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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유선 및 공중파 T V 방송과 라디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방송되고 있

는 건강프로그램의 시청취 정도에 따른 건강인지와 건강행위실천 정도, 건강프로

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 한 것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건강방송프로그

램에 대한 시청취정도에 따라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45세 이상군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한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청취하였다.

둘째,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청취한 군은 건강에 대하여 걱정과

관심이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경험하였으며, 병·의원 외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소극적 시청취자군보다 건강행위 실천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셋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된 정보 취득원은 방송매체였으며, 적극적 시청취

군이 건강행위에 대한 정보를 방송매체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의 다양성, 시간대, 진행방법, 방송시간 (정보의 양), 난이도,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적극 시청취자군이 소극적 시청취자

군 보다 높았다.

넷째, T V 건강방송프로그램의 형식과 관련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전문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은 30분- 1시간, 시간대는 취침전 저녁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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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이나 대화 형식을 선호하였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건강전문프로그

램을, 30분 미만으로, 주중에, 점심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그리고 역시 전문가의

강연이나 대화 형식을 선호하였다. 방송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시·청취군

은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노인 건강, 만성질환의 순으로, 소극적 시·청취군

은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성, 그리고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방송매체가 제공하는 건강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주된 정보

취득원이 되므로 전문 교양프로그램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만족도 전반의 향상

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질병의 진단과 치료 중심의 주제

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되, 전문성을 높이고, 방송 시간대도 재편

성하는 등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일반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 건강방송프로그램, 시청취자군, 인지, 태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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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은 보건

의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생

활환경이 개선되고 식습관 및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

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건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의학과 보건학이 발달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있어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비교적 단순한 건

강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질환의 유병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행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건강위험이나 건강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정

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면 만성퇴행성 질환은 보다 용이하게 예방

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김모임, 1985).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매스미디어(mass m edia )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

보 및 캠페인 전략의 대부분은 반듀라(Bandura)가 제창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

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순전히 내적 동인(inner for ce)에 의

해 이끌리거나 환경으로부터의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을 주

장한다.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은 인간은 단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

고, 적당한 상징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 아래 미디어를 이용한 캠페인을 통해 수용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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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특정한 태도를 학습하도록 고안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정부적 차원으로

행하는 각종 보건 관련 프로그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영석, 2000). 이렇게 매

스 미디어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활용이 용이한 현대 사

회의 필수적인 매체였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매체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나 접근의 용이성의 측면에서 지배적인 대중매체이다. 그래서 방송 등 유력한 대

중매체를 통하여 건강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부분의 일간 신

문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의료, 건강란을 꼬박꼬박 채워내고 있고 방송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요 뉴스인 밤 9시 뉴스에 건강이나 의료 정보 뉴스를 편성하기도 하

고, 아침방송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건강 정보를 끼워 넣거나 전

문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한다. 더구나 그때그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아낌없이 시간을 할애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관련 정보의 폭증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변

화라고도 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나 행위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와 함께 그 정보가 시청자의 건강행위를 변

화시키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의 건강정보가 일반인들의 건강생활실천에 유익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할 자료는 없다. 방

송 프로그램 기획자와 제작자들이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연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제작자와 진행자가 개인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뿐 아니

라 그 형식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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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1994). 이러한 건강방송의 실태는 국민들의 질 높은 건강정보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건강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송

매체를 국민보건 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송매체의 건강프로그램의 시청취 현황과 방송매체의 건

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태도 및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에 보다 유익한 건강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 연구는 현재 T V와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와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정보 제공매체

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적극적 시청취자군과 소극적 시청취자군의 건강인지, 건강행위, 의료이용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적극적 시청취자군과 소극적 시청취자군의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및 요구도를 비교하였으며,

셋째, 현재 방송되고 있는 전문 건강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청취자

의 요구도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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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대중매체의 기능과 보건교육

가 . 대중매체의 정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Ross (1980)에 의하면, 매체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대중매체는 대량의 의사 소통 또는 의사 전달 수단이다. 또한 커뮤니케

이션은 정보, 생각, 태도 등의 공유를 의도하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최

소 세 가지 요소, 즉 송신자,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가 도달하는 목적지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피상적 의미이고, 대중매체의 속성

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W arner (1987)는 대중매체를 대중 과 커뮤니케이

션 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W arner는 대중매체가 대중 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청중은 다수이며 익명적이고 종종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는 개인적 시청자나 독자 또는 그룹을 목표 수용자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정보 원천이 기관이거

나 조직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 네트워크나 계열 신문사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

다. 셋째, 서구세계와 제3세계에서 대부분 매체의 기본적인 경제 기능은 광고주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공공에 봉

사하고는 있으나 대중매체의 기본은 재정이고 이러한 자금은 광고주로부터 나오

게 되며, 광고주가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W arner에 의하면 대중매체

는 대중이라는 속성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 상호 작용(청중으로부터의 어떤 반응)이 있음을 뜻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뜻

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최창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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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중매체의 가장 큰 특성은 이질적인 대중과 매체를 통해 커뮤니케이

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시청취자는 수동적으로 시청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처럼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의 의미는 시청취자의 경험과 생각에 의존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나 . 대중매체의 기능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달수단인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

중매체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

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W arner (1993)는 이를 사회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감시 기능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즉각적이고 멀리 떨어진 주변환경

을 비춤으로써, 사회에 대한 위협이나 기회를 알려준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은 그

들의 직접 경험의 한계를 넘어 환경 속에 있는 장소, 사건, 사람들에까지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오늘날 환경감시의 기능은 대중매체에 주어져 있다.

둘째는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대응을 위한 합의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대중매체는 현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공개토론을 제공함으로써 이 연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적 유산의 전달 기능이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

원들이 어떤 가치, 행동, 역할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한다. 한 사

회의 구성원이 적절한 가치, 행동, 역할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며, 사회화

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과거에는 대면 커뮤니케이선

을 통해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회화가 오늘날은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많은 대

중에게 행해지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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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사회화 제공을 종합해보면 대중매체는 송신자로서 수신자

인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지도하며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매체는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단순히 오락만을 제공하거나 상업성에 치우

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다 . 방송을 통한 보건교육의 원리

일반적으로 보건 의료전문인들은 대중매체를 직접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방법 또는 수단으로 본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가정은 사람들이 건강위

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무관심이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 정보는 보건 지식의 축적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이다. 특히 T V나

라디오를 통한 정보전달의 가능성이나 기회가 더 많아진 요즘은 건강 정보는 일

정한 원칙 또는 이론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

급되어야 국민건강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대중 매체를 이용한 보건 교육

의 발달은 보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보건커뮤니케

이션의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

설득, 또는 행동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보는 바와 같이 주로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계획과 전략 선택이고, 2단계는 매체 및 자료의 선택,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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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자료개발과 사전 테스트이다. 4단계는 실행 또는 보급이고, 5단계는 효과 평

가, 6단계는 다음 계획에의 피이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정기, 1999; 박동숙,

1999).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첫째, 건강관계의 주제, 건강문제 해결책을 홍보

하는 데 있고, 둘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으며, 셋째, 기술을 설명보급하고, 넷째, 보건 의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있고, 다섯째로는 지식, 태도와 행동을 강화하거나 회상하게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보건 의료서비스 대신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보건 커뮤니케이션을 뒷받

침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건강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셋째, 모든 주제의 보건 내용에 있어 균등하게 효과를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

2.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가 . 미디어 수용자 특성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몇 가지 대안적인 이론적 모델이 있다.

기본적인 전제는 미디어 이용이 사회구조와 미디어 구조의 일정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구조는 사회적 사실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소

득, 성, 거주지 일상생활내의 지위 등이 일반적인 시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들은 W eibull(1985)의 약간 수정된 모델(그림 1)에서 잘 나타

나 있는데, 특히 미디어 이용 행동에 대한 습관적인 형태와 특정한 선택간의 관계

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위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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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인들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개인의 습관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하나는 다

소 고정되어 있는 <사회 상황>으로 미디어와 관련된<욕구들> (예를 들면, 정보,

휴식, 사회적 접촉 등)에 따라 사람이 분류된다. 두 번째 요인( 매스미디어 구조 )

은 개인의 경제적, 교육적 환경에 따라 주어진 특정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미디

어를 구성한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일정한 행동 형태를 유도하고 일정한 경향이

나 개인의 미디어 지향 이라고 부르는 집단 을 형성한다. 이것은 사회 배경과

종래의 미디어 경험과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어떤 매체, 특정한 선호와 관심,

이용 습관,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대 등과의 친화성 형태를 띤다(McDonald, 1990;

McLeod & McDonald, 1985).

이것은 또한 그림 아래 부분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미디어와 내용

에 따라 특정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세 가

지 주요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1, 특정한 날에 제공되는 내용과 표

현형태( 미디어 내용 ); 2. 순간의 상황(자유시간의 양, 주의력, 가능한 대안적 행

동 범위)( 개인적인 상황 ); 3. 선택과 이용의 사회적 상황(가족과 친구의 영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개인의 미디어 지향성을 근거로 하여 예측이 가능하지

만 어떤 특별한 상황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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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디어 이용의 구조적 모델

자료원 : W eibull, 1985

사회 구조

▼ ▼

개인상황과 욕구 매스미디어 구조제도와 산물

▲ ▲

동기/ 추구된충족 유용성/ 접근성

피드백 피드백

▼ ▼

미디어 행동
(미디어 이용습관)

▼

미디어
오리엔테이션

▼

미디어 내용 ▶
미디어 노출

(실제적 미디어 이용)
◀ 개인적 상황

▲

이용의 사회적 상황

W eibull (1985)은 신문독자를 대상으로 이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개인이 특정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동기가 부여되었을 경우, 미디어

구조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미디어에 관심이 적은 수용자는 특정한 내용과

그 구성에 따라 영향을 더 받는다.

- 9 -



나 . 수용자 조사 방법

수용자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방법과 질적 조사방법이 있는데. 질적 조사의 경

우는 영국에서 20년 이상 시청자의 반응지수 및 평가지수를 조사하였고, 미국에서

는 T VQ가 60년대와 70년대에 프로그램 평가와 인지도를 조사하여 네트워크에 제

공한 적이 있다. 질적 조사는 각 나라마다 관점에 따라 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다

소 다르나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질적 조사의 관점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호 여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예전의 동유럽이나 이슬람

국가는 당국자가 생각하기에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Gunter & W ober , 1992, p.61).

이외에도 각 나라마다 질적 조사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

라 질적 조사의 항목이 가치, 교육성, 흥미도, 친밀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Gunter & W ober , 1992 ; 이은미, 1994, p83).

질적 조사의 방법은 시청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

는 지를 표본으로 선정된 개인이 일기식으로 기록한다. 그 예로 시청한 프로그램

이 얼마나 재미있었나? 를 주로 물어보는데 아주 매우 ,매우, 어느 정도, 그다지,

전혀로 보통 답하게 되어있다.

양적 조사방법은 설문지식, 일기식, 전화식, 기계식이 있다. 양적 연구는 설명

적이며,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정밀한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한다. 이 방법은 인과적 과정의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미래 행위를 예측하

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 양적 연구는

고찰대상인 변수를 수량화하여 측정한 후 이를 수로 표현한다. 숫자를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수리적 분석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매우 정밀하게 보고

할 수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혹자에 따라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방법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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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 즉 이 두 방법은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인식론적 가

정에서 출발하며, 이런 궁극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도출

된 결과를 사회 현실에 대한 정당한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대립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양적, 질적 연구가 단순히 사회를 탐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의

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과제에 적합하고 이 두 방법간의 통

합조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두 연구방법은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상이한 접근 방법에 불가하며 어느 한가지 혹은 두 가지 방법

을 선호한다는 것은 기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간주된다. 어느 쪽이든 이 두 연구전

통은 연구결과나 체계적 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에 관한 상이한 장르로 파악된다

(Alan , 1992).

3. 우리 나라 대중매체 속의 건강정보 이용현황

가 . 건강정보 이용의 현황

최근 통계청(1999)의 사회 통계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주된 정보

입수 경로는 방송이 가장 많았고, 신문 잡지가 그 다음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에 의한 결과도 비

슷했는데 정보를 얻는 주요매체는 방송이 95.4%, 신문잡지가 72.8%, 가족, 동료,

친구가 56.8% 단행본 서적이 12.9% , PC 통신 및 인터넷이 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와 직업별로는 전문 관리직 종사자가

신문,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각각 94.7%, 94.4%로 나타났고, 방송을 이

용하는 경우도 각각 94.1%. 94.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신

문이나 잡지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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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보의 입수 경로 (단위: % )

방송
신문·

잡지

단행본

서적

PC통신/
인터넷

가족/동료 기타

전 국 95.4 72.8 12.9 3.4 56.8 0.5

성별
남

여

95.1
95.6

81.6
64.4

13.9
12.0

5.2
1.8

53.2
60.3

0.5
0.5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92.7
94.7
96.5
97.2
97.2
92.7

72.4
87.3
85.3
77.3
61.2
34.1

17.5
20.3
15.0
10.6
6.1
3.2

5.2
7.0
3.8
1.8
0.9
0.2

69.6
55.2
52.2
55.3
57.7
57.9

0.3
0.3
0.4
0.5
0.7
0.9

교육

수준별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94.4
96.0
96.1
94.1

35.1
69.6
86.9
94.7

2.8
9.8
15.1
25.9

0.2
1.9
3.6
9.8

62.5
63.1
55.2
44.5

0.8
0.4
0.4
0.3

직업별

전문 관리

사 무

서비스판매

농어업숙련

기능 노무

94.0
95.3
96.7
96.4
97.0

94.4
92.2
76.4
39.5
75.5

24.6
19.3
11.1
3.3
8.5

10.8
8.0
1.3
0.2
1.2

43.9
50.9
55.8
69.7
57.6

0.5
0.4
0.5
0.6
0.4

주: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1997년 상반기)』1997

199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식행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약

2/ 3 정도가 T 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 평소 건강에 관한 지식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25.7% )와 50대(15.6% )에서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

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인을 통해 지

식을 얻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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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출처는 방송 매체(59.5% ), 인쇄 매체(23.7% )가 주된 지식원으로 나타났다. 보

건소나 병 의원, 가족으로부터 얻는 건강 지식은 대부분 5% 이하였다. 그리고 연

령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방송 매체에 대한 건강정보 의존도가 높

았다.

표 2. 한국인의 연령별 건강관련 지식원 (단위: % )

대중
매체 가족 학교

선생
보건

의료인
책자/
포스터 기타 없음 계

성별

남 67.2 7.4 1.9 6.3 6.4 0.9 10.0 100.0
(2,944)

여 66.2 7.6 1.9 6.2 6.7 0.7 10.3 100.0
(3,144)

나이

15∼19 57.2 11.4 13.0 6.5 6.6 – 9.5 100.0
(755)

20∼29 69.3 6.7 0.7 2.3 9.5 1.1 6.7 100.0
(1,414)

30∼39 72.7 7.1 – 6.1 7.0 0.8 6.9 100.0
(1,582)

40∼49 69.0 5.7 0.1 5.5 6.6 0.8 10.8 100.0
(1,137)

50∼59 61.4 9.3 0.5 7.1 3.7 1.1 15.6 100.0
(794)

60이상 55.8 5.8 0.1 8.4 0.7 0.6 25.7 100.0
(406)

계 66.7 7.5 1.9 11.3 6.6 0.8 10.3 100.0
(6,088)

주: 무응답 392명 제외

자료: 남정자 외,『한국인의 보건의식 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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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우리 나라의 방 송 건강정보 프로그 램의 현황

매스 미디어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한 건강 교육, 건강 캠페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연구되어진 것이 별로 없다. 윤영관(1995) 은 주부대상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글에서 문화방송의 생방송 아침 만들기 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바 이 프로그램은 8시부터 9시까지 매주 월- 금까지 방송되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논문의 분석대상인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 교

양프로그램과 주부대상의 정보 매가진 형태의 주부대상 아침 방송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부대상 생활정보 프로그램이었다. 주 시청자 층은 40대 주부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의 주부, 그 다음이 30대 여성이었다.

현재 텔레비젼에서 다루는 건강정보는 건강정보 전문프로그램과(KBS 2 T V

건강 365일 ) 메디칼 정보드라마 종합병원 이나 병원24시 같은 휴먼 다큐멘타

리로도 다루어지고 종합 뉴스시간이나 보도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방송시간은 시사프로그램은 주로 주말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며, 분량은 보통

1시간 이내였다. 시사 프로그램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세 방송사 모두 성폭력, 스트

레스, 과로사, 수맥, 포도요법, 소금 요법, 사상의학, 기 치료 등이 주요 주제였다.

T V 건강전문프로그램에서는 난치병, 만성 질환 등 현대 의 주요 질병문제와 치료

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로써 의료기관의 문제점,

위생 관리, 환경오염 등도 다루고 있다.

오락적인 면과 정보를 동시에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2000년 12월 현재 KBS 2

T V에서는 월요일밤 11시부터 12시까지 테마쑈 인체여행 을 편성하여 인체에 얽

힌 모든 미스테리를 집중 분석하고 실험해보는 건강 버라이어티쑈를 편성하여 시

청자에게 손쉬운 건강 자가진단법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MBC에서

는 메디컬 쑈 인체는 놀라워 를 매주 목요일 저녁7시 25분에서부터 8시 20분까

지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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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프로그램에서의 건강정보는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새로운 의약품의 발견 또는 처치법 등을 소개하며 유행병이나 전염병에 관한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교양 프로그램과 주부 대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예방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과 영양섭취 등의 바람직한 보건습관

을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도 한다.

드라마를 통하여 보건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보건 종사자

들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감정적

호소도 동반하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성적, 감성적 관심을

끌 수 있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 있다.

심층적인 다큐멘터리 포맷으로 보건관련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는데

방송매체 중에서도 시각화가 가능한 매체는 생생한 장면 보도로 충격적이고 강력

한 효과를 나타낸다. 한 유명한 배우가 AIDS로 죽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

면서 AIDS에 대한 경고를 한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 . 현행 건강전 문 방송프로그램 의 내용

건강행위에 미치는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전문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라디오 방송의 건강 전문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분석하면, 먼저 KBS 1,

KBS2, MBC, SBS의 일주일간 라디오의 총 방송시간은 주당 약 672시간(40,320

분)에 이른다. 그 가운데 KBS 1라디오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10분

에서 11시 40분까지 30분간 건강 365일 이 방송되며 일요일에는 일요 생방송 건

강하게 삽시다 가 오전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고 있다. KBS2 에서는 월요

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30분간 명의특진 이 그리고 SBS에서는 오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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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0분부터 13분간 새 천년 명의와 함께 를 방송하며 MBC에서는 8시 25분부터

5분간 라디오 동의보감 이 건강전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건강전문 프

로그램의 주당 총 방송 시간은 9시간 6분(578분)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1.2%를 차

지하고 있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1은 3.2%, KBS2는 1.79% , SBS는

0.007%, MBC는 0.002%로써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건 정보의

전달에 쏟고 있었다. T V에서도 KBS2 T V가 매주 일요일 아침 6시부터 6시 30

분까지 건강 365 일을 방송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그 동안 진행되었던 각

방송사의 건강전문 프로그램운영 현황은 표 3과 같다. MBC는 건강전문프로그램

이라기보다 한의학분만 운영하여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먼저 건강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으로 매번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

문에 방송 중 다루어 세부 주제를 표4와 같이 질병, 운동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기타항목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단일 주제로 다루어진 것들로서 노화 ,

환경문제, 대체의학 등이 포함된다. 특별히 건강 전문 채널인 케이블 T V 다솜은

다양한 주제로 건강을 다루고 있었으나 재방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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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방송사 건강프로그램 편성 현황

방송국 프로그램 방송 요일 시간 방송 기간 분석기간

KBS1라디오 건강 365일
월∼토요일

11시 10분 - 40분
95년 3월∼현재

97년 11월
∼ 2000년 4월

KBS1 라디오
건강하게

삽시다

일요일

7시 40분

8시 - 10시
98년 3월∼현재

97년 11월
∼ 2000년 3월

KBS2 라디오 명의특진
월∼일요일

6시 - 30분
98년 3월

∼ 2000년 2월
99년 11월
∼ 2000년 4월

KBS2 T V
건강TV
안녕하십니까?

월∼토요일

6시 - 30분
98년 2월

∼ 2000년 4월
99년 10월
∼ 2000년 3월

SBS 라디오
새 천년

명의와 함께

월∼토요일

8시 40분 - 53분

2000년 1월
∼ 현재

2000년 1월
∼ 2000년 8월

EBS T V 건강 클리닉
토요일

8시 40분- 9시 20분
1998년 1월

∼ 현재

99년 5월

∼ 2000년 8월

케이블T V
다솜방송

(채널26)
0시 -
그 다음날 0시

1999년 3월

∼ 현재

2000년 7월 31일
∼ 8월 6일

* 방송주제별 빈도를 분석한 기간임

표 4. 방송 중 다루어진 주제별 빈도(라디오와 텔레비젼)

라디오 방송 T V 방송
KBS 1R
건강하게
삽시다

KBS 1R
건강 365

KBS 2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 2
건강 T V

EBST V
건강클리닉

다솜케이블

T V

질병 116 16.6 467 40.5 139 89.1 193 100 70 28.8 87 100 7 10.6

운동 116 16.6 94 8.2 5 3.2 47 19.3

클리닉탐방 2 0.3 16 1.3 22 9.1 18 27.3

영양 15 2.2 118 10.3 3 1.9 20 8.2

의학사 105 15.0 155 13.5 20 8.2

한의 94 13.5 68 6.0 6 3.9 18 27.3

정신건강 21 3.0 22 2.0 7 2.9

건강정보 42 6.0 197 17.1 3 1.9 17 7.0 11 16.7

기타 116 16.6 13 1.1 40 16.5 12 18.1

약 71 10.2

계 698 100 1150 100 156 100 193 100 243 100 87 100 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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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민건강의 문제가 급성전염병 중심의 질병양상에서 만성 성인병으

로 양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표 4) 방송 중 다루어진 주제별 빈도를 보면 건강

생활을 위한 건강행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방송매체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의 내용은 여전히 질병의 진단과 치료중심의 내용이었다. KBS 만이 다양한 영역

으로 나누어 정신건강, 영양, 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생활습관이 건강 증진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각 방송사마다 주제별 빈도 중 제일 높은 것이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질

병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표5와 같았다. 질병 분류는 통계청

에 분류된 항목을 참조하였다. 질병별 빈도를 보면 KBS 2 라디오의 명의특진과

EBS T V 건강클리닉을 제외하고는 각 방송사마다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성인병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소화기

질환 그리고 증가추세를 보이는 심혈관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안과질환, 노년기

질환 순이었다. 이것은 장년과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특징적인 것은 각 방송사마다 치료이전의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해 예방의학

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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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송에서 다루어진 질병별 비중 단위 : %

질병

KBS1R
건강하게

삽시다

KBS1R
건강365일

KBS2R

명의특진

SBSR

새천년명의

KBS2
건강 T V

EBST 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

T V
뇌혈관질환 0.9 3.9 2.9 3.4
심장질환 4.3 4.1 2.2 9.8 4.2 1.1

고혈압성질환 1.7 2.1 1.4 6.7 1.4 1.1

만성간질환/ 간경변증 6.9 1.1 2.2 6.7 2.8 1.1

결핵 0.4
당뇨 2.6 1.5 2.2 6.2 2.8 1.1
소화기계질환 0.4 3.6 1.4 2.3
호흡기계/ 기관지질환 6.0 3.2 4.3 9.9 3.4

신경계 및 감각기관 0.9 1.5 7.9 3.1 1.4 1.1
순환기계질환 1.7 0.4 0.7 5.6
위장질환 5.2 0.9 0.7 5.6 2.3
비뇨기 , 생식기질환 5.2 2.4 9.4 6.2 5.6 10.3

정신및행동장애 7.8 5.8 3.6 9.8 2.8 4.6
안과질환 9.4 5.4 7.2 8.3 7.0 2.3

알레르기질환 0.9 0.7 3.1 1.4 1.1
치과 6.9 3.6 4.3 3.1 2.8 1.1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2.6 0.9 2.2 2.8 1.1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14.7 8.4 10.1 14.5 14.2 5.7
감염성/기생충질환 2.8
선천성기형변형

및 염색체이상
0.9 0.2 2.2 2.3

산부인과질환 3.4 1.7 3.6 3.4 22.2

손상 ,중독 및

외인에의한 질환
2.1 1.4 .2.3

질병이환/ 사망원인 0.4 0.7 1.1

달리분류되지않는증상 1.7 1.9 1.1

노년기 질환 1.7 5.4 3.6 1.4 1.1

이비인후과질환 2.6 2.4 3.6 3.1 1.7 1.1

족부질환 7.8 1.3 8.6 6.7 9.9

예방의학 1.7 13.7 10.8 6.2 5.6 8.0 16.7

기타 3.4 21.4 6.2 8.6 35.6 6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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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및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송건강프로그램 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송 의 의미는 공중파 방송사와 유선 방송국을 포함하는 T V방송과 각 라디오방

송사의 라디오 방송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의 의미는 독립적인 건강관련 전문프

로그램이거나, 정규 프로그램의 한 부분에서 건강관련 코너를 제공하거나, 공익

광고의 형태 등의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

였다. 또한, 건강 은 단순히 질병과 관련된 건강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행위 그리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등 포괄적인 의미의 건

강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2. 연구의 틀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프로그램 시청취정도

적극적 시청취

소극적 시청취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건강프로그램 이미지

건강프로그램 만족도

건강프로그램 요구도

건강 관련 요인

건강 인지

건강 행위

의료이용특성

건강정보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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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대상은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중, 무작위로 추출된 500명을 대상으로, 방송건강프

로그램에 대한 시청취자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 그리고 건

강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이고, 이러한 건강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식 및 요구도가

방송건강프로그램의 시청취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시청취 정도는 즐겨 보거나 듣는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으로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으로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으로 구준 하였다. 이때 즐겨 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응답자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적인 특성, 건강인지·건강행위·의료이용 특성, 건

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본인의 한달 평균수입과 동거가족 한달 평균수입을 살펴보았다. 연령의 경

우 경제인구 분류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44세 이하군, 44- 64

세군, 그리고 65세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전문·사무직군(화이트칼라)과

그 외 비전문 직종 및 서비스·기능직종군(블루칼라), 가정주부, 학생, 자영업 그

리고 기타군으로 분류하였다.

건강 인지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에 대한 걱정 정도, 그

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각 항목 모두 3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또한, 의료이용수준은 본인과 본인을 제외한 동거가족의 질병 혹은 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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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유무, 그리고 병의원의 입원 및 외래 이용 경험 유무 그리고 그 외 기타 보

건의료기관인 한의원, 약국, 보건소의 이용 여부를 각각 조사하였다.

건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정기검진 및 예방 접종, 운동, 규칙적인 생활, 흡연절

제, 음주절제, 영양과 식습관, 체중 조절, 목욕과 사우나, 규칙적으로 이닦기, 건강

보조식품 섭취 등 각 항목에 대하여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로

실생활에서의 실천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의

료 관련 정보의 취득원과 실제로 대중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의료관련 정보는 건강 행위, 질환에 관한 정보, 보건의료관련 정책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 취득원으로서의 대중 매체는 T V와 라디오, 신문와 잡지 등

인쇄매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전문인,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그 외의

인터넷 등 기타로 분류하여 주된 정보원을 조사였으며, 그 영향 정도 또한 5점 척

도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일 T V 및 라디오 일일 이용시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그리고 2시간이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는 적극적 시·청취군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의 형식, 시·청취 동기, 시·청취 주된 이유, 방송 내용에 대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정도와 실천 정도를 살펴보았다. 건강프로그램의 형식으로는

건강전문프로그램, 뉴스나 교양프로그램의 건강관련코너 혹은 일반프로그램의 건

강관련코너, 그리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공익광고 등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인지

도가 낮은 응답자를 위하여 잘 모르겠음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방송건강프로그램의 이미지는 T V와 라디오를 구분하여 각각 유익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재미있는지 그리고 이해가 쉬운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주제의 다양성, 시간대, 진행방법, 방송

시간, 방송 내용의 수준, 방송 진행자, 출연자 등 각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총체적

인 만족도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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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변 수 세 부 내 용

독립변수

일반적인 특성 연령 1. 20- 44세 2. 45- 64세
3. 65세 이상

성별 1. 남 2. 여

교육수준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재이상

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직업 1. 화이트칼라 2. 블루칼라

3. 가정주부 4. 학생

5. 자영업 6. 기타

본인 한달평균수입 1. 100만원미만

2. 100- 200만원미만

3. 200- 300만원미만

4. 300만원 이상

동거가족 한달평균수입 1. 100만원미만

2. 100- 200만원미만

3. 200- 300만원미만

4. 300- 400만원미만

5. 400만원 이상

건강 인지 주관적 건강 1. 건강하다 2. 보통이다

3. 건강하지 않다

건강에 대한 걱정 1. 걱정한다 2. 보통이다

3. 걱정하지 않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 1. 적다 2. 보통이다 3. 많다

의료이용수준 본인 부상 및 질병 경험 1. 예 2. 아니오

가족 부상 및 질병 경험 1. 예 2. 아니오

병·의원 외래 경험 1. 예 2. 아니오

병·의원 입원 경험 1. 예 2. 아니오

한의원/ 약국/ 보건소 이용 1. 예 2. 아니오

건강행위 정기검진/ 예방접종

1. 매우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중요성 인식 운동

규칙적인 생활

흡연절제

음주절제

영양/ 식습관

체중 조절

목욕/ 사우나

규칙적으로 이 닦기

건강보조식품 섭취

(표 계속)

- 23 -



(표 계속)

변 수 세 부 내 용

건강행위 정기검진/ 예방접종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실천 정도 운동

규칙적인 생활

흡연절제

음주절제

영양/ 식습관

체중 조절

목욕/ 사우나

규칙적으로 이 닦기

건강보조식품 섭취

의료정보 취득원 건강행위 1. T V, 라디오

질환에 관한 정보 2.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보건의료관련정책 3.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

4.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5. 기타(인터넷 등)

정보 취득원에 대한

영향 정도

1. 매우 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미지1) 유익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신뢰할 수 있다

재미있다

이해하기 쉽다

방송건강 프로그램형식 1. 전문프로그램

프로그램 인지2 ) 2. 건강관련코너:뉴스나 교양

3. 건강관련코너:일반프로그램

4. 공익광고 5. 잘 모르겠음

시·청취 동기 1. 우연히 2. 주변사람들 소개

3.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4. 광고 등으로 5. 잘 모르겠음

시·청취 주된 이유 1.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 필요로

2.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3. 프로그램이 재미있기 때문에

4. 무료감을 달래기 위해서

5. 그냥 틀어져 있어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 1. 전혀 안함 2. 별로 안함

3. 보통 4. 자주 5. 매우 자주

실천 정도 1. 전혀 안함 2. 별로 안함

3. 보통 4. 자주 5. 매우 자주

1) T V, 라디오 각 각, 2) 적극 시청취자군 대상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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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변 수 세 부 내 용

방송건강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만족도 시간대

진행 방법

방송시간(정보의 양)
수준(난이도)
방송진행자

출연자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프로그램 건강행위3 )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내용 요구도 일반질환4 )

의료 정책 및 기타5 )

프로그램 프로그램 형식 1. 건강전문프로그램

형태 요구도 2. 뉴스, 교양 프로그램 건강 코너

3. 일반 프로그램 건강 코너

4. 공익광고 5. 잘 모르겠음

방송 시간 1. 15분 미만 2. 15- 30분 미만

3. 30분- 1시간 미만 4. 1시간 이상

이용가능시간 1. 주중 2. 주말

적합한 시간 1. 아침 식사 전후 2. 출근길

3. 오전 중 4. 점심시간

5. 오후 6. 퇴근길

7. 저녁식사 전호 8. 취침전

방송진행 형식 1. 전문가의 강연식

2.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식

3. 청취자가 참여한 상담식

4. 드라마 형식

5. 오락 퀴즈 형식

6. 기획물 형식

7. 공익광고 형식

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흡연, 음주, 영양/ 식습관,
건강보조식품섭취

4) 비뇨생식기 질환, 소아과질환, 여성건강(임신, 출산 등), 치과질환, 안과질환,
소화기질 환, 호흡기 질환, 근·골격·신경계질환, 피부과질환,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정신·행동장애, 암, 직업병/ 산업재해

5) 사고예방/ 응급처치, 재활 보건, 노인 건강, 성(性), 의료정책, 의료기관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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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입력하였으며, 입력된 자료는 SAS (Statistical

Analy sis Sy stem )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첫 번째 단계로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χ²-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건강인지/ 건강행위/ 의료이

용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인지 및 의료이용수준 비교는 χ²- 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건강행위의 인식 및 실천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 - 검정을 하였다. 세 번

째 단계로 T V 및 라디오 건강방송프로그램의 이미지 비교와 프로그램의 만족도

는 t - 검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특성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태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 요구도를 위하여

t -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 V 및 라디오 각각의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요구도 비교

를 위하여 기술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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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시청취 정도별의 일반적 특성 분포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1명이 적극적 시청취

군, 286명이 소극적 시청취군으로 포함되었다.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 정도

별로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면,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표 7 참조). 연령 분포는 나이가 많은 군일수록 소극적 적극적 시청취

군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65세 이상군에서는 적극적 시청취군이 15.5%인데 비

해 소극적 시ㆍ청취군은 1.8%에 불과 했다(P< 0.01).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적극

적 시청취자군이 86.6% , 소극적 시청취군의 경우는 95.5%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

태에 따라서는 살펴 보면 기혼이 적극적 시청취군에서89.5%, 소극적 시청취군에서

61.0%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업은 적극적 시청취군은 가정주부와 자

영업 및 무직 등이 전체의 56.3%였으며, 소극적 시청취군은 30.9%를 보였다. 개인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100만원 이하군에서는 각각 36.8%, 43.3%로 소극적 시청

취군이 높은 반면에, 200만원 이상군에서는 29.0% , 19.2%로 적극적 시청취군이 높

았다. 동거가족월평균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는 적극적 시청취군이 11.8%,

소극적 시청취군은 5.6%로 나타났고, 400만원 이상에서는 적극적 시ㆍ청취군이

11.7% , 소극적 시ㆍ청취군이 5.9%였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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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인 특성 비교 단위 : 명 (% )

변 수 적극 시·청취군 소극 시·청취군 χ2 - 값

연령

86.945**20- 44 71 (35.5) 216 (75.8)
45- 64 98 (49.0) 64 (22.5)
65세 이상 31 (15.5) 5 ( 1.8)

성별

0.266남 99 (49.7) 135 (47.4)
여 100 (50.3) 150 (52.6)

교육수준

13.150** *

초졸이하 8 ( 4.0) 3 ( 1.0)
중졸 19 ( 9.5) 10 ( 3.5)
고졸 89 (44.3) 128 (45.0)
대재이상 85 (42.3) 144 (50.5)

결혼상태

59.680**
미혼 17 ( 8.5) 111 (39.0)
기혼 (89.5) 174 (61.0)

직업

60.332**

화이트칼라 50 (25.0) 105 (36.8)
블루칼라 24 (12.0) 45 (15.8)
가정 주부 60 (29.9) 45 (15.8)
학생 7 ( 3.5) 42 (14.7)
자영업 26 (13.0) 39 (13.7)
무직 27 (13.4) 4 ( 1.4)
기타 7 ( 3.5) 5 ( 1.8)

한달평균수입

8.511*

100만원미만 71 (36.8) 122 (43.4)
100- 200만원미만 66 (34.2) 105 (37.4)
200- 300만원미만 33 (17.1) 39 (13.9)

300만원이상 23 (11.9) 15 ( 5.3)
동거가족수입

14.307** *

100만원미만 23 (11.8) 15 ( 5.6)
100- 200만원미만 53 (27.2) 81 (30.0)
200- 300만원미만 74 (38.0) 108 (40.0)
300- 400만원미만 22 (11.3) 50 (18.5)

400만원이상 23 (11.7) 16 ( 5.9)

계 201(100.0) 285(1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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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인지/ 의료이용특성/ 건강행위

가 . 건강인지 및 의 료이용수준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시ㆍ청취군과 소극적인 집단 사

이에 건강에 대한 인지 수준과 연구 대상자와 그 동거 가족의 의료이용수준을 비

교하기 위하여 χ2 -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각 종속변수들 중 건강에 대한 걱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01)가 있었다. 적극적 시ㆍ청취 군은 건강에 대한 걱정(57.7% )과 건강

에 대한 관심(57.7% )이 많았고, 소극적 시ㆍ청취 군은 건강에 대한 걱정(36.5% )과

건강에 대한 관심(32.1%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의료이용수준을 비교하면, 적극적 청취군의 경우 본인이 부상이나 질

병 경험이 48.3%이고, 소극적 시청취군은 29.1%였다. 동거 가족의 부상/ 질병 경

험 역시 50.8%, 37.2%로 적극적 시청취군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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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건강인지 및 의료이용수준

변 수 적극 시ㆍ청취군 소극 시ㆍ청취군 χ2 -값

건강인지

주관적 건강

건강하다 45 (22.4) 45 (15.8)

4.056보통이다 65 (32.4) 110 (38.6)

건강하지 않다 91 (45.2) 130 (45.6)

건강에 대한 걱정

걱정하지 않는다 32 (16.0) 83 (29.1)

22.847** *
보통이다 53 (26.3) 98 (34.4)

걱정한다 116 (57.7) 104 (36.5)

건강에 대한 관심

적다 4 ( 2.0) 38 (13.5)

39.912** *보통이다 81 (40.5) 154 (54.4)

많다 115 (57.5) 91 (32.1)

의료이용경험

본인 부상/ 질병 경험 예 97 (48.3) 83 (29.1)
18.059* * *

아니오 104 (51.7) 202 (70.9)

가족 부상/ 질병 경험 예 102 (50.8) 106 (37.2)
8.844* *

아니오 99 (49.2) 179 (62.8)

병·의원 외래경험 예 76 (37.8) 66 (23.2)
12.237* * *

아니오 125 (62.2) 219 (76.8)

병·의원 입원경험 예 14 ( 7.0) 13 ( 4.6)
1.298

아니오 187 (93.0) 272 (95.4)

한의원/ 약국/ 보건소 예 109 (54.2) 169 (59.3)
1.237

아니오 92 (45.8) 116 (40.7)

계 201(100.0) 285(1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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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건강행위 인 식 및 실천정도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의 건강 행

위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와 실제로 생활에서의 실천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표

9). 각 건강행위는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운동, 규칙적인 생활, 흡연 절제, 음주

절제, 영양 및 식습관, 체중 조절, 목욕 및 사우나, 규칙적으로 이닦기, 건강보조식

품 섭취 등 10개 항목이다.

건강행위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는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목욕 및 사우나,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섭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 항목 모두 적극

적 시청취군이 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적극적 시청취군의 경우 건강행위 중 운

동 4.43점, 흡연 절제 4.42점, 규칙적인 생활 4.37점, 영양 및 식습관 4.22점, 규칙적

으로 이닦기 4.18점, 정기검진 및 예방 접종 4.14점이었다(5점 척도). 반면에 소극

적 시청취군에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4.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흡연 절제

4.42점, 영양 및 식습관 4.13점, 음주절제 4.10점의 순이었다. 가장 덜 중요하다고

선택된 행위는 건강보조식품 섭취로 각각 3.11점과 2.80점이었다.

한편 실제로 생활에서 각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10개 중

6개 행위인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운동, 규칙적인 생활, 영양 및 식습관, 체중조

절,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해서 두 군간 실천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가장 높은 건강행위 실천 점수를 보인 것은 규칙적으로 이닦기와 흡연 절제

가 4점 이상이었으며, 이는 두 군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건강

행위 실천 점수를 보인 것은 건강보조식품 섭취로 두 군 각각 2.60점, 2.28점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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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행위 중요성 인식 및 실천정도 단위 : 점

적극 시청취군 소극 시청취군
t - 값

평균 ± S.D. 평균 ± S.D.

건강행위중요도 인식

정기검진/예방접종 4.14 ± 0.95 3.91 ± 0.91 2.69**

운동 4.43 ± 0.80 4.33 ± 0.82 1.34

규칙적인 생활 4.37 ± 0.92 4.33 ± 0.80 0.55

흡연 절제 4.42 ± 1.05 4.42 ± 0.86 - 0.03

음주 절제 4.23 ± 1.05 4.10 ± 0.96 1.32

영양/ 식습관 4.22 ± 0.91 4.13 ± 0.81 1.29

체중 조절 4.02 ± 0.97 3.89 ± 0.89 1.46

목욕/ 사우나 3.71 ± 0.92 3.43 ± 0.90 3.32** *

규칙적으로 이 닦기 4.18 ± 0.90 4.11 ± 0.82 0.94

건강보조식품 섭취 3.11 ± 1.17 2.80 ± 0.99 2.96** *

건강행위 실천 정도

정기검진/예방접종 2.96 ± 0.98 2.48 ± 1.01 5.27** *

운동 3.33 ± 1.11 2.90 ± 1.08 4.18** *

규칙적인 생활 3.59 ± 1.08 3.22 ± 1.02 3.68** *

흡연 절제 4.03 ± 1.52 4.06 ± 1.43 - 0.25

음주 절제 3.87 ± 1.38 3.63 ± 1.36 1.85

영양/ 식습관 3.51 ± 0.97 2.98 ± 0.88 6.25** *

체중 조절 3.25 ± 1.07 2.97 ± 1.04 2.89**

목욕/ 사우나 3.73 ± 0.89 3.57 ± 0.93 1.90

규칙적으로 이 닦기 4.09 ± 0.94 4.02 ± 0.89 0.92

건강보조식품 섭취 2.60 ± 1.28 2.28 ± 0.31 2.6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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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시·청취자들이 가지는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를 분석하였

다. 이에 앞서 T V나 라디오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 정보들이 다양 대중매체들

안에서 건강정보 취득원으로서의 역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T V와 라디오 일일 시청취 수준을 먼저 살펴보면, 소극적 시청취자군의 경우

T V를 1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46.0%, 라디오는 21.4%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

면에 적극적 시청취자군의 경우 하루에 T V를 1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46.2% , 라디오의 경우 35.5%로 소극적 시청취자군에 비하여 높은 T V이용률 및

라디오 이용률을 보였다.

가 . 의료정보 취 득원과 그 영향정도

의료정보 취득원으로서의 T V와 라디오의 비중과 이 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표 10). 다양한 정보원 중 T V와 라디오는

건강 행위, 질환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정책 및 기타의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정보 취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건강행위의 경우 적극적 시청취군

74.5% , 소극적 시청취군 58.9%, 질환에 관한 정보는 각각 66.1%와 60.6% ,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경우 각각 66.9%와 68.0%가 T V와 라디오에서 관련된 정보

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취득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건강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적극적

시청취군은 T V/ 라디오와 보건의료전문인에 의해서, 그리고 소극적 시청취군은 보

건의료전문인, 주변 인물 그리고 T V/ 라디오 순으로 높았다. 일반 질환에 관한 정

보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경우 두 군 모두 보건의료전문인에게 얻는 정보에 의

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다음이 T V와 라디오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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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정보 취득원 및 영향정도

의료정보 취득원
청취군 비청취군

χ2 - 값
빈도(%) 의존

도
빈도(%) 의존

도

건강 행 위

T V, 라디오 137 (74.50) 3.90 166 (58.87) 3.24

16.698*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32 (17.30) 3.47 53 (18.79) 3.11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5 ( 2.70) 4.00 18 ( 6.38) 3.50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9 ( 4.86) 3.38 31 (10.99) 3.32

기타(인터넷 등) 2 ( 1.08) 4.00 14 ( 4.96) 3.07

질환 에 관 한 정 보

T V, 라디오 123 (66.13) 3.75 171 (60.64) 3.20

8.23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40 (21.51) 3.41 51 (18.09) 3.18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12 ( 6.45) 3.91 24 ( 8.51) 3.83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9 ( 4.84) 3.38 22 ( 7.80) 3.50

기타(인터넷 등) 2 ( 1.08) 4.00 14 ( 4.96) 3.00

보건 의 료 관 련 정 책

T V, 라디오 123 (66.85) 3.61 191 (67.97) 3.17

5.57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38 (20.65) 3.40 61 (21.71) 3.25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14 ( 7.61) 3.69 9 ( 3.20) 3.38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5 ( 2.72) 3.50 9 ( 3.20) 2.89

기타(인터넷 등) 4 ( 2.17) 3.25 11 ( 3.91) 2.5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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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방송건강 프로그램 이미지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비교를 위하여 유익성, 신뢰감, 재미, 그리고

이해도 항목에 대하여 T V와 라디오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표 11).

적극적 시ㆍ청취군과 소극적 시ㆍ청취군 간의 이미지 비교는 T V와 라디오 모

두 각 항목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V와 라디오 모두 두 군간에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재미있다 항목은 T V의 경우 적극적 시·청취군의 경우 3.35

점, 소극적 시청취자군은 2.94점에 불과했으며, 라디오에서는 3.36점과 2.75점으로

모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유익성

이었으며, 적극적 시·청취자군에서는 3.74점, 3.82점, 그리고 소극적 시·청취군에

서는 3.53점, 3.25점으로 이는 모두 적극적 시청취군이 유의하게 높은 이미지를 갖

고 있었다.

표 11. 방송건강프로그램 이미지

적극 시ㆍ청취군 소극 시ㆍ청취군
t - 값

평균 ± S.D. 평균 ± S.D.

T V 18.18 ± 7.99 14.13 ± 5.00 6.86* **

유익하다 3.74 ± 0.87 3.53 ± 0.79 2.72* *

신뢰 할 수 있다 3.75 ± 0.80 3.37 ± 0.80 4.92* **

재미있다 3.35 ± 0.95 2.94 ± 0.95 4.33* **

이해하기 쉽다 3.70 ± 0.85 3.40 ± 0.79 3.78* **

라디오 3.60 ± 0.84 3.06 ± 0.57 6.02* * *

유익하다 3.82 ± 0.98 3.25 ± 0.77 5.50* **

신뢰 할 수 있다 3.75 ± 0.89 3.12 ± 0.68 6.51* **

재미있다 3.36 ± 1.02 2.75 ± 0.89 5.32* **

이해하기 쉽다 3.59 ± 0.91 3.11 ± 0.72 4.89*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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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방송건강 프로그램의 인지 도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중 프로그램의 형식과 시청취 동기와 주된 이

유, 그리고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그

리고 보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강행위로의 실천정도에 관하여, 이 때 적극 시

청취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12).

적극 시청취군이 인지하는 건강방송프로그램의 형식은 뉴스나 교양, 일반 프로

그램의 건강 관련 꼭지 프로그램이 전체의 59.7%, 공익 광고 형태가 27.9%였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12.4%였으며, 건강방송전문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처음에 시ㆍ청취하게 된 동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

서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연히 시·청취하게 된 경우가 33.3%

였다.

또한 즐겨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시ㆍ청취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에 유익하기 때

문에와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 필요해서가 각각 45.8%, 42.8%를 차지하여 전체의

88.6%였다.

시ㆍ청취 후 주위 사람들과 건강방송에서 얻은 의료정보를 나누는 지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91.6% , 생활에서 실천 정도는 8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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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적극적 시청취자군의 방송건강프로그램 인지 단위 : 명(% )

항 목 세부 내용 빈 도

프로그램 형식 전문프로그램 0 (0.00)

건강 관련 코너 : 뉴스나 교양 65 (32.3)

건강 관련 코너 : 일반프로그램 55 (27.4)

공익광고 56 (27.9)

잘모르겠음 25 (12.4)

시청취 동기 우연히 67 (33.3)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5 ( 2.5)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114 (56.7)

광고 등으로 14 ( 7.0)

잘 모르겠음 1 ( 0.5)

시청취 주된 이유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 필요해서 86 (42.8)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92 (45.8)

프로그램이 재미있기 때문에 12 ( 6.0)

무료감을 달래기 위해서 2 ( 1.0)

그냥 틀어져 있어서 9 ( 4.4)

주위 사람들과 대화 전혀 안함 4 ( 2.0)

별로 안함 33 (16.4)

보통 92 (45.8)

자주 52 (25.8)

매우 자주 20 (10.0)

실천 정도 전혀 안함 3 ( 1.5)

별로 안함 26 (12.9)

보통 103 (51.2)

자주 47 (23.5)

매우 자주 22 (10.9)

계 2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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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건강방송 프로그램 만족도

건강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주제의 다양성과 방송

시간대, 건강정보의 제공 형식, 정보의 양, 난이도,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적인 만족도의 8개 항목을 비교하였다(표 13).

그 결과 두 군간 비교에서 한 항목 방송시간 즉 정보의 양적인 측면을 제외하

고는 모두 매우 유의한 만족도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시ㆍ청취군이 소극적 시ㆍ청취군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그 가운데 방송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적극적 시ㆍ청취군이 3.70점인데

비해 소극적 시ㆍ청취군은 3.33점으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주제의 다양

성과 방송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적극군은 3.44점과 3.53점을 나타냈으나, 소극군은

3.12점과 3.1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건강 프로그램 전체적인 만

족도는 적극적 시ㆍ청취군이 3.61점, 소극적 시ㆍ청취군 이 3.26점으로 두 군간의

만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건강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건강방송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항목
적극 시ㆍ청취군 소극 시ㆍ청취군

t -값
평균 ± S.D. 평균 ± S.D.

주제의 다양성 3.44 ± 0.74 3.12 ± 0.66 5.00* **

시간대 3.30 ± 0.82 3.05 ± 0.72 3.47* *

진행 방법 3.58 ± 0.81 3.21 ± 0.61 5.49* **

방송시간 (정보의 양) 3.26 ± 0.73 3.09 ± 0.67 2.55

수준 (난이도) 3.53 ± 0.77 3.17 ± 0.64 5.34* **

방송 진행자 3.70 ± 0.85 3.22 ± 0.69 6.71* **

출연자 3.56 ± 0.80 3.12 ± 0.68 6.33* **

프로그램 만족도 3.61 ± 0.76 3.26 ± 0.63 5.37* **

총 점 3.49 ± 0.56 3.16 ± 0.43 7.3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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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가 . 건강프로 그램 형태의 요구도

건강방송프로그램 형태의 요구도 비교(표14)에서는 T V와 라디오의 특성 차이

를 고려하여 각각에 대하여 프로그램 형식, 방송시간, 이용가능한 시간, 적합한 시

각, 방송진행 형식을 조사하였다.

T V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형식에서는 적극적 시청자군(47.7% )

과 소극적 시청자군(47.4% ) 모두 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원했다. 방송시간은 적극

적 시청자군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42.6% )을, 소극적 시청자군은 15분에서 30분

미만(42.8% )을 원했다.

건강방송프로그램 시청취가 가능한 시간으로는 적극적 시청취군은 주중을 소

극적 시청취군은 주말을 선호했으며, 방송을 보기에 적합한 시각은 두 군 모두 저

녁 식사후의 취침전 시간과 출근길의 시간대를 각각 49.0% , 60.2%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진행 형식은 두 군 모두 전문가의 강연식이나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

형식을 53.2% , 55.3%로 주되게 선호하였다. 그 밖에 청취자가 참여한 상담식이 약

20%의 응답을 얻었으며, 소극적 시청취군에서는 7.8%가 기획물 형식을 선호하였

다.

라디오 건강방송프로그램 형식에서는 두 군 모두 건강전문프로그램과 뉴스, 교

양 프로그램 건강 관련 코너의 형태를 주되게 원했다. 소극적 시·청취군의 응답

자 중 14.4%가 공익광고 형태를 원했으나 적극적 청취 군은 응답자 중 6.6%만이

공익광고 형태를 원해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방송 시간은 15분 미만에서 두 군간이 차이를 보여 소극적 시·청취군은 방송

시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8.2% ), 적극적 청취군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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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건강방송프로그램 요구도 비교 : 프로그램 형태

항 목
T V 라디오

적극시청군 소극시청군 적극청취군 소극청취군

프로그램 형식

건강 전문 프로그램 94 (47.72) 135 (47.37) 82 (41.84) 110 (38.60)

뉴스, 교양프로그램 건강관련코너 56 (28.43) 101 (35.44) 44 (22.45) 63 (22.11)

일반 프로그램 건강 관련 코너 25 (12.69) 29 (10.18) 24 (12.24) 42 (14.74)

공익광고 3 ( 1.52) 11 ( 3.86) 13 ( 6.63) 41 (14.39)

잘 모르겠음 19 ( 9.64) 9 ( 3.16) 33 (16.84) 29 (10.18)

방송 시간

15분 미만 18 ( 9.84) 41 (14.49) 33 (19.30) 105 (38.18)

15- 30분 미만 53 (28.96) 121 (42.76) 65 (38.60) 98 (35.64)

30분- 1시간 미만 78 (42.62) 99 (34.98) 45 (26.32) 62 (22.55)

1시간 이상 34 (18.58) 22 ( 7.77) 27 (15.79) 10 ( 3.64)

이용가능시간

주중 101 (54.89) 134 (47.18) 132 (76.74) 194 (71.06)

주말 83 (45.11) 150 (52.82) 40 (23.26) 79 (28.94)

적합한 시각

아침 식사 전후 19 ( 9.50) 1 ( 0.35) 27 (13.43) 13 ( 4.59)

출근길 40 (20.00) 80 (28.17) 29 (14.43) 46 (16.25)

오전중 3 ( 1.50) 5 ( 1.76) 34 (16.92) 92 (32.51)

점심시간 33 (16.50) 24 ( 8.45) 46 (22.89) 26 ( 9.19)

오후 3 ( 1.50) 4 ( 1.41) 8 ( 3.98) 9 ( 3.18)

퇴근길 8 ( 4.00) 8 ( 2.82) 201 (10.45) 28 (11.66)

저녁식사 전후 1 ( 0.50) 4 ( 1.41) 19 ( 4.98) 19 ( 6.71)

취침전 58 (29.00) 91 (32.04) 18 ( 8.96) 26 (9.09)

기타 35 (17.50) 67 (23.59) 8 ( 3.98) 19 ( 6.32)

방송 진행 형식

전문가의 강연식 59 (32.07) 58 (20.42) 52 (30.06) 62 (22.63)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식 57 (30.98) 99 (34.86) 84 (48.55) 101 (36.86)

청취자가 참여한 상담식 38 (20.65) 55 (19.37) 23 (13.29) 52 (18.98)

드라마 형식 16 ( 8.70) 32 (11.27) 8 ( 4.62) 9 ( 3.28)
오락 퀴즈 형식 10 ( 5.43) 17 ( 5.99) 3 ( 1.73) 12 ( 4.38)

기획물 형식 3 ( 1.63) 22 ( 7.75) 0 ( 0.00) 8 ( 2.92)

공익광고 형식 1 ( 0.54) 1 ( 0.35) 3 ( 1.73) 30 (10.95)

계 201(100.0) 285 (100.0) 201(100.0) 2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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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분 미만이 전체의 38.6%로 많았고 그 다음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방송을 듣기에 적합한 시각은 두 군 모두 오전시간을 지적했다.

방송진행 형식에 있어서는 적극적 청취군은 48.5%가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

식으로 소극적 청취군도 36.9%가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형식을 원했다. 그러나

공익 광고 형식에 있어서는 적극적 시청취군이 1.7% 소극적 시청취군이 11.0%로

T V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시청취군이 공익 광고 형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 . 건강방송 프로그램 주제에 대 한 요구도

건강방송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건강행위, 일반

질환, 그리고 의료정책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세부 주제별 방송 요구

도를 조사하였다(표 15).

건강행위 8개 세부 주제에 대한 요구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적극적 시ㆍ청취

군과 소극적 시ㆍ청취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5점 만점에 3.81점, 3.76점이

었다. 그러나, 각 항목별 비교에서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흡연, 음주, 영양 및 식습관, 건강보조식품섭취 등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시·청취군의 경우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정기검진 및 예방 접종,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영양 및 식

습관으로 모두 평균 4점 이상이었다. 그 외의 항목도 모두 3점 이상이었다. 반면

에 소극적 시·청취자군의 경우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높고 4점 이상

인 유일한 항목이었다. 가장 낮은 항목은 건강보조식품섭취로 2.86으로 부정적인

결과였다. 음주와 흡연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소극적 시·청취

군에서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일반 질환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 4.03점과 3.91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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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각 질환별 요구도에서는 안과질환, 소화기질환, 심혈관질

환, 고혈압·당뇨병·중풍 등이 만성질환, 그리고 암 등에서만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 시청취군에서는 암, 만성질환, 치과질환의 순으로 높은 요

구도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적극적 시청취자군에서는 암, 만성질환, 임신과 출산

등을 포함하는 여성 건강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직업병 및 산업재해에 대해

서는 유일하게 적극적 시청취군에 비하여 소극적 시청취군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

다.

그 외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주제에 대한 요구도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은 소극적 시청취자군이 적극적 시청취자군에 비하여

요구도가 더 높았다. 각 항목별로 보면, 성교육 등을 포함하는 성(性)이라는 주제

에 대해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다. 적극적 시청취군은 노인건강

4.30점, 사고예방 및 응급 처치 4.05점, 의료기관 이용정보 3.98점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비해, 소극적 시청취군은 제일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성,

사고예방 및 응급 처치, 노인 건강 순이었으며, 각각 4.19점, 4.18점, 그리고 4.13점

이었다

종합하면 적극적 시·청취자군의 경우 일반질환, 의료정책 및 기타 그리고 건

강행위에 대한 건강방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암과 노

인 건강이 4.43점과 4.3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소극적 시·청취자군은 의료

정책 및 기타, 일반 질환 그리고 건강행위에 대하여 요구도를 나타내었으며, 건강

방송의 주제로 암과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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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건강방송프로그램 요구도 비교 : 프로그램 내용

적극 시ㆍ청취군 소극 시ㆍ청취군
t -값

평균 ± S.D. 평균 ± S.D.

건강행위 3.81 ± 0.59 3.76 ± 0.57 0.85
정기 검진/ 예방접종 4.15 ± 0.82 3.96 ± 0.78 2.63**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4.30 ± 0.72 4.21 ± 0.7 1.30
흡연 3.47 ± 1.19 3.82 ± 1.04 - 3.37* * *

음주 3.52 ± 1.17 3.73 ± 1.00 - 2.05*

영양/ 식습관 4.21 ± 0.78 3.98 ± 0.82 3.18**

건강보조식품섭취 3.17 ± 1.00 2.86 ± 1.02 3.37**

일반질환 4.03 ± 0.56 3.91 ± 0.51 2.37*

비뇨생식기질환 3.86 ± 0.86 3.75 ± 0.73 1.43
소아과 질환 3.89 ± 0.84 3.82 ± 0.92 0.85
여성건강(임신, 출산 등) 4.04 ± 0.82 4.00 ± 0.83 0.52
치과 질환 4.11 ± 0.76 3.92 ± 0.76 2.76
안과 질환 4.01 ± 0.80 3.85 ± 0.80 2.25*

소화기 질환 4.12 ± 0.82 3.95 ± 0.74 2.38*

호흡기 질환 4.09 ± 0.79 3.99 ± 0.68 1.40
근, 골격, 신경계 질환 4.00 ± 0.82 3.81 ± 0.73 2.62
피부과 질환 3.87 ± 0.77 3.76 ± 0.76 1.55
심혈관 질환 4.06 ± 0.81 3.81 ± 0.82 3.34**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중풍) 4.28 ± 0.81 4.08 ± 0.79 2.71*

정신, 행동장애 3.84 ± 0.91 3.83 ± 0.81 0.07
암 4.43 ± 0.79 4.28 ± 0.75 2.12*

직업병/ 산업재해 3.77 ± 0.92 3.90 ± 0.82 - 1.62
의료정책 및 기타 3.99 ± 0.63 4.01 ± 0.53 - 0.41
사고예방/응급처치 4.05 ± 0.89 4.18 ± 0.78 - 1.55
재활 보건 3.88 ± 0.91 3.81 ± 0.81 0.80
노인 건강 4.30 ± 0.82 4.13 ± 0.72 2.44
성(性)(성교육 등) 3.92 ± 0.91 4.19 ± 0.78 - 3.41* *

의료정책
(의료보험, 의약 분업) 3.77 ± 1.01 3.84 ± 0.82 - 0.89

의료기관이용정보 3.98 ± 0.84 3.89 ± 0.76 1.26

총평균 3.97 ± 0.47 3.90 ± 0.42 1.6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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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이 연구는 유선 및 공중파 T V 방송과 라디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방송되고 있

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취정도에 따른 건강인지와 건강프로그램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시청취정도는 기존의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관적으

로 평가했을 때 즐겨 보는 군을 적극적 시청취군으로, 그렇지 않은 군을 소극적

시청취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간의 건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욕구 증대와 질병양상 변화를 볼 때 질병 발생 후 치료

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을 우선시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보건교육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방송매체를 통한 방법은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가장 많은 대중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큰 힘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성인들의 85.2%가 정부의 건강에 대

한 교육 홍보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6),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의 건강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

제점이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방송은 전문인이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관습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건강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국내 연구나 조사로는 건강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우석

균, 1995)나 시청률 조사 등이 유일한 관련 연구(KBS, 1994; 1995)이며, 국외 연구

에서는 단편적인 방송캠페인의 효과(Macaskill et al. 1992)나 특정 사건 중심의

효과(Krepcho M , 1993)등에 관련되어서는 연구되어진 것이 있었으나 정규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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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송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태의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건강방송프로그램이 보건의료라는 전문성이 필요한 방송

임을 생각할 때. 고조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지,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건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현대 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본 목적인 기존의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청취 경험

이 있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시청취 경험이 없는 인구집단에서의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보는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청취 경

험이 전혀 없는 군의 비율이 전체 연구 대상자의 4%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즐겨 보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시청취자군을

소극군과 적극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구분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건강 방송프

로그램을 즐겨보는 지를 주관적으로 판단케 한 결과로 계량화된 엄격한 기준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강방송프로그램이 전문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차지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설문 조사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방송의 개념도 유선

방송을 포함한 T V와 라디오 방송임을 면접 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 대상을 서울과 경기지역 인구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인구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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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은 가능하나 심도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가 . 건강인지/ 의료이 용특성/ 건강행위

프로그램 시청취 정도별로 일반적인 특성 비교를 고찰하여 보면 연령에 따라

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건강 전문 방송은 주

된 청취자군을 50세 이상 주부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남성을 대상으로 제

작되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극 시청취군중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문제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경우 방송 제작시 중학교 졸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

작하는 것에 비해 건강 방송을 적극 시청취하는 군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86.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건강 방송이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교양프로그램이므로 교육

수준이 높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소극 시청취군 역

시 교육 수준이 높은 군에 분포가 많은 점을 볼 때 표본집단 추출 과정에서 교육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건강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이 오전 시간이므로 직업에 따른 T V나 라디오

에 대한 접근성이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가정주부, 자영

업, 무직 등의 직종이 소극 시청취군에서는 30.9%를 차지하는 반면 적극 시청취군

은 56.3%나 되었다.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이용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와 관련

이 있고 적극적 시청취군에서 건강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 수준의 분포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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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 시청취군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은 단일 변량의 분포 분석에서

더 높았으며(P < 0.00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부록 표 2 참조). 결국 건강방송프로그

램을 즐겨 이용하는 군의 특성이 현재의 건강 상태 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건

강을 염려하거나 관심이 많아서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주요 건강행위(10가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와 실천 정도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행위 중요도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실천 정도에

서는 적극 시청취군과 소극 시청취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 항목이 많

았다. 실제로 건강 행위에 대하여 그 중요성은 두 군 모두 인지하지만 건강 방송

을 열심히 듣는 적극 시청취군이 보다 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목별로 실천 정도에 대한 비교를 하면, 정기 검진 및 예방 접종이나 운동

의 두 건강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도 인식 점수와 실천 점수 비교에서 두 군 모두

가장 큰 폭의 점수 차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목욕이나 사우나, 이 닦기 등의 일

상 생활에서 밀접한 행위들의 경우 중요도인지 점수와 실천 점수에 큰 차이가 없

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건강방송프로그램의 역할 중에는 시청취자들이 중요하

다고 인지하는 것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등이 있을 것이다.

나 . 건강 프로그 램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의료 정보 취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매체, 가족, 학교,

보건의료인, 책자와 포스터 등 다양한 정보 취득원 중 T V나 라디오를 포함한 대

중매체가 가장 주된 건강 정보 입수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적극,

소극 두 군 모두 방송매체가 가장 높은 정보 취득원이었다. 건강행위의 경우 소극

- 47 -



적 시청취군이 58.9%를 방송매체에서 정보를 얻는데 비하여 적극적 시청취군은

74.5%를 방송매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질환에 관한 정보도 두 군 모두 60%

이상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반면 전문인력을 통해 얻는 부분이 10% 미

만이었다. 미국 South Dakoda 주민 1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수 응

답의 결과 전문인에게서 40%,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서 62%, T V와 라디오

방송매체에서 43%가 보건의료 정보를 취득한다고 결과(Arnold et al., 1996)를 볼

때 우리 방송매체가 정보 취득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느끼게 된다. 또한 방송매

체는 주된 정보 취득원 으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그 빈

도가 너무 낮은 전문인력의 영향 정도 점수를 제외한다면, 각 부분에서 공히 전달

한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외국 선행 연구에서

는 전문가가 8.3, 신문이 6.6, 라디오가 6.1 그리고 T V가 5.8를 받은 결과와 비교

하여 보면(Arnold et al., 1996), 이는 우리 나라 방송매체에 의한 영향 정도는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결과 비교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로 방송매체의 건강프

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시 청취군의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방송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는 T V와 라디오를 구분하여, 각 매체별로 유

익성, 신뢰성, 재미, 그리고 이해가 쉬운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8개 항목 모두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대답하여, 방송 제작

에 있어서 소극적 시청취군이 갖는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목 중 재미와 이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점은 교양방송의 특성에

서 원인을 찾는다 할 지라도, 건강방송의 유익함과 신뢰감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5

점 만점에 평균이 3점(보통이다)에 가까운 점은 세부적인 추후 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찾아야만 건강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취률 향상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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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건강방송을 즐겨 이용하는 군에서조차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4점) 라고 대답하는데 주저함을 보이고 있으며, T V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 연구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방송 내용의 객관성, 정확성,

충분성, 가독성 항목에 대한 판단 결과와 비교할 때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균, 1995).

건강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만족도 결과

는 정보의 양을 의미하는 방송 시간 항목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시청취군이 소극

적 시청취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두 군 모두 방송 진행

자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방송시간

(정보의 양)의 경우 두 군 모두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는 건강방송이 방송되는 시간대였다. 그 외에 적극적 시청취군의 경우

주제의 다양성과 출연자에 대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와의 비교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비교가 가능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의 결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은 객관성을 잃기 쉬우나, 만

족도 각 항목과 이미지 조사에서 보여준 결과는 현재의 건강방송이 전문프로그램

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와 장점을 부각시키는 점에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 건강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도

건강 방송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요구도는 현재 진행되거나 혹은 최근에 진행

된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지 조사

는 소극적 시청취군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이 많아 적극적 시청취군의

응답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시청취한 건강방송프로그램 형식은 적극적 시청취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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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가 뉴스나 교양 또는 일반 프로그램에 꼭지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강 관련

코너에서, 그리고 27.9%가 공익광고 형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건강방송프로그

램 형태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두 군 모두 건강 전문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

장 선호하였다. 뉴스, 교양 혹은 일반 프로그램에 한 꼭지를 차지하는 것보다 높

은 응답률이었으며, 이는 비교 두 군간에도 T V와 라디오 매체 모두 같은 결과였

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방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전문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라디오 프로그

램이 4개, T V 프로그램이 2개, 그리고 유선 방송에서 건강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

나, 전문 프로그램 형태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이른 아침

과 방송 매체를 접하기 가장 모호한 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방송 시간대를 보면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 만족도에서 방송 시간대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시간에 대하여 T V는 주중

혹은 주말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라디오는 주중 방송을 적극적,

소극적 시청취군 모두 선호하였다. 방송 시간대의 경우 T V의 경우 적극적, 소극

적 시청취군 모두 취침 전 저녁 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라디오의 경우 오전

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T V와 라디오에 대한 시청취군의 요구도가 다르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방송 진행 형식은 각 매체와 각 군 모두 전문가와 사

회자와의 대화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형식은 주로 전문가 강연식, 사회자와 전

문가와의 대화식, 그리고 청취자가 상담을 하는 형식 등 주되게 전문가의 참여를

원하여 우리 나라 시·청취자들의 전문가 선호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건강방송 주제에 대한 요구도는 적극적 시 청취군의 경우 일반 질환에 대한

방송을 요구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극적 시 청취군은 의료 정책 및 기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건강행위에 대한 요구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이나

항목별 요구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적극적 시청

취군의 경우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노인 건강, 만성질환 등의 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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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 시청취군은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성, 그리

고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일반 질환별 비교에

서 두 군이 암, 만성질환 등이 과별 질환에 비하여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점

에선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방송 내용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분류 기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시청취군의 요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방송프로그램이 진정한 대중

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그 자체 보

다는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다.

3. 향후 건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욕구 증대와 질병양상 변화를 보면, 예방과 조기 진단만

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이나 AIDS , 올바른 건강 행위와 생활 습관

만으로 발생을 막고 치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만성 질병이 이 시대의

건강과 관련된 걱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질병발생 후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을 우

선시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보건교육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보건교

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방법은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가장 많은 대중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매체보

다 큰 힘을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건강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중심으로

구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방송은 전문인이 제작하거

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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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관습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청취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프로그램 기

획단계에서 고려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프로그램이 시

청취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질적 향상 및 방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 정보의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건강

생활 습관을 포함한 예방 영역, 병의원 이용방법, 보건 의료 정책, 생활 속의 건강

정보, 환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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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 연구는 건강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방송 매체의 건강프로그램에 시청취 현황 및 시청취자들의 건강 인지와 건강 행

위 실천전도,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인구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200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 까지 개별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건강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취정도에 따라 적극적 시청취군과, 소극적 시청취군으로 분류하

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45세 이상군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한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건강방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시청취자들이 소극적 시청취자들 보다

건강에 대하여 걱정과 관심이 많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경험하여

병 의원 외래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행위 실천에서도

적극적 시청취자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방송매체를 통하여 주로 건강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적극적 시청취자들

은 건강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의 다양성, 시간대, 진행방법, 방송시간

(정보의 양), 난이도,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 등에 대한 만족도가 소극적 시청취자

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건강 프로그램의 형식과 관련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T V 건강방송프

로그램의 형태와 관련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형식은 건강전문프로그램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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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30분- 1시간, 시간대는 취침전 저녁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강연이나 대화

형식을 선호하였다. 한편,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건강전문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시간대는 점심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그리고 전문가의 강연이나 대화

형식을 선호하였다.

다섯째,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방송의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

시청취군은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노인 건강, 만성질환의 순으로 많았으며,

소극적 시청취군은 암,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성, 그리고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암이나 건강 생활을 위한 습관의 필요성은 두 군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차이에서 오는 질환의 주제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건강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유익하다 와 신뢰

할 수 있다가 가 재미있다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각 항목의 만족도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 할 때, 현재 건강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 는 질병의 진단 방법 및 치료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 시청취자들의 폭넓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의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건강 생활 습관

을 포함한 예방 영역, 병의원 이용방법, 보건의료정책, 생활 속의 건강 정보, 환자

의 역할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 되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의료에 관한

주된 정보취득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관련된 전문

가들을 참여시켜 질적 향상 및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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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 ealth Behav ior an d Program Cognition by Au dience's

Attitu de tow ard H ealth Program of Broadcast

You, Hae Shu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h, Il, M.D., Ph .D)

T his study is about audience ' s cognition s, attitudes in relation to health

activities and dem ands toward health program s of T V (cable and aerial) and

radio. T he subject of this study w as 500 resident s ov er 20 y ear s old living in

Seoul and Ky ong - ki province. T hey w ere categoriz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tow ard health program s : the activ e audience group and the

passiv e audience group. T he main finding s are as follow s :

1. T he audience group con sisting of people who w ere ov er 45 year s old,

had high education , w ere married, and who had high average m onthly income

showed an active attitude tow ard health program s .

2. T he activ e audience w as m ore concerned about health . T hey had ex 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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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of illness or injury . T hey also had experience of being anout - patient in a

hospital or a clinic.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activ e audience practiced

health - related activities m ore than the passiv e audience.

3. T V and radio w ere two major information sources . T he activ e audience

depended heavily on T V and radio to get inform ation about health - related

activities . T he activ e audience group w as more satisfied with health program s

than the passiv e audience group in following item s : div er sity , broadcast time,

form at , duration (the quantity of inform ation ), difficulty lev el, program

presenter s and guest speaker s .

4. Audience ' s dem ands tow ard health program s w ere analyzed. Both groups

said they preferr ed T V program s which are in the form at of professional

lectures or talk - show s broadcasted at night around bedtim e for thirty minutes

up to one hour . A s for r adio, they preferred program s which are in the form at

of professional lectures or talk - show s broadcasted in w eekday m orning/ lunch

tim e for less than thirty minutes.

T he activ e audience group cited cancer , ex ercise, regular life, health for old

age, and chronic illness as their priorities , while the passiv e audience group

cited cancer , ex ercise, sex ,regular life, accident prev ention and fir st aid as

their priorities . T V and radio program s function as m ajor inform ation sources

for health services .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mage and satisfaction

rate of these program s . Currently these program s focu s on the diagnosis and

treatm ent of illness . In order to m eet the ev er increasing public dem and,

program s should be div er sified and specialized in term s of it s content s and

form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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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록 표 1. 각 요인별 시청취수준의 다변량 분석1 )

변 수 회귀 계수 t - 값 p- 값
2 )

주관적 건강 0.093 0.973 0.3310

건강에 대한 걱정 0.364 3.705 0.0002

건강에 대한 관심 0.286 3.339 0.0009

건강행위 중요도 인지 1.034 1.304 0.1928

건강행위 실천 정도 0.740 1.065 0.2876

건강방송 총만족도 2.168 5.185 0.0001

건강행위 요구도 0.035 0.095 0.9247

일반질환 요구도 - 1.456 - 1.837 0.0669

보건정책 및 기타 분야 요구도 0.009 0.025 0.9804

1) 0: 소극적 시·청취군

2)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병의원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 T V와 라디오

이용 수준을 보정한 후 회귀분석에서 계산된 t - 값과 p -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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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건강프로그램 청취여부와 관련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비차비 95% 신뢰구간

연령 20- 44 1.0

45- 64 3.20 (1.84, 5.59)

65 이상 7.30 (2.37, 22.52)
성별 남 1.0

여 0.89 (0.51, 1.5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고졸 0.88 (0.37, 2.07)

대재 이상 0.93 (0.37, 2.31)

직업 화이트칼라 1.0
블루칼라 0.79 (0.37, 1.70)

가정주부 1.90 (0.88, 4.11)

학생 0.73 (0.25, 2.19)
기타 0.78 (0.37, 1.64)

결혼상태 미혼 1.0

기혼 2.62 (1.16, 5.92)
본인 질병 경험 예 1.0

아니오 0.72 (0.38, 1.37)

가족 질병 경험 예 1.0

아니오 0.57 (0.35, 0.94)
외래 이용 경험 예 1.0

아니오 1.00 (0.53, 1.91)

건강에 대한 관심 없다 1.0
보통 1.49 (0.79, 2.82)

있다 2.36 (1.29, 4.34)

하루 T V 이용시간 무 1.0
1시간 미만 1.04 (0.32, 3.36)

1시간 이상 0.57 (0.18, 1.83)

하루 라디오 이용시간 무 1.0
1시간 미만 1.72 (1.00, 2.97)

1시간 이상 1.72 (1.25, 2.35)

방송건강프로그램만족도 불만족 1.0
보통 2.25 (0.60, 8.45)

만족 8.08 (2.07,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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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T V 및 라디오 일일이용 수준 비교

적극 시청취군 소극 시청취군 χ2 - 값

T V

전혀 이용 않음 16 ( 8.04) 11 ( 3.86)

5.90

30분 미만 48 (24.12) 61 (21.40)

30분 - 1시간 43 (21.61) 59 (20.70)

1시간 - 2시간 38 (19.10) 70 (24.56)

2시간 이상 54 (27.14) 84 (29.47)

라디오

전혀 이용 않음 48 (24.00) 105 (36.84)

18.11* * *

30분 미만 47 (23.50) 82 (28.77)

30분 - 1시간 34 (17.00) 37 (12.98)

1시간 - 2시간 27 (13.50) 28 ( 9.82)

2시간 이상 44 (22.00) 33 (11.58)

계 201(100.0) 2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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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D

방송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2. 성별 □ 1) 남자 □ 2) 여자

△ 건 강 상 태 와 의 료 이 용 수 준

문1.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연세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건강한 편이다 □ 5) 매우 건강하다

문2. 귀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자주 걱정하십니까?

□ 1) 매우 걱정한다 □ 2) 걱정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문3. 귀하는 일상 생활에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 1) 매우 많다 □ 2) 있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없는 편이다 □ 5) 전혀 없다

문4.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1) 피운다 □ 2) 피우다가 끊었다 □ 3) 전혀 피운 적이 없다

문5. 귀하는 현재 술을 드십니까?

□ 1) 마신다 □ 2) 마시다가 끊었다 □ 3) 전혀 마신 적이 없다

문6. 귀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6a로) □ 2) 아니오 ( 문7로)

문6-a. 최근 1개월 이내에 경험하신 질병이나 부상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01) 비뇨생식기 질환 □ 02) 소아과 질환 □ 03) 여성 건강(임신, 출산 포함)
□ 04) 치과 질환 □ 05) 안과 질환 □ 06) 소화기 질환
□ 07) 호흡기 질환 □ 08) 근, 골격, 신경계 질환 □ 09) 피부과 질환
□ 10) 심혈관질환 □ 11)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
□ 12) 정신, 행동 장애 □ 13) 암 □ 14) 직업병/ 산업재해

문7. 귀하의 가족 중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 1) 예 ( 문7a로) □ 2) 아니오( 문8로)

문7-a. 최근 1개월 이내에 경험하신 질병이나 부상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01) 비뇨생식기 질환 □ 02) 소아과 질환 □ 03) 여성 건강(임신, 출산 포함)
□ 04) 치과 질환 □ 05) 안과 질환 □ 06) 소화기 질환
□ 07) 호흡기 질환 □ 08) 근, 골격, 신경계 질환 □ 09) 피부과 질환
□ 10) 심혈관질환 □ 11)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
□ 12) 정신, 행동 장애 □ 13) 암 □ 14) 직업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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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의료 이용 상태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본인 제외 가족

병·의원 외래이용 경험 (최근 1개월) □ 유(방문건수 _ _ 건) □ 무 □ 유 □ 무

병·의원 입원 경험 (최근 1년 ) □ 유(방문건수 _ _ 건) □ 무 □ 유 □ 무

한의원 이용 경험 (최근 1개월) □ 유(방문건수 _ _ 건) □ 무 □ 유 □ 무

약국 이용 경험 (최근 1개월) □ 유(방문건수 _ _ 건) □ 무 □ 유 □ 무

보건소 이용 경험 (최근 1개월) □ 유(방문건수 _ _ 건) □ 무 □ 유 □ 무

△ 건 강 행 위 실 천 정 도 / 건 강 행 위 별 방 송 프 로 그 램 의 영 향

문9. 귀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다             □ 2) 적다 □ 3) 보통이다
□ 4) 많다 □ 5) 매우 많다

문10.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실
천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실천하고 계세요?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이다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
됨

전혀

안함

별로

안함
보통 자주함

매우

자주함

해당

없음

1) 정기검진/예방접종 1 2 3 4 5 1 2 3 4 5 6

2) 운동 1 2 3 4 5 1 2 3 4 5 6

3) 규칙적인 생활 1 2 3 4 5 1 2 3 4 5 6

4) 흡연 절제 1 2 3 4 5 1 2 3 4 5 6

5) 음주 절제 1 2 3 4 5 1 2 3 4 5 6

6) 영양/식습관 1 2 3 4 5 1 2 3 4 5 6

7) 체중 조절 1 2 3 4 5 1 2 3 4 5 6

8) 목욕/사우나 1 2 3 4 5 1 2 3 4 5 6

9) 규칙적으로 이 닦기 1 2 3 4 5 1 2 3 4 5 6

10) 건강보조식품 섭취 1 2 3 4 5 1 2 3 4 5 6

※ 다음 11번 문항 이후의 각 질문에 대하여 TV는 유선방송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세요..
문11. 다음을 각 항목별로 대답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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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련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여기서 얻은 정보가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1) 건강 행위

정기검진/예방접종 , 운동 , 흡연 ,

음주 , 영양/식습관 , 건강보조식품

섭취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 기타(인터넷 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해당
없음

1 2 3 4 5 6

2) 질환에 관한 정보

각종 질환, 직업병/산업재해 등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 기타(인터넷 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해당
없음

1 2 3 4 5 6

3) 보건의료 관련 정책

의료보험/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의료기관이용정보, 성(性),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재활 보건, 노인보건

등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
□ 기타(인터넷 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해당
없음

1 2 3 4 5 6



△ 방송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태도

문12. 다음의 각 대중 매체별로 하루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T 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pc통신

1) 전혀 이용 안함 2) 30분 미만 3) 30분- 1시간미만
4) 1-2시간 미만 5) 2시간 이상

문13. 다음의 각 매체별로 하루 중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찾아 모두 해 주십시오.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pc통신

13- 1) 아침식사 전후

13-2) 출근길

13-3) 오전 중

13-4) 점심 시간

13-5) 오후

13-6) 퇴근길

13-7) 저녁식사 전후

13-8) 취침 전

13-9) 기타

문14. 귀하께서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보

기

매우 아니다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 2 3 4 5

문14a
TV

문14b
라디오

1)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2)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4) 이해하기 쉽다

문15. 최근 1년 간 TV나 라디오에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TV와 라디오 모두 □ 2) TV에서만□ 3) 라디오에서만 ( 문16로)

□ 4) 전혀 시·청취 경험이 없다 ( 문15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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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a. 한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해 주십시오. ( 문25로)
□ 1)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 □ 2) 시간이 맞지 않는다
□ 3)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 4) 건강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
는다
□ 5) 평소에 TV나 라디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 6) 건강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어렵다 □ 7) 건강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

문16. 즐겨 보거나 듣는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7. 즐겨 보거나 듣는 건강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모두 해 주십시
오.

□ 1) 건강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 2)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중 건강 관련 코너
□ 3) 건강 프로그램은 아니나 일반프로그램에서 건강 문제를 다룬 경우
□ 4) 의약분업 홍보나 청소년금연광고와 같은 짤막한 형식의 공익광고
□ 5) 잘 모르겠음

문18. 처음에 건강프로그램을 시·청취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우연히 □ 2)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 3)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
어서
□ 4) 광고 등으로 □ 5) 잘 모르겠음

문19. 건강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나 듣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해서 □ 2)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 3) 프로그램이 재미있기 때문에 □ 4) 무료감을 달래기 위해서
□ 5) 그냥 틀어져 있어서

문20. 건강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 1) 전혀 안함 □ 2) 별로 안함 □ 3) 보통
□ 4) 자주 □ 5) 매우 자주

문21. 건강프로그램에서 들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실천하십니까?
□ 1) 전혀 안함 □ 2) 별로 안함 □ 3) 보통
□ 4) 자주 □ 5) 매우 자주

문22. 선생님께서 지난 1년간 시·청취한 경험이 있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르
겠음 응답란

1) 주제의 다양성 1 2 3 4 5 6

2) 시간대 1 2 3 4 5 6

3) 진행 방법 1 2 3 4 5 6

4) 방송 시간 (정보의 양) 1 2 3 4 5 6

5) 수준 (난이도) 1 2 3 4 5 6

6) 방송 진행자 1 2 3 4 5 6

7) 출연자 1 2 3 4 5 6

8) 프로그램 전체적인 만족도 1 2 3 4 5 6

- 66 -



△ 방 송 건 강 프 로 그 램 에 대 한 요 구 도

문23. 다음 각 주제별로 TV나 라디오 방송 건강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 강 행 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해당
없음 응답란

1) 정기 검진/예방 접종 1 2 3 4 5 6

2)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1 2 3 4 5 6

3) 흡연 1 2 3 4 5 6

4) 음주 1 2 3 4 5 6

5) 영양/ 식습관 1 2 3 4 5 6

6) 건강보조식품섭취 1 2 3 4 5 6

일 반 질 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해당
없음 응답란

1) 비뇨생식기 질환 1 2 3 4 5 6

2) 소아과 질환 1 2 3 4 5 6

3) 여성 건강(임신, 출산 포함) 1 2 3 4 5 6

4) 치과 질환 1 2 3 4 5 6

5) 안과 질환 1 2 3 4 5 6

6) 소화기 질환 1 2 3 4 5 6

7) 호흡기 질환 1 2 3 4 5 6

8) 근, 골격, 신경계 질환 1 2 3 4 5 6

9) 피부과 질환 1 2 3 4 5 6

10) 심혈관 질환 1 2 3 4 5 6

11)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중풍) 1 2 3 4 5 6

12) 정신, 행동 장애 1 2 3 4 5 6

13) 암 1 2 3 4 5 6

14) 직업병/산업재해 1 2 3 4 5 6

의 료 정 책 및 기 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해당
없음 응답란

1) 사고 예방 및 응급 처치 1 2 3 4 5 6

2) 재활 보건 1 2 3 4 5 6

3) 노인 건강 1 2 3 4 5 6

4) 성(性) (성교육 등) 1 2 3 4 5 6

5) 의료 정책 (의료보험, 의약분업) 1 2 3 4 5 6

6) 의료기관 이용 정보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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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떤 형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 V 라디오

1) 건강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2)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중 건강 관련 코너

3) 건강 프로그램은 아니나 일반프로그램에서 건강 문제를 다룬 경우

4) 의약분업 홍보나 청소년금연광고와 같은 짤막한 형식의 공익광고

5) 잘 모르겠음

문25. 건강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까?

T V 라디오

1) 15분 미만 2) 15분 이상 - 30분 미만

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4) 1시간 이상

문26. 건강프로그램 방송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 중 어느 때입니까?

T V 라디오

1) 주중 2) 주말

문27. 다음 중 건강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T V 라디오

1) 아침 식사 전후 2) 출근길 3) 오전 중

4) 점심 시간 5) 오후 6) 퇴근길

7) 저녁 식사 전후 8) 취침 전 9) 기타 _ _ _ _ _ _ _ _ _

문28. 방송 건강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T V 라디오

1) 전문가의 강연식 2)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식
3) 청취자가 참여한 대화식 4) 드라마 형식
5) 오락 퀴즈 프로그램 형식 6) 기획물 형식
7) 공익 광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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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적 특 성

DQ1. 귀하는 다음 중 어디까지 교육 받으셨습니까?

□ 1)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 재학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01) 가정주부(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 02) 학생
□ 0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0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 05)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 0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 고교 교사 등)
□ 0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위치)
□ 0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 09) 농업·어업·임업
□ 10) 자영업(종업원 9사람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 11) 무직(퇴직자 포함)
□ 12) 기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DQ3. 귀하의 한달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DQ4. 선생님 댁의 한달 평균 총수입(동거 가족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DQ5. 결혼 상태

□ 1) 미혼 □ 2) 기혼 □ 3) 기타 _ _ _ _ _ _ _ _ _ _

DQ6.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세요. (응답자 포함)

가 족 수 남 _ _ _ 명 여 _ _ _ 명 5세 미만 아동 _ _ _ 명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1) 유 □ 2) 무 65세 이상 노인 _ _ 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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