 경로별 건강정보획득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자기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건강정보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그 활용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향후 디지털 및 인터넷 건강
정보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예측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콘
텐츠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필
수적 건강정보와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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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다룰 줄 안다고 응답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미래 고령층의 특성을 확인하
는 데 있어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고령화사회로 진
입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고령층의 건강과 복지정책
을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건강여명, 건강수준
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건강이란 문제는 연
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관
리의 방법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장기화되는 노년기로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게 될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단순한 일방적 건강정책이 아닌 노후 
건강관리 강화방안이 고령층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세밀한 관리를 위해 연령군별 
후속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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