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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건강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의 하나이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건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의 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사이트의 성격에 따른 

건강정보 실태 파악과 건강정보의 내용성 및 신뢰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기

존의 측정도구들을 수정·보완하여 대학병원 39개, 개인병원 50개, 보건소 39개, 및 

건강정보포탈사이트 38개 등 166개의 사이트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이용자의 용이성에 대한 역에서는 다국어 지원은 대학병원이 

46.2%, 사이트 맵 지원의 경우 대학병원 92.3%, FAQ 지원은 개인병원이 50.0%, 

검색기능 지원은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 55.3%, 온라인 도움말은 건강정보제공

포탈 사이트가 23.7%, 단순링크는 대학병원이 100.0%, Pop-up창을 이용한 건강정

보전달은 대학병원이 35.9%로 용이성 역 7문항 중 4문항에서 대학병원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 다.

비 보장성 역에서는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정책(47.4%), 

회원제 운 (71.1%)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개인정보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목적성 역에서는 대학병원 97.4%가 사이트가 추구하는 목적을 기술하 고, 

명확히 그 대상을 언급(74.4%)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로는 의학 상식(79.5%)과 질병 및 증상정보

(58.4%)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건강정보를 질병별(81.3%)로 구분하여 체계적

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제공되는 정보의 보조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의 9.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다. 건강정보 제공량은 50개 미만(41.6%)의 건강정보량을 제공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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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이었으나,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의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정보량을 

제공해주는 곳이 78.9%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종류는 자체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료의 출

처표기는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인 의학상식(43.4%) 자료에 대한 출처 

표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성 역에서는 개인병원의 94.0%가 자료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료의 내부 연결률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연결성을 보

여주었다.

신뢰성 역에서는 대학병원 및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를 제외한 개인병원 

및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저자에 대한 표기, 연락처 기재, 저자의 전문성

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었다. 

상호작용성 역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51.2%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보건

소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의견처리도 73.3%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한 의견수렴기전으로는 게시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7 역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기관별로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평가기준 수립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

에 대해 이 연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 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상 건강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

자에게 건강정보 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규칙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웹사이트 평가제도와 이

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핵심되는 말 :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측정도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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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전 국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의 확대 실시가 적극 추

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품질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건강정보 품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Cline & Haynes, 2001; Eysenbach, 1998; Fallis & Fricke, 2002; 

Jadad et al., 1998)). 

현재까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정

철 등, 2001). 간혹 의료정보, 보건의료정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가 있으며, 보건의료 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음성·음향 및 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정의(송태민 

등, 2002) 하고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기관, 기업, 대학 및 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건강관련 웹사이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건강 

및 의료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 

운 되는 사이트까지 합하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의 양은 실로 방

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약회사, 의과대학 등 관련기관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도 건

강 및 의학정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 되고 있으며, 기존의 포탈사이트에서도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

차 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0).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9천 7백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72.2%에 달하는 7천만 명이 건강·의료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Harris, 2001).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용자가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이터베이스는 스포츠·건강 분야로 조사되었으며(송태민 등 2002; 손애리, 2000), 인

터넷 이용률과 가입자 수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의료정

보를 얻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수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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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네트워크 상의 전자정보의 특징 중의 하나이자 단점은 일반인이 정보

제작을 할 수 있고 쉽게 편집, 변환, 복사하여 순식간에 유통, 전송, 배포할 수 있

는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무기명을 사용하여 출처나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비윤리적이

고 반사회적이기도 한 정보가 무단으로 복제, 배포되고 있다(Oermann, 2002). 

Gahran(2002)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개발 및 제공이 성공적인 웹사이트 운 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구축을 위한 연구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웹사

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유용하게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는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웹 정보 사이트의 정보자체나 정보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이나 권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

되는 유익한 정보는 거의 항상 유해하거나 가치 없는 정보와 섞여 있어 오히려 

정보검색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Timmons, 2001, Wagner, 2001a; 

Wagner, 2001b). 송태민(2002) 등은 일반인 및 관련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현재 및 

미래의 건강정보원으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일반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목적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었다. 이렇듯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서비스는 정부나 기업 등과는 달리 서비스의 내용이 전문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환자나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 및 건강정보를 다루는 신문, 방송기자들조차 이해하

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유사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시술법, 민간요법, 치료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의 하나이며 건강

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건강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의 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다(손애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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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

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정보의 품

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되고 있으며, 간염과 관련된 건강정보 인

터넷 사이트 182개를 분석한 연구(신정하 등, 2000) 결과,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27%), 소비자에게 유해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이트(7.0%), 불필요한 건강 행태나 시간이나 경제적 낭비를 조장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이트(25%),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 사이트

(11%)가 조사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품질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평가자에 의해 검토되고 문제 개선의 필요가 있

음을 보이는 것이며, 그 품질의 평가 및 관리의 시급함을 경고 하고 있다.(Korea 

Internet White Paper, 2001).  

인터넷의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보획득을 위한 설명과 안내’에 

관한 연구(이원식, 1996; 이 행, 1998), ‘정보의 신뢰성, 적합성, 보완성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김수 , 2002; 박동규, 2002; 박경화, 2001), ‘인터넷을 통

한 의료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송홍지, 2001; 이봉재, 1998; 김 조, 

1999; 이 행, 1999; 이은옥, 2000),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료의 발전방향 논

의’(미래과학기술원, 2000),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행태’(김은정, 1999)등 여러 

연구들이 인터넷상의 의료정보의 질·관리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한국보건통계학회,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

관과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건강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손애리(2000)의 연구와 김정은(2003) 

등의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한 연구와 사이

트의 평가분석 등을 실시하여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사례에서의 평가기준이나 일반 사이트 평가기준을 고찰하여 국내 건강정

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 으며 건강정보 사이트 평가분석 

역시 대학병원/종합병원/개인병원 등 의료제공 관련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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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하 듯이 현재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건강정보 관련 사이트의 평

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정보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이트들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평가도구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

는 기관/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건강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정보사이트 특성별

로 홈페이지 운 방식 및 인터넷상의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방안 및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건강정보 제공현황 및 

제공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건강정보 제공 기관종류별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공방식 및 제공내용의 차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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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정보 제공방안과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적 주요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방안과 효율적인 사이트 구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정

보 제공 사이트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들은 의료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으로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현재 운

중인 건강정보 제공사이트에 대한 정보의 제공형태 및 내용에 대한 분석자료 

수집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현재 운 중인 다양한 종류의 건강정보 제공 사

이트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건강정보 제공 기관별 차별성

에 대한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1)국내 인터넷 이용현황

국내는 1982년 서울대와 ETRI간 시스템 네트위크 연결을 효시로 80년대에 인

터넷이 시험적으로 도입되었고, 상용화서비스(1994년), 초고속 서비스(1998년), 무

선서비스 개시(1999년)등이 계기가 되어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를 의미하

는 .kr 호스트 수는 93년 61개에서 2003년 611,518개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5%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http://www.n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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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강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특수성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의 초점이 질병의 치료보다 건

강증진, 예방으로 옮겨 가면서 지금까지의 공급자 우위의 보건의료체계가 빠른 속

도로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소비자들

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있으며, 자가간호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Eysenbach, 2000).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인터넷의 보급과 함

께 새로운 건강정보원으로서 인터넷 건강정보를 급부상 시켰다. 1999년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는 주 건강정보원으로 인터넷이 의사/의료전문가, 가족/친

구, 신문/잡지에 이어 4위 으나 미래에는 예상되는 건강정보원으로는 인터넷이 

의사/의료전문가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Pennbridge,1999).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상자의 

44.5%가 현재 인터넷을 주 건강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미래에

는 70.6%가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송태민 등, 2001). 이렇게 소비

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는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

는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김후정 등, 2004).

의료환경의 변화 이외에 이원재(2002) 등은 질병구조의 변화, 평균수명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기대의 변화, 삶의 질에 

대한 욕구 향상,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의 확대 등을 디지털 의료시

대의 큰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의 현대 의학의 한계,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 최근의 의료환경

의 변화이다. 만성질환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예방의 필

요성 증가, 개인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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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강증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원재(2002) 등은 건강정보를 통한 건강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강증

진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하며 

건강증진 관련 참고자료와 보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의 이론적 배경

Ball 및 Lillis(2001)는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양방향 의사소통

의 원활화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

야에 있어서는 

1) 소비자(환자) 교육, 

2) 질병관리, 

3)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4) 의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5) 관리의 효율성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 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터넷 건강

정보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여과시켜 제공함으

로써 건강정보 공급자 및 건강정보 이용자 각각의 건전한 행위를 유도하고, 나아

가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 홍보를 위한 웹 사이트 구축 등

을 통하여 윤리적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보건

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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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기준 연구

인터넷은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위한 중

요한 매스미디어가 되었다. 최근의 관심이나 보건학적 이슈는 인터넷상에서의 건

강정보의 질에 대해서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

보의 질에 대해 기술, 평가,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결함이 있는 

정보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분포를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오보된 정보의 위험을 보고하는 형태이다(Eysenbach, 2002).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는 질병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공통점이 없는 자료들의 

집합인 건강정보를 단일의 질 기준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Gretchen, 

2002). 하지만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와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

준의 수립이나 그러한 평가도구를 토대로 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단일의 확립된 평가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Powers & Dickson(1973)은 정보시스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만

족도를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 이용자 정보만족도 지표를 만들고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정보만족을 크게 2가지 접근방법 즉,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만족과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속성에 대한 만족으로 보고 있다. 

Doll & Torkzad도(1988)가 개발한 이용자 만족도 측정도구에서는 사용의 용이성, 

내용적합성, 정확성, 적시성, 디자인 등을 보았다.

1997년 Gagliardi 등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를 평가하는 도구를 확인하고, 그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 다. 총 47개의  평가도

구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14개는 평가에 쓰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5개

는 그 사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평가수치에 대한 관찰자내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평가도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하게 개발되

지 않은 평가도구가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거나 관심을 끄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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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4년 뒤 후속연구(Galgliardi & Jadad, 2002)가 진행되

어 51개의 평가도구를 추가로 발견해냈지만, 모두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Paul(1999) 등은 인터넷상의 메드라인과 여러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질 

평가와 관련된 문서들을 검색하고, 건강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에 관한 연구를 하 다. 웹사이트 24개와 5개의 논문을 포함한 29개의 평가도구와 

논문을 통해 165개의 평가기준 항목을 마련하 고, 이중 132개를 12개의 분류로 

그룹화하고 32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 다. 이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평

가항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니 것은 정보의 내용, 사이트의 디자인, 미학적 

요소, 저자와 광고주, 개발자 등의 제시유무 항목이었다. 손애리(2000)의 연구에서 

기존의 여러 평가도구 및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건강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준의 지침을 제시하 는데, 내

용성, 저작성, 목적성, 심미성, 기능성, 피드백 및 비 보장성의 7가지 기준이 그것

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수

정과 보완이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성(2001) 등은 사이트 개설자의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 형식 등의 

건강증진 웹사이트 내용에 대한 평가와 정보 제공기관,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형

태 등의 건강증진 웹사이트 제공현황을 통해 인터넷상의 건강증진정보를 분석하

으며, 김정은(2003) 등은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해 평가

분석을 시도했다.

 박 숙(2000) 등은 인터넷이 그 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

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은 양질의 건강정보 제공, 효과적인 보

건교육 달성 등 보건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접하게 만들 뿐 아

니라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 숙(2000) 등은 보건의료분야에 인터넷을 접목하

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측정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용 효과적이고 양질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

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박 숙(2000) 등은 인터넷을 이

용한 지역사회 여성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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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건강증진 실태 및 사용자 요구사항과 정보수준을 대해 연

구하고 기존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아주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 숙(2000) 등은 국내 여성건강 관련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질병위주, 치료

위주의 건강정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건강정보, 정보의 신뢰성과 가치의 불확실

성, 관련 자료부족, 리적 목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강정보 제공사이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 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비 리적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 하고 것이 필요하며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건강정보를 검증절차를 거쳐 제공하고 질병, 치료보다는 질병예방, 건강

증진 위주로 제공하며 학술정보나 관련통계, 관련사이트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통합적이고 ale을 수 있는 사이트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숙 외의 연구에서는 여성 건강정보 제공사이트에 대한 분석만을 시도하여 전체 

건강정보 사이트에 대한 평가로 일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원재(2002) 등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람들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검증된 효과적인 정보와 자원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 정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건강증진을 위

한 노력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 건강정보 사이트

들이 다수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진료나 질

병 위주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원재(2002) 등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에 반 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분석과 기존의 국내외 건강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효과적이며 검증

된 정보를 신속히 널리 보급하는 것이 건강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검증에 입각한 과

학적인 최신건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정보’와 ‘건강캠

페인’을 구축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수 건강정보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토대

로 연구를 진행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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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연구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리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특정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것들이었다. 연구형태로는 인터넷상에서 단일 질환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평가한 경우와 여러 건강정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와 제공되

고 있는 건강정보 자체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연구 중, 단일 건강정보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질이 불충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90여 개의 문헌들의 리뷰에서 웹사이트에서의 건강정보의 

타당성은 질병이나, 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니 것이어서 많은 경우에서 오도되거나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agliardi, 2002). 

 Impoccjatore 등은 소아발열에 대한 관리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정확

성, 완전성, 지속성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타나냈으며 정확성에서는 41개의 웹페

이지 중 4개만이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Impiccjatore et 

at., 1997).

  간염이라는 단일 질환에 대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의료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한 연구(신정하, 2000)에서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단위로 

검색한 후, 182개의 웹페이지를 분석하 다. 평가 결과 주로 한방정보나 의학적으

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의 정보에서 보건의료행태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정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의약정보 중 일반적인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한 연구(홍은주, 2000)에서 고혈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실증적으로 비교·평가하 다. 평가기준은 정보

의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의약정보 내용

과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 으며 국내외 각각 30개의 사이

트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정보의 신뢰성과 편리성에서는 국내·외 두 군 간

의 차이가 없었고, 사이트의 신뢰성, 일반사항에서는 국외가 국내에 비교하여 우수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자료의 보완성과 내부검색엔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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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목적, 제작자의 명시, 재정적 후원명시, 비 보장, 피드백의 항목에서 모

두 국내가 국외에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정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 중, 유방암, 우울증, 비만, 천식에 대

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한 연구(Gretchen et al., 2001)에서는 이들 건강정

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정보의 포괄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가독성에 대해 평

가하 는데,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 으나, 건강정보를 이해하

는데 있어 높은 가독능력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0개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서미

경, 2000)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 평가기준으로 목적성(명확성), 적절성, 

정확성, 신뢰성, 용이성, 환류성, 지속성 등의 8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

의료정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결과 반수이상의 사이트가 대부

분의 평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

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손애리(2000)는 국내외 홈페이지 평가 기준사례를 통하여 내용성(내용의 질, 최

신성, 자료의 출처, 가독성), 저작성(저자신뢰도, 편견성), 목적성, 디자인과 심미성

(표현성, 배치, 매체사용, 인쇄배치), 기능성(적용 프로그램, 다국어/텍스트/그래픽 

지원, 접근성, 검색기능, 링크성), 피드백, 비  보장성 등의 건강 관련 인터넷 사

이트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성(2001) 등은 건강증진 관련 웹사이트 100개를 선정, 사이트 개설자의 신

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 게재 형식 등 3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보 제공기관, 건강증진 사이버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 형태에 대한 현황을 분

석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총점의 평균은 8점 만점에 4.52점이었

으며 평균 이상 되는 높은 점수를 얻은 웹사이트는 19%, 3점 이하 웹사이트는 

20% 고, 8점 만점을 받은 웹사이트는 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기관 분포도 법인 등 의료관련 사회단체가 전체의 25%로 가장 많았고 주식회

사 및 판매회사도 24%나 되어 연구소, 병원, 보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

공하는 경우보다 최고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이 연구결과에서는 건강증

진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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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관련 웹사이트의 평가와 관리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국가단위 정

보 컨텐츠 분석과 표준화 및 포괄 평가 관리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남미(1999) 등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47개의 측정도구 중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방법들을 수집하여 검토하

으며, 가장 중요한 17개의 항목을 신뢰도(5항목), 내용(7항목), 목적(2항목), 디자

인 및 기술관련 문제(3항목)로 구별하여 한국의 건강정보관련 웹 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 다. 또한 인터넷 자체가 집중적이 아니고 로벌한 매

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도구일지라도 사이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는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 철(2000) 등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건강위해정보를 걸러내어 건강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정보 평가체계를 제시하 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규제 및 건강정보 평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8개의 기준, 

3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건강정보 평가도구, 평가체계의 틀을 개발하 으며 개

발된 평가도구의 타당도는 보건의료정보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목적성, 적절성, 정확성, 용이성, 권위성, 환

류성, 지속성 등 7개 기준 17개 항목에서 14명의 응답자가 모두 ‘매우 중요함’ 또

는 ‘중요함’으로 응답하 으며 목적, 내용의 일관성 등 17개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50% 이상이 ‘매우 중요함’으로 응답하 다. 반면 ‘중요치 않음’으로 응답한 항목이 

많은 기준으로는 용이성, 권위성, 그리고 지속성이었다. 또한 추가로 개인정보의 

기 성, 자료갱신의 최신성, 정보의 최신성 등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 다.

 3)국내·외 건강관련 홈페이지 평가도구 사례

(1)HON Code of Conduct(HONCode)

HONCode는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이 웹에서 획득 가능한 의료, 건

강정보의 신뢰성을 통일시키고 표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독

자로 하여금 항상 자료원과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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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제공자, 건강정보 이용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의학 및 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질

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소비자가 자료원을 알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면, 인터넷상에

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법적 체제가 없으며 동적인 인터

넷을 적시에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자율

규제(self-regulation) 방법을 택하고 있다. 

HONcode를 준수하는 사이트에 자율규제 품질표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건강

정보 이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의 HONcode 원칙 준수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정식으로 인증을 제출한 이후에는 HONcode 원칙

을 지켜야 하며, 인증마크를 남용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보제공자에게 경고

를 보내거나 HON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거함으로써 인증사이트를 관리한다.

귄위성(authority),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신뢰성(confidentiality), 기여성

(attribution), 공정성(justifiability), 저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uthorship), 스

폰서의 투명성(transparency of sponsorship), 광고와 편집정책의 정직성(honesty 

in advertising & edtoirial policy)에 관한 것을 평가한다(Health On the Net 

Foundation, 1998).

 (2)Health Summit I Mtg/Mitreek Systems

정보통신업체인 Mitretek Systems의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

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이용자에게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질을 평가할 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평가를 위한 기준은 

정확성(Credibility) 5문항, 내용성(Content) 5문항, 목적성(Disclosure) 2문항, 연결

성(Link) 4문항, 디자인(Design) 3문항,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3문항, 경고

(Caveat) 1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별로 비중(weight)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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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도록 되어있다.(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1998)

(3)TUFTS University에서 개발한 평가 척도

TUFTS University에서 개발한 이 척도는 양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기 위

한 척도로 내용성(content)과 사용성(usability)을 기준으로 2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져 있다. 웹사이트의 내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 정보의 정확성(accurac), 

양정보의 질(depth of nutrition information), 갱신성(site last updated)을 평가하고 

사용성(usability)으로 효과적인 자료의 접근, 정보의 접근 및 다운로드 시간 등을 

평가한다(http://navigator.tufts.edu/rating.htm).

(4)McGill's Health Sciences and Olser Libraries에서 개발한 평가 척도

McGill's Health Sciences and Olser Libraries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추천된 사이트들은 McGill's Health Sciences and 

Olser Libraries의 지원을 받아 보건교육, 연구 및 임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추천 사이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McGill's Health Sciences and Olser 

Libraries에서 제시하는 기본 기준(main guidelines)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 기준은 

제작자 및 저자의 구분, 저자의 신뢰도(학력, 경력, 교육 수준 등), 정보의 정확성

(권위성), 의도한 대상에 맞는 정보, 최신성, 사이트의 지속성, 전체적인 편리성(사

용이 쉽고, 잘 조직화되어 있고, 표현력의 여부), 다운로드(downloading)시 적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평가한다(http://www.health.library.macgill.ca/criteria.htm).

(5)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척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도구의 기준으로 목적성(명확성), 적절성, 

정확성, 신뢰성, 용이성, 권위성, 환류성, 지속성의 8기준을 설정하여 32개 항목으

로 구분하 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응답유형을 5가지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점수화 한 후 최상, 상, 보통, 하, 최하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보건사회

연구원, 2000).

위에서 제시한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평가와 그밖의 논문 및 평가 도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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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연구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4)구체적인 평가척도

(1) 강남미, 1999

가. 신뢰도 관련문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신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

하는 개인/기관, 정보가 제공된 일시, 정보의 적절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 내용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

공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disclaimer), 출처(source)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 목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

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고하여야 한다.

라. 디자인 및 기술

잘 구성된 웹 사이트의 디자인은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의 논리적인 구성, 용이한 접근성, 멀티미디어 기능의 활용 등은 

잘 된 디자인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손애리, 2000

가. 신뢰성 및 정확성

신뢰성에서는 웹 제작자와 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저자 혹

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연락처가 표시여부,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직업, 교육수준, 경력 등)를 제공

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리적 혹은 비 리적 기관으로부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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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나. 내용성

내용성에서는 내용의 범위, 깊이, 일관성, 주제와의 적합성 등과 최초의 정보 생

성일자, 최근의 갱신 일자, 갱신 주기 등의 최신성과 참고문헌 등의 제시를 통한 

자료의 출처,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통한 가독성 등의 여부를 살펴본다. 아울

러 동 상 정보의 제공여부를 살펴본다.

다.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에서는 방명록, 게시판, Q&A, 이메일 등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와 진료, 투약 등의 상담과 이에 대한 답변 여부 등을 살펴본다.

라. 기능성

기능성에서는 다국어/텍스트/그래픽 지원여부, 관련 있는 웹사이트 혹은 문서와

의 링크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 용이성

용이성에서는 사이트맵 등을 이용한 접근용이성, 홈페이지 내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FAQ 등을 살펴본다.

  

바. 비 보장성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정 철, 2000

 가. 목적성(명확성)

목적성(명확성)은 사이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목적에 대한 언급여부, 대상에 대한 명시여부,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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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범위 및 일관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

나. 적절성

적절성은 앞의 추구하는 바를 위하여 사이트의 구성 및 내용등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트명의 함축적의미, URL/도메인명의 함축적의미, 목적

에 대한 내요의 적절성, 대상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주제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의 적절성, 내·외부링크등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

다. 정확성

정확성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료에 대한 내용, 출처표기, 책임소재여부, 검증여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진다.

라. 신뢰성

신뢰성은 사이트의 신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책임기관(자)의 기재여

부 및 연락처의 표기여부 등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

마. 용이성

용이성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편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

로 현 페이지의 위치표기여부, 내용에 대한 소개여부, 사용법 여부, 도움말 및 검

색기능여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

바. 권위성

권위성은 저자(편집자) 혹은 정보제공자에 관한 사하응로 이에 대한 표기여부, 

연락저 표기여부, 그리고 그들의 인증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

사. 환류성

환류성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와의 정보교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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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전여부와 사용자의견에 대한 처리여부 등 2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 다.

아. 지속성

지속성은 사이트의 내용등에 관한 지속적인 갱신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링

크, 처음제작일, 최종갱신일, 갱신주기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3. 인터넷 건강정보 품질관리

의료소비자가 의료에 개입하게 되고, 소비자의 권한이 증가하며, 보건의료와 보

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널리 확산되는 시대에 있어, 인터넷 건강정보의 소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건강정보 소비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정보를 찾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정보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개인수준까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정보제공의 양과 질에 대한 논쟁,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에 관한 이슈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John Powell, 2002).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자체의 성격과 빠른 전파력으로 정보사용자들에게 잠재

적인 이익 혹은 해를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의질은 인터넷 무정부 혹은 

자유시장의 폐해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 다(Henry,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향력 및 중요성이 급증하

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인터넷상의 건강정보가 증가하고 이

를 찾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보건

의료전문가, 정보전문가, 건강정보 소비자들의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하며 건강정보의 

질을 보장하거나, 판단하거나, 제공하는 기준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 및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은 크

게 1)행동강령(Code of Conduct), 2)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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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3) 도구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행동강령(Code of conduct)

행동강령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는 

질 평가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자들이 스

스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광범위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

가 이루어진다. 비교적 손쉽게 필요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에 상관

없이 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강제성이 없으며,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Hi-Ethics), 

EC-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제3자인증이란 제3의 기관이 웹사이트에 대해 평가하고 질 관리 기준에 적합하

다는 인정을 하며, logo나 symbol을 부착하여, 사이트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서 

표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가 평가비용을 지불

하게 된다. 명확한 기준이 일관되게 활용되어 객관적일 수 있으며, 윤리적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대적으

로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용 또는 조직변화요

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집행이 인가

(accredit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 검토와 인증의 경우 다량의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 MedCERTAIN, URAC, OMNI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국내의 헬스

로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인제도, 대한의학회 웹사이트 인증사업,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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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향상발전위원회 등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3) 개별평가(Tool-based)

개별평가란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적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제공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

는 초기 도구개발에만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및 효과성

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도구개발과정에서만 전문가가 참여하고, 도구의 사용과 

정보의 평가는 개인에게 전담하기 때문에 도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

점이 있다. 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HSWG), DISCERN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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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평가 도구와 논문
*

*Source : Aeree Sohn. Criteria for evaluating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J.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000;25(2):101 

평가도구와 논문 URL address

1. AltiMed/PharmaLINKS 1. www.altimed.com/links/ratings.html

2. American MedicalAssociation 2. www.ama.assn.org/med_link/med_link.htm

3. Biosites, PacificSouthwest Regional Medical

   Library
3. www.library.ucsf.edu/biosites/help/guidelines.html

4. British Healthcare InternetAssociation
4. wwwbhia.org/public/reference/recommendations/

   medpubstandards.htm

5. Growth House 5. www.grouthhouse.org/award.html

6. Health A to Z 6. www.healthatoz.com/aboutous.html

7. Health InformationInstitute's Aesculapius Awards 7. www.hii.org/judging.htm

8.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8. www.hon.ch/HONcode/Conduct.html

9. Health Summit I Mtg/Mitretek Systems
9. www.mitretek.org/hithi/showcase/documents/

   criteria.html

10. Health Web
10. healthweb. org/wg/content/papers/

    guidelines.html

11. Healthfinder 11. www.healthfinder.gov/aboutus/selctionpolicy.htm

12. Kotechi JE, Siegel DE. Electronic notes; use

    of a criticalthinking/questioning approach to

    evaluate WWW information. Am J Health 

    Behav 1998; 22:75.6.

12. Notavailable online

13. Larkin M. Health information on line. FDA

    Consumer 1996;30:21.5
13. www.fda.gov/fdac/features/596_info.html

14. Pealer L. Dorman SM. Evaluating

    Health-Related Web Site. J School Health

    1997;67:6

14. Notavailable online

15. McGil University Health Sciences and Osler

    Libraries, Canada

15. www.health.library.mcgill.ca/resource/

    criteria.htm

16. Medical Matrix 16. www.medmatrix.org/info/sitesurvey.html

17. Medsite Navigator, Guide to Digital Science

    and Medicine
17. www.medsitenavigator.com/mail/submit.html

18. Mental Health Net 18. www.cmhc.com/help/ratings/htm

19. Mountain and Plains Partnership
19. www.uchsc.edu/csa/areahec/home/mapp/8aWWW

    .html#public

20. Nutrition Navigator 20. navigator.tufts.edu/ratings.html

21. Organis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 21. omni.ac.uk/agec/evalguid.html

22. Physician's Choice 22. www.mdchoice.com/instruc.html

23. Psych Central: Best of the Web in Mental 23. www.grohol.com/rateguid.htm

24. Health Sympatico's Healthy Way Health Links
24. www1.sympatico.ca/healthyway/GENERAL/

    info_2html

25. The Sic Senses Review 25. www.sixsenses.com/FAQ.html#rating

26. The WiltonLibrary 26. w3.ani.net/~wla/eval.htm

27.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 2000
27. Notavailabl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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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일차적으로 건강정보제공현황을 분석, 이차적으로 제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및 건강정보포탈사이트 등의 기관

별로 구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보완·수정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구성 

및 건강정보에 대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기관별 인터넷 건강정보의 제공현황과 건강정보의 내용 및 질에 대한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로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운 방식과 제공형태의 차별

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과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질관리를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하 다.   

건강정보제공
현황 분석

건강정보제공제공기관별
정보차이 분석

건강정보제공형태
방식등의 개선에 관한 제언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정보 포탈사이트

대학병원

건강정보제공
현황 분석

건강정보제공
현황 분석

건강정보제공제공기관별
정보차이 분석

건강정보제공제공기관별
정보차이 분석

건강정보제공형태
방식등의 개선에 관한 제언

건강정보제공형태
방식등의 개선에 관한 제언

개인병원개인병원

보건소보건소

건강정보 포탈사이트건강정보 포탈사이트

대학병원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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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 기관별 차별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4월 

유명 검색포탈사이트인 엠파스(http://www.empas.com), 야후코리아

(http://www.yahoo.co.kr)를 이용하여 [건강정보]라는 단어로 검색된 사이트로 한

정하 으며 이 중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검

색 상위 순으로 개인병원 사이트 50개, 보건소 사이트 50개, 건강정보 제공 포탈사

이트 40개 및 대학병원 40개를 포함하여 총 180개 사이트를 연구 대상 사이트로 

선정하고 2004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분석 작업을 수행하 다. 

연구대상 180개(대학병원 40개, 개인병원 50개, 보건소 50개, 건강정보 사이트 

40개)의 홈페이지에 대한 1차 분석결과, 단 1건의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14개(대학병원 1개, 보건소 11개, 건강정보포탈 2개) 사이트를 제외한 166개(대학

병원 39개, 개인병원 50개, 보건소 39개, 건강정보 사이트 38개) 홈페이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다.

3.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국내 웹사이트의 평가기준과 외국 건강정보 사

이트 평가기준을 기초로 개발된 손애리(2000)의 도구와 강남미(1999) 등의 도구, 

정 철(2001) 등의 도구를 기반으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각 문항이 여러 평가도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평가에 적절한 기준인지, 문항의 평가 기준이 모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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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목적성(목적 명시, 대상 명시), 내용성(내용의 깊이, 

보조성, 정보량, 출처), 지속성(외부링크, 정보갱신주기), 신뢰성(저자표시, 저자 연

락처, 저자의 전문성판단 여부), 상호작용성(관리자 연락처, 의견수렴기전, 업무처

리 여부),  용이성(다국어 지원, 사이트 맵, FAQ, 검색기능, 온라인 도움말, 자료의 

링크, Pop-up창 여부), 비 보장성(로그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유무)등으로 7가지 

역의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내용성 역의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항목 중 단순건강정보로 식생활(

양정보 포함) 정보, 건강강좌 안내, 신약정보, 신간안내, 의학상식, 의사 및 병원안

내, 최신의학정보, 의료보험 관련정보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 고, 전문건강정

보는 질병 및 증상정보, 검사 및 시술정보, 논문 및 저널정보, 의료장비 관련정보, 

특수클리닉정보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 다. 내용의 체계성은 제공되는 건강정

보가 진료과별, 질병별, 계절별 등의 체계적 분류를 가지고 제공되는 여부를 가지

고 판단하 으며, 자료의 출처 항목은 총 13개(단순건강정보 8개, 전문건강정보 5

개)로 구분한 건강정보의 구분 중 출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의학상식, 최신 

의학정보, 질병 및 증상정보, 검사 및 시술정보, 논문 및 저널정보, 특수클리닉정보 

등 6문항에 대하여 자료의 출처 및 참고문헌기재 여부를 조사하 다. 신뢰성 부분

에서도 위의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 다. 

3) 측정방법

측정 역을 기준으로 세부항목들을 포함한 조사표(부록 1)를 만든 후 평가기준

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측정문항 중 단순히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

들에 대해서는 연구자 단독으로 평가를 하 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으

로 인해 객관성의 결여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는 두 명의 복수 분석을 통해 분석자간 신뢰도의 통계적 적절성을 평가하 다. 두 

명의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자간 평가일치도는 목적 명시, 대상 명시, 및 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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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대한 kappa값은 각각  0.792, 0.655, 및 0.788로 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

으며, 불일치 항목에 대해선 두 명의 평가자가 다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중심

으로 기술하 다.

홈페이지의 건강정보 내용에 관한 분석시 내용성(1.내용의 범위와 깊이, 2. 내용

의 체계성, 3. 정보량, 4. 출처), 지속성(1. 외부링크), 신뢰성(1. 저자표기 여부, 2. 

저자의 연락처, 3. 저자의 전문성) 등의 8항목에 대해서는 집단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례층화 표집법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분석에서는 홈페이지의 전체 건강

정보량의 구성비율을 반 하여 일정한 표집률(10%)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 다. 

실제 분석시에는 사이트내 전체 건강제공정보량에 따라 50개 미만의 경우 5개, 

50-100개의 경우 10개, 100-300개의 경우 20개, 300개 이상의 경우 30개의 건강정

보를 분석에 사용하 다.

4) 자료분석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1.0 for window
®
 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기관별로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용이성 및 비 보장성 항목에 대해서는 X
2
-검

정을 실시하 고 홈페이지 건강정보자료에 대한 질 분석에서는 목적성, 내용성, 지

속성, 상호작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정을 실시하 다. 신뢰성 

항목은 유·무에 대한 전체 비율로 표기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

고 기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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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평가를 위한 설정기준 및 항목

기준(수정) 문항 상세설명

목적성

(명확성)

목적 명시 사이트의 목적 언급

대상 명시 대상 언급

내용성

내용의 깊이와 범위 단순건강정보 / 전문건강정보

내용의 체계성 일정 주제하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체계성이 있다

내용의 보조성
제공되는 정보가 방문자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체하

기 위함이 아닌 보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

내용의 정보량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량과 종류

내용의 출처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출처 또는 참고문헌 명시

지속성
외부 링크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의 링크연결 및 추가정보제공

정보 갱신 주기 최근 한달 이내의 정보 게시 유무

신뢰성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표기

저자 연락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E-mail,Tel)가 있다

저자의 전문성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판단

상호작용성

관리자 연락처 사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E-mail 제공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 제공(Q&A, 게

시판, 방명록)

업무처리
사용자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다(Q&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용이성

다국어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원

사이트 맵 사이트 맵에 있어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 가능

FAQ FAQ를 통해서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다

온라인 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 설명 또는 도움말 기능

링크 관련 있는 사이트의 링크

Pop-up
건강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접속을 위한 

Pop-up 창 지원 

비밀 보장성 비밀 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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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1. 연구대상 홈페이지의 일반적 특성

분석한 166개 홈페이지 중에서는 숫자면에서는 개인병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

며, 다른 건강정보제공기간들의 숫자는 비슷했다.

소재지역 별로는 서울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43.4%), 중소도시(27.7%), 대도

시(21.7%)  순이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 홈페이지의 일반적 현황 (N=166)

구        분 개(%)

 기관

대학병원  39 ( 23.5)

개인병원  50 ( 30.1)

보건소  39 ( 23.5)

건강정보 사이트  38 ( 22.9)

소계 166 (100.0)

 소재지역

서울 72 ( 43.4)

대도시 36 ( 21.7)

중소도시 46 ( 27.7)

미분류† 12 (  7.2)

소계 166 (100.0)

† 홈페이지 내 주소 미기재 사이트

대학병원의 경우 지역별 분포가 고른 반면 개인병원(62.0%) 및 건강정보 사이

트(50.0%)의 경우 서울지역에 집중되었고, 이와 반대로 보건소의 경우 중소도시 

소재(59.0%)가 많았다. 또한 기관별 지역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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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 기관의 지역별 분포(N=166)

단위 : 건(%)

          기관

 소재지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서울 15 (38.5) 31 (62.0) 7 (17.9) 19 (50.0)

대도시 14 (35.9) 10 (20.0) 9 (23.1) 3 ( 7.9)

중소도시 10 (25.6) 9 (18.0) 23 (59.0) 4 (10.5)

미분류 - - - 12 ( 7.2)

2. 홈페이지 구성

용이성 역의 7문항에서는 다국어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이 142개 사이트

(85.5%), 사이트 맵이 없는 곳이 106개 사이트(63.9%), FAQ가 제공되지 않는 곳

이 107(64.5%),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곳이 121개 사이트(72.9%), 

온라인 도움말을 지원하지 않는 곳이 156개 사이트(94.0%), 홈페이지 접속시 

Pop-up창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36개 사이트

(21.7%)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사용에 대한 용이성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관련 홈페이지의 외부 링크 및 배너에 대한 연결성(단순링크여부)

은 84.2%로 다른 홈페이지와의 원활한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건강관련 사이트들은 다른 일반 사이트와는 달리 건강관련식품을 판매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이트들은 개인적 기록이 공개

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제공하는지 여

부 혹은 개인적 정보의 수집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공

하는 사이트는 34개 곳(20.5%)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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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용이성 및 비  보장성 유무 

단위 : 건(%)

구        분 유 무

    용이성

다국어 지원 24 (14.5) 142 (85.5)

사이트맵 60 (36.1) 106 (63.9)

FAQ 제공 59 (35.5) 107 (64.5)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 45 (27.1) 121 (72.9)

온라인 도움말 10 ( 6.0) 156 (94.0)

단순링크 여부 140 (84.2) 26 (15.7)

Pop-up창을 통한 건강정보제공 36 (21.7) 130 (78.3)

    비밀 보장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34 (20.5) 132 (79.5)

회원제 운영(로그인) 71 (42.8) 95 (57.2)

 

목적성은 사이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써 목적에 대한 언급여부 및 대상에 대한 명시 여부를 고려하 다. 목적성 역의 

2문항을 보면 대부분 기관소개, 기관대표의 인사말 또는 의료서비스 헌장의 형태

로 목적이 언급(71.1%)되어 있었고, 대상에 대해서는 목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명시(60.2%)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용에 대한 평가로는 내용의 깊이, 내용의 체계성, 내용의 보조성, 자료의 출

처 유무로 구분하 다. 내용의 깊이는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가 단순건강정보인

지 전문건강정보인지로 구분하 으며 조사대상 전체의 97.6%가 단순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성은 88.0%가 일정한 주제하에 체계성을 갖춘 상

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정보가 사용자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체하

기 위함이 아닌 보조적인 것임을 명시한 사이트는 15개 (9.0%) 뿐이었다. 제공되

는 건강정보 자료의 신뢰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 혹은 참고 문헌을 제시

하여야 하지만 제공 정보의 출처를 밝힌 자료는 홈페이지 당 평균 18.7%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성 역의 2문항에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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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고 있는 사이트는 78.3% 로 비교적 주기적으로 새로운 

건강정보자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외부/내부 링

크율은 4.1%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

신뢰성은 인터넷 자료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신뢰성 

역은 제공되는 자료에 저자의 표기, 저자의 연락처 기재 및 저자의 전문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직업, 교육수준, 경력 등의 3문항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자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 다. 조사 홈페이지 당 건강정보자료에 대한 저자 표기율은 

19.7%, 저자의 연락처 기재율은 2.0%, 저자의 전문성 판단율은 17.4%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자료의 신뢰성은 2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상호작용성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와의 정보교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연락처 기재 유무와 의견수렴을 위

한 기전(Q&A, 게시판, 방명록) 여부 및 사용자의견에 대한 처리여부 등 3가지 항

목으로 조사하 다. 관리자 연락처 기재 유무(56.0%) 및 의견수렴 기전 여부

(51.2%)는 전체의 1/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의견에 응답을 해주는 업무처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75.3%나 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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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홈페이지 건강정보 자료에 대한 질 분석 (N=166)

단위 : 개(%)

구        분 Site 수

목적성

목적 기술 여부 118 (71.1)

대상 기술 여부 100 (60.2)

내용성

내용의 깊이 - 단순건강정보 162 (97.6)

              전문건강정보 118 (71.1)

내용의 체계성 146 (88.0)

내용의 보조성 15 ( 9.0)

자료 출처 표기율(%)† 18.7±27.7

정보제공량  - 50개미만 69 (41.6)

            - 50 ～ 100개 33 (19.0)

            - 100～300개 37 (22.3)

      - 300개 이상 27 ( 6.3)

지속성

최근 한달 이내의 정보게시 130 (78.3)

제공 건강정보의 외부링크율(%)† 4.1±15.9

신뢰성

제공 건강정보 - 저자 표기율(%)† 19.7±31.8

              - 저자 연락처 기재율(%)†  2.0± 9.4

              - 저자 전문가 판단여부 율(%)† 17.4±30.9

상호작용

E-mail 여부 93 (56.0)

의견수렴 기전여부 85 (51.2)

사용자 의견 처리여부 41 (24.7)

† 각 사이트내의 전체 건강정보 자료에 대한 비율(Mean±Stan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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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종류별 홈페이지 구성 및 건강정보 내용차이 분석

1) 용이성

홈페이지 사용의 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국어지원, 사이트 맵, FAQ지원, 

검색기능, 온라인 도움말, 단순링크, Pop-up창 사용 등 7문항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표. 7).

다국어를 지원하는 곳으로는 대학병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체 대학병원중에서 

46.2%를 차지하 다. 기타 다른 기관들은 1곳에서 3곳으로 거의 전무한 경향을 보

여주었다(표 7). 지원하는 다국어의 종류로는 어(24곳)가 대부분 이었으며 일본

어(4곳), 중국어(3곳) 순이었다. 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를 모두 지원하는 

곳은 대학병원 1곳, 개인병원 1곳, 보건소 1곳으로 총 3곳이 있었다(표 8).

표 7. 기관별 건강정보 용이성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다국어 지원
유 18 (46.2)  1 ( 2.0) 2 ( 5.1) 3 ( 7.9)

42.02**
무 21 (53.8) 49 (98.0) 37 (94.9) 35 (92.1)

사이트 맵
유 36 (92.3) 28 (56.0) 18 (46.2) 24 (63.2)

20.32**
무 3 ( 7.7) 22 (44.0) 21 (53.8) 14 (36.8)

FAQ 지원
유 12 (30.8) 25 (50.0) 7 (17.9) 15 (39.5)

10.48*
무 27 ( 9.2) 25 (50.0) 32 (82.1) 23 (60.5)

검색기능
유 17 (43.6) 2 ( 4.0) 5 (12.8) 21 (55.3)

38.15**
무 22 (56.4) 48 (96.0) 34 (87.2) 17 (44.7)

온라인 도움말
유 1 (  2.6) - - 9 (23.7)

27.46**
무 38 (97.4) 50 (100.0) 39 (100.0) 29 (76.3)

단순링크
유 39 (100.0) 28 (56.0) 38 ( 97.4) 35 (92.1)

44.44**
무 - 22 (44.0) 1 ( 2.6) 3 ( 7.9)

Pop-up
유 14 (35.9) 16 (32.0) 5 (12.8) 1 ( 2.6)

 7.70**
무 25 (64.1) 34 (68.0) 34 (87.2) 37 (97.4)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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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관별 지원되는 다국어의 종류

                                                             단위 : 건(%)

         기관

  다국어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소계†

영어 18 ( 75.0) 1 (  4.2) 2 (  8.3) 3 ( 12.5) 24 (100.0)

일본어 1 ( 25.0) 1 ( 25.0) 2 ( 50.0) - 4 (100.0)

중국어 1 ( 33.3) 1 ( 33.3) 1 ( 33.3) - 3 (100.0)

†중복지원 포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사이트 맵 지원은 대부분의 대학병원(92.3%) 사이트에서는 지원하고 있었

으며, 건강정보 사이트(63.2%), 개인병원(56.0%), 보건소(46.2%) 순으로 사이트 맵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기관별로 사이트 맵 지원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이트 내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과 답변을 모아두어 처음 사용자들이 쉽고 유

용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FAQ 제공 여부는 개인병원

(50.0%), 건강정보 사이트(39.5%), 대학병원(30.8%), 보건소(17.9%)의 순이었으며 

기관별 지원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홈페이지 내 제공하는 페이지의 수가 방대하더라도 관련정보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곳은 전체의 1/3에 미치지 

못하 고, 건강정보 사이트(55.3%)와 대학병원(43.6%)은 1/2수준 이었고, 보건소

(12.8%), 개인병원(4.0%)은 사이트 전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은 

극히 한정적이었으며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이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트 사용방법 설명 또는 온라인 도움말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6.0%로 미비하 으며, 건강정보 사이트 9곳(23.7%)과 

대학병원 1곳(2.6%) 뿐이었다. 다른 정보는 대학병원이 많은 반면, 온라인 도움말

은 건강정보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 다.

홈페이지의 외부 링크 및 배너에 대한 연결성은 개인병원(56.0%)을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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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이트들에서는 90%이상 원활한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기관 종류별에 따라 

연결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순링크 종류별로는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정

보 사이트에서는 관련 웹사이트 보다는 배너가 좀더 많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

히 건강정보사이트에서의 배너 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기관별 단순 링크의 종류

단위 : 건(%)

          기관 

 링크 종류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관련 웹사이트
유 23 (59.0) 10 (20.0) 16 (41.0) 14 (36.8)

14.34**
무 16 (41.0) 40 (80.0) 23 (59.0) 24 (63.2)

배너
유 22 (56.4) 20 (40.0) 28 (71.8) 29 (76.3)

14.97**
무 17 (43.6) 30( 60.0) 11 (28.2) 9 (23.7)

** p<.01

홈페이지 접속시 Pop-up창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건강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 곳은 21.7%로 건강정보 전달방법에 대한 용이성은 떨어졌다. 지원여부는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병원(35.9%), 개인병원(32.0%), 보건소

(12.8%), 건강정보 사이트(2.6%) 순이었다(표 7).

2) 비 보장성

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다른 일반 사이트와는 달리 환자와의 건

강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비 보장(privacy and 

confidentiality)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제시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

인정보 보호정책 준수 여부 및 회원제 운  여부 2문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보다 건강정보사이트에서 더 많은 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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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는 건강정보 사이트(47.4%), 대학병원(17.9%), 보건소(10.3%), 개인병원(10.0%) 

순이었다(표 10).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비 보장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제(로그인 방식)로 운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건강정보 사이트가 71.1%로 가장 많이 회원제방식으로 

운 이 되고 있었으며, 대학병원 48.7%, 개인병원 38.0%, 보건소 15.4%가 회원제 

방식으로 운 하고 있었으며 기관에 따른 회원제 운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표 10).

표 10. 기관별 비 보장성

단위 : 건(%)

          기관 

 링크 종류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개인정보보호정책
유 7 (17.9) 5 (10.0) 4 (10.3) 18 (47.4)

22.90**
무 32 (82.1) 45 (90.0) 35 (89.7) 20 (52.6)

회원제 운영
유 19 (48.7) 19 (38,0) 6 (15.4) 27 (71.1)

25.40**
무 20 (51.3) 31 (62.0) 33 (84.6) 11 (28.9)

** p<.01

3) 목적성

사이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목적에 대한 언급여

부와 대상명시에 대한 2문항에 대해 조사하 다(표 11).

목적성에 대한 언급은 주로 기관소개나 기관대표의 인사말 및 의료서비스 헌장

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기관별로는 대부분의 대학병원(97.4%)에서는 목적

을 명시하고 있었고, 보건소(66.7%), 개인병원(64.0%), 건강정보 사이트(57.9%) 순

이었고, 기관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목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상이 명시되고 있었고, 기관별로 대학병원 74.4%, 보건소 64.1%, 개인병원 

56.0%, 건강정보 사이트 47.4% 순이었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관에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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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일수록 목적성이보다 명확하 다.

표 11. 기관별 건강정보의 목적성

단위 : 건(%)

          기관 

 링크 종류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목적 언급
유 38 (97.4) 32 (64.0) 26 (66.7) 22 (57.9)

17.98**
무 1 ( 2.6) 18 (36.0) 13 (33.3) 16 (42.1)

대상 명시
유 29 (74.4) 28 (56.0) 25 (64.1) 18 (47.4)

 6.5
무 10 (25.6) 22 (44.0) 14 (35.9) 20 (52.6)

** p<.01

4) 내용성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의 내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의 깊이와 범위, 체계성, 

보조성, 정보량, 출처 등의 5문항으로 살펴보았다.

(1) 내용의 범위와 깊이

내용의 범위와 깊이는 단순건강정보와 전문건강정보로 나누어 조사하 다. 단순

건강정보는 식생활정보( 양정보 포함), 건강강좌, 신약정보, 신간안내, 의학상식, 

의사 및 병원안내, 최신의학정보, 의료보험 관련정보 8분류로 세분하 고 전문건강

정보는 질병 및 증상정보, 검사 및 시술정보, 논문 및 저널정보, 의료장비 관련정

보, 특수클리닉정보 5분류로 나누어 조사하 다. 

가. 단순 건강정보

제공하는 단순건강정보 중 의학상식(79.5%) 자료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

며, 의학상식, 의사 및 병원안내(61.4%),  건강강좌(44.6%)가 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자료로 조사되었다. 낮은 빈도로 최신의학정보(23.5%), 식생활정보

(19.3%), 신약정보(9.0%), 의료보험 관련정보(3.6%), 신간안내(3.0%)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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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건강강좌, 의학상식, 의사 및 병원안내, 의

학상식에 대한 자료가 주 제공 자료 고, 개인병원은 의사 및 병원안내, 보건소는 

건강강좌, 의학상식, 건강정보 사이트는 의학상식, 의사 및 병원 안내, 최신의학정

보, 식생활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표 12). 

표 12. 기관별 단순건강정보 종류

단위 : 건(%)

              기관

단순건강정보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 사이트
합 계

식생활정보

(영양정보 포함)
5 (15.6) 3 ( 9.4) 9 (28.1) 15 (46.9) 32 (19.3)

건강강좌 34 (45.9) 2 ( 2.7) 34 (45.9) 4 ( 5.4) 74 (44.6)

신약정보 6 (15.4) - - 9 (60.0) 15 ( 9.0)

신간안내 2 (40.0) 1 (20.0) - 2 (40.0) 5 ( 3.0)

의학상식 31 (23.5) 33 (25.0) 34 (25.8) 34 (25.8) 132 (79.5)

의사 및 병원 안내 33 (32.4) 45 (44.1) 1 ( 2.6) 23 (22.5) 102 (61.4)

최신의학정보 7 (17.9) 6 (15.4) 2 ( 5.1) 24 (61.5) 39 (23.5)

의료보험 관련정보 2 (33.3) - 1 (16.7) 3 (50.0) 6 ( 3.6)

합 계 166†

† 분석대상 전체 홈페이지 수

나. 전문 건강정보의 종류

 제공하는 전문건강정보로는 질병 및 증상정보(58.4%)에 대해 가장 많이 제공

되고 있었으며, 개인병원은 주로 특수클리닉, 질병 및 증상정보, 검사 및 시술정보

에 대한 자료가 중점적 제공되었고, 대학병원, 보건소 및 건강정보 사이트는 주로 

질병 및 증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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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관별 전문건강정보 종류 

단위 : 건(%)

               기관

전문건강정보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합 계

질병 및 증상 정보 24 (24.7) 25 (25.8) 15 (15.5) 22 (34.0) 97 (58.4)

검사 및 시술 정보 5 (14.7) 19 (55.9) - 10 (29.4) 34 (20.5)

논문 및 저널 정보 1 (16.7) 1 (16.7) - 4 (66.7) 6 ( 3.6)

의료장비 관련정보 1 (50.0) 1 (50.0) - - 2 ( 1.2)

특수클리닉 정보 3 ( 8.8) 27 (79.4) - 4 (11.8) 34 (20.5)

합 계 166†

†분석대상 총 홈페이지 수

(2) 내용의 체계성

내용의 체계성은 대학병원 92.2%, 개인병원 88.0%, 보건소 89.7%, 및 건강정보 

사이트 81.6%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체계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관별로 제공정보의 체계성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표 14). 건강정보자료를 제

공되는 형태(진료과, 질병 및 계절)별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질병별(81.3%)로 분

류하여 제공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 또한 기관종류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표 14. 기관별 건강정보 내용의 체계성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체계성
유 36 (92.2) 44 (88.0) 35 (89.7) 31 (81.6)

2.3
무 3 ( 7.7) 6 (12.0) 4 (10.3) 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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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관별 건강정보자료의 제공형태

단위 : 건(%)

             기관

 제공형태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합계

진료과별 7 (35.0) - 1 ( 5.0) 12 (60.0) 20 ( 7.2)

질병별 31 (23.0) 44 (32.6) 35 (25.9) 25 (18,5) 135 (81.3)

계절별 5 (38.5) - 4 (30.8) 4 (30.8) 13 ( 7.8)

합계 166†

† 분석대상 전체 홈페이지 수

(3) 내용의 보조성 명시

건강정보 소비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를 의사의 대체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

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방문자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보조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한 곳은 전체의 9.0% 수준이었으며, 개인병원 및 보건소는 

조사 대상 모두 명시되고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대학병원 28.2%와 건강정보 사이

트 10.5% 만이 명시하고 있었다(표 16).

표 16. 기관별 건강정보의 보조성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보조성
유 11 ( 28.2) - - 4 ( 10.5)

26.38**
무 28 ( 71.8) 50(100.0) 39 (100.0) 34 ( 89.5)  

** p<.01

(4) 내용의 정보량(제공 건수)

정보 정보량은 50개미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41.6%로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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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0 - 300개(22.2%), 5-100개(19.9%), 300개 이상(16.3%)의 순이었다. 대학병원

은 50개 미만인 사이트가 30.8%, 300개 이상 제공하는 기관이 30.8%로 사이트에 

따른 정보 제공량 수준의 차이가 심한 편차를 보인반면, 개인병원의 경우는 주로 

100개 이하(82.0%)의 정보량을 제공하 고, 보건소는 50개미만(74.4%)이 대부분이

었으며, 건강정보 사이트는 78.9%가 ‘100개 이상’의 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많은 건강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7).

표 17. 기관별 건강정보 제공량 

단위 : 건(%)

            기관

 정보제공량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50개 미만 12 (30.8) 26 (52.0) 29 (74.4) 2 ( 5.3) 63.78**

50~100개 7 (17.9) 15 (30.0) 5 (12.8) 6 (15.8)

100~300개 8 (20.5) 7 (14.0) 5 (12.8) 17 (44.7)

300개 이상 12 (30.8) 2 ( 4.0) - 13 (34.2)

** p<.01

가) 내용의 종류

제공되는 정보를 자체정보, 언론보도정보, 기타정보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자

체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언론보도정보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46.2%, 개인

병원 32.0%, 건강정보사이트 28.9%의 순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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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관별 건강정보의 종류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자체정보
유 35 (89.1) 50 (100.0) 37 (94.9) 36 (94.7)

150.91**
무 4 (10.9) - 2 ( 5.1) 2 ( 5.3)

언론보도정보
유 18 (46.2) 16 (32.0) 0 ( 0.0) 9 (28.9)

 44.42**
무 21 (53.8) 34 (68.0) 39 (100.0) 27 (71.1)

기타정보
유 4 (10.3) 3 ( 6.0) 2 ( 5.1) 14 (42.1)

 12.56
무 35 (89.7) 47 (94.0) 37 (94.9) 22 (57.9)

 

** p<.01

(5) 자료의 출처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 혹은 참고문헌을 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건강관련 정보들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정보를 제

공하고 있었다.

가) 자료의 출처 종류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를 의학상식, 최신의학정보, 질병 및 증상 정보, 검사 및 

시술정보, 논문 및 저널정보, 특수클리닉정보로 세분화하여 출처 명시 유무를 살펴

보았다. 

자료의 종류 중 의학상식 자료(43.4%)에 가장 많은 출처가 표기되어있었고 질

병 및 증상정보자료(21.7%), 최신의학정보(18.7%), 검사 및 시술정보(10.2%), 논문 

및 저널정보(3.6%), 특수클리닉정보(2.4%)의 순으로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다. 기관

별로는 건강정보사이트가 가장 높은 출처 표기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보건소에

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가장 출처 표기율이 낮았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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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관별 건강정보 종류에 따른 출처

단위 : 건(%) 

              기관

 자료 출처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합 계

의학상식 25 (34.7) 20 (27.8) 6 (8.3) 21 (29.2) 72 (43.4)

최신 의학정보 6 (19.4) 5 (16.1) 2 ( 6.5) 18 (58.1) 31 (18.7)

질병 및 증상 정보 15 (41.7) 5 (13.9) 3 ( 8.3) 13 (36.1) 36 (21.7)

검사 및 시술 정보 4 (23.5) 2 (11.8) 1 ( 5.9) 10 (58,8) 17 (10.2)

논문 및 저널 정보 2 (33.3) - 1 (16.7) 3 (50.0) 6 ( 3.6)

특수클리닉 정보 1 (25.0) - - 3 (75.0) 4 ( 2.4)

합 계 166†

†분석대상 총 홈페이지 수

5) 지속성

지속성 역은 정보갱신주기와 건강정보자료의 외부 연결 및 추가정보를 제공

하는지에 대한 여부 2문항으로 살펴보았다.

(1) 최근 한달 이내의 정보 게시 유무

새로운 자료에 대한 갱신여부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게시된 자료의 

유무로 조사하 다. 기관별 새로운 정보의 갱신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개

인병원의 94.0%와 보건소 89.7%의 사이트들은 새로운 건강정보자료의 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학병원(69.2%)과 건강정보 사이트(55.3%)들은 1/2정도만이 

새로운 자료의 갱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자료 갱신의 주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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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관별 자료 갱신 유무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 2 값

자료 갱신
유 27 (69.2) 47 (94.0) 35 (89.7) 21 (55.3)

24.03**
무 12 (30.8) 3 ( 6.0) 4 (10.3) 17 (44.7)  

** p<.01

(2) 자료의 외부 링크율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 문서 내의  외부 사이트 연결과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

한 추가정보 제공률은 건강정보 사이트(8.9%), 보건소(5.1%), 대학병원(3.5%), 개

인병원(0.2%)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 외부 링크율에는 차이

가 없었다(표 21).

표 21. 기관별 외부 링크율

                                                       단위: (Mean±S.D)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F 값

 링크율 3.5±12.9 0.2±1.4 5.1±16.3 8.9±25.2 2.27

6) 신뢰성

신뢰성은 인터넷 자료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성 

역은 제공되는 자료의 저자 표기, 저자의 연락처 기재, 및 저자의 전문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수준, 경력 등의 3문항으로 제공되는 건강정보 자료의 질 평

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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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표기 여부

제공되는 건강정보 자료에 대한 저자 또는 자료를 발행한 곳에 대한 기관별 표

기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병원(43.1%)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가장 

많이 표기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정보 사이트는 27.9%만이 표기가 되어

있었으며, 개인병원 및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저자나 발행기관의 표기율

이 매우 낮았다(표 22).

(2) 저자의 연락처

건강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는 E-mail 이외에 우편물이 배달 

가능한 주소가 명시 되어있는 자료는 전체 2.0%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대학병

원의 자료 중 6.9%만이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었다. 기관별 

연락처 기재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2).

(3) 저자의 신뢰도(전문성)

제공되는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신뢰도 또한 고려되어져야 하

는데 저자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저자의 직업, 교육수준, 

경력 등이 제시되어있는지를 조사하 다. 대학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자

료 중 39.4%에 대해서만 저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보건소 및 개인병

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중 저자 신뢰성을 판단할 수가 없었던 자료는 각각 

96.2% 및 93.8% 이었고, 기관들 간의 신뢰성 판단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

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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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관별 건강정보의 신뢰성

                                                        단위: (Mean±S.D)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F 값

저자 표기 43.1±38.4 6.4±18.9 5.4±17.8 27.9±33.2 17.42**

연락처 기재 6.9±18.1 0.2± 1.0 0.1± 0.4 1.4± 4.7 5.13**

신뢰도 판단 39.4±39.7 6.2±19.0 3.8±15.0 23.7±31.4 14.77**

** p<.01

7) 상호작용성

(1) E-mail의 표기 여부

사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관리자의 E-mail 여부는 기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대학병원이 82.1%로 가장 많았고, 건강정보 사이트 76.3%, 개인병원 

36.0%, 보건소 35.9%가 사용자가 사이트 이용시 질문할 수 있는 관리자의 E-mail

이 표기 되어 있었다. 개인병원과 보건소에서는 관리자 E-mail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적음을 암시하고 있다(표 23).

표 23. 기관별 관리자 E-mail 표기 여부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E-mail
유 32 (82.1) 18 (36.0) 14 (35.9) 29 (76.3)

31.62**
무 7 (17.9) 32 (64.0) 25 (64.1) 9 (23.7)

** p<.01



- 47 -

(2) 의견 수렴 여부 및 의견처리

Q&A, 게시판, 방명록 등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을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는 보건소의 76.9%가 의견 수렴하는 기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건강

정보 사이트가 55.3%이었고, 개인병원 및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1/2 미만의 사이

트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한편 의견처리에서는 보건소와 건강정보사이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 

(3) 의견처리 여부

전체의 75.3%가 의견이 올라왔을 때 응답을 해주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으며 의견수렴기전이 있는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건소가 

73.3%로 비교적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었고 건강정보 사이트는 23.3% 

만이 의견에 대해 처리해주고 있었다(표 24). 

표 24. 기관별 의견수렴 기전 여부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의견수렴
유 12 (30.8) 22 (44.0) 30 (76.9) 21 (55.3)

18.13**
무 27 (69.2) 28 (56.0) 9 (23.1) 17 (44.7)

의견처리†
유 6 (50.0) 8 (36.4) 22 (73.3) 5 (23.8)

13.84**
무 6 (50.0) 14 (63.6) 8 (26.7) 16 (76.2)

† 의견수렴 기전이 있는 사이트만 분석

** p<.01

(4) 의견 수렴의 종류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전으로 68개 사이트가 게시판의 형식을 활용하

고 있었으며 게시판과 더불어 한 가지 이상의 수렴기전을 운 하는 사이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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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5).

표 25. 기관별 의견수렴기전의 종류

단위 : 건(%)

          기관 

 구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

정보사이트
X2 값

Q&A
유 3 ( 7.7) 4 ( 8.0) 7 (17.9) 2 ( 5.3)

 4.25
무 36 (92.3) 46 (92.0) 32 (82.1) 36 (94.7)

게시판
유 10 (25.6) 12 (24.0) 26 (66.7) 20 (52.6)

22.53**
무 29 (74.4) 38 (76.0) 13 (33.3) 18 (47.4)

방명록
유 0 ( 0.0) 8 (16.0) 1 ( 2.6) 1 ( 2.6)

12.89**
무 39 (100) 42 (84.0) 38 (97.4) 37 (97.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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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의 평가기준과 

분석에 대한 연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개발된 평

가도구들을 이용하여 기관별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현황, 제공방식, 제공하는 건

강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시 다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건강

정보 제공기관 특성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국내·국외의 연구결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타 연구 결과가 없

어 본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관을 대학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건강정보포탈사이트 4개로 구분하여 X
2
 분석을 하 기에 결과 

해석시 기대도수 5미만인 셀들이 전체의 2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연구대상 180개 사이트 중 1차 조사에서 14개 사이트가 단 1건의 건강관련정보

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연구결과에서는 제외한 후 분석하 다. 연구대상 중 개인

병원 및 건강정보 사이트는 절반이상이 서울에 소재지를 둔 반면에 보건소는 중

소도시에 절반이상이 분포하 다. 홈페이지의 다국어 지원은 14.5%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이 중 75%가 대학병원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용자의 용이성을 위해서 인터넷 건강정보제공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전은 사이트 맵(63.9%)의 사용이었다. 비교적 다른 기관들보다 많은 분량

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건강정보사이트에서는 각각 43.6%, 

55.3%의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을 갖추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보다 쉽

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35.9%는 홈페이지 접속

시 Pop-up창을 이용하여 주로 건강강좌안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

게 지원해주었다.

비 보장성 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준수여부는 20.5%로 매우 낮은 비율을 



- 50 -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HONCode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개인의료기 ’ 문제, 

e-Health code의 원칙 중 ‘프라이버시‘항목 및 Health Internet Ethics의 ’개인의 

비 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다른 일반사이트와 달리 환자의 건강상담 등을 제공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정보제공사이트는 개인의 비 보장에 대한 정

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주로(71.1%) 회원제로 운 되고 있는 건

강정보 사이트의 47.4%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의 구축에서 명확한 목적의 기술은 웹사이트의 대상자, 제공하는 정보

의 내용, 웹사이트의 기능과 웹사이트의 고유한 디자인 및 웹사이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Research-Based Web Guidelines : Design Process, 

2003). 그러므로 목적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웹사이트의 전반에 걸쳐 조직력이나 

체계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적성에 대한 기술은 주로 공공기관 대형병원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병원(97.4%)에서는 사이트가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

고 있었으나 보건소(66.7%), 개인병원(64.0%), 건강정보사이트(57.9%)로 전반적으

로 보았을 때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정달 매체의 개발에서 대상자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상자에 관해 아는 것은 대상자에게 적

절한 정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Dick & Carey, 

1996).  그러나 대상 명시의 경우  비록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만 대학병원 

74.4%, 보건소 64.1%, 개인병원 56.0%, 건강정보사이트 47.4%로 사이트의 대상자

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급선무이며, 이후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각 대상자를 위

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내용성에서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단순건강정보와 전문건강정보로 나누어 살

펴보았는데 단순건강정보의 경우 의학상식(79.5%)이 제공 건강정보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전문건강정보의 경우에는 질병 및 증상정보(58.4%)가 가장 많

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송태민(2002)의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목적으

로는 일반인의 경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련 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듯이 수요자의 요구를 반 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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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건강정보에서 의사 및 병원안내에 대한 해당 기관의 홍보성 정보도 61.4%

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병원경 에도 기업의 마케팅개념을 도입

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건강정보의 경우 모든 기관들이 질병 및 증상정보에 편중되어있는 반면 개

인병원에서는 검사 및 시술정보와 특수클리닉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양을 제공하고 있었다.

내용의 체계성은 88.0%의 비율로 모든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체계성을 갖추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질병형태(81.3%)로 주로 제공되고 있었다.

김후정(200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건강정보 소비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를 의

사의 대체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다고 조사되었는데 사이트에서 제공

되는 정보가 방문자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보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한 사이트는 9.0%로 아주 미미하 다. 그나마 11곳의 대학병원 및 4곳

의 건강정보사이트에서 내용의 보조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인터넷의 정보자

체나 정보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이나 권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잘못 인지하 을 경우 역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개인병원(82.0%) 및 보건소(87.2%)는 100개 미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건강정보사이트는 78.9%가 100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정보

량 100개를 기준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 제공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저

자의 표기율, 저자의 연락처 명시율 및 저자의 전문성 판단율에 대한 t-test결과 

100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본문내 결과 미

기재). 이상의 결과로 봤을 때 많은 분량의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 내용의 신뢰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로는 자체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대학병원의 경우 

1/2정도가 언론보도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정보제공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었다.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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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관일수록 자료의 출처 표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공 정보량이 많은 기관일

수록 정보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의 78.3% 사이트들이 한달이내에 새로운 건강정보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

을 때는 지속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김후정(2004)의 연구결과에서 건

강정보 선택기준에서 정보의 정확성 측면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건강정보는 일반정보와는 달리 정보의 질이 다른 기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이다. 

내부 링크의 목적은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 조사결과 제공되는 건강정보자료 문서의 내부링

크기능을 통한 추가정보 제공률이 4.1%로 매우 낮았다. 이는 주로 제공되는 정보

의 종류가 자체정보에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표기, 연락처 기재, 저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의 신뢰성을 보았을 때 전

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개인병원 및 보건소에 비해 대학병원과 건강정보사

이트의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대학병원 및 건강정보사이트와 같이 많은 양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나마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건강정

보 질 관리를 위한 윤리행동강령, 제3인자 인증 및 도구를 이용한 사용자 평가에

서 공통적으로 저자의 투명성, 저작권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사이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 정보 이용자들에게 불신감과 의구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저자의 정보표기 유·무로 제

공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전체의 51.2%가 사용자의 의견수렴 기전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 중 의견의 처

리해주는 곳은 48.2%의 절반수준이었다. 의견수렴을 하는 기전도 부족할뿐더러 의

견을 받아 처리까지의 보장이 불확실하 다. 여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히 표시만 하 을 뿐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의 질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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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

정적으로 야기되는 정보의 부정확과 불완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잘못 인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웹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정론화

된 측정도구개발 및 평가에 집중되어왔다. 

비록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제공 관련사이트의 종별 및 모수

에 대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건강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일지라

도 각 기관별로 목적성, 내용성, 지속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운 방식, 정보제공방

식 등 여러 항목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앞서 언급하 듯이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나 형

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우며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상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동적으로 변화하고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사회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조사 결

과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문헌고찰 및 평가도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1. 인터넷상 건강정보 질 관리 교육

인터넷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시스템 운 자에게 정보 질의 중요성

에 대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든지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더구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자칫 치명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정보의 품질이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규칙적인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만족도와 적극적인 피드백(의견수렴 및 의견처리)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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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용함으로써 정보와 정보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

로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용자와 사이트 운 자가 공개된 정보로 모두에

게 알려 주어 개선책을 모색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질 높은 건강정보제공을 위

해서도 그리고 최선의 경쟁력 있는 사이트 운 을 위해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증자료 분석과 이용자 현장 평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실시함으로

써 지속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기관별 특성에 맞는 웹사이트 평가제도와 정책개발

건강정보관련 사이트의 정보품질을 확증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권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설립과 정보제공사이트 기관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제도

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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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건강정보 실태파

악과 건강정보의 내용성 및 신뢰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측정도

구들을 수정·보완하여 대학병원 39개, 개인병원 50개, 보건소 39개, 및 건강정보포

탈사이트 38개 등 166개의 사이트를 분석하 다.

1. 용이성 역에서 다국어, 사이트 맵, FAQ, 검색기능, 온라인 도움말, 단순링

크, Pop-up창 지원 등 7문항 중 4문항에서 대학병원이 상위순위를 차지하 다.

2. 비 보장성 역에서는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정책

(47.4%), 회원제 운 (71.1%)으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개인정보정책이 잘 이루어

지고 있었다.

3. 목적성 역에서는 대학병원의 97.4%가 사이트가 추구하는 목적을 기술하

고, 명확히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었다.

4. 내용성 역에서는 의학상식(79.5%)과 질병 및 증상정보(58.4%)를 주로 제공

하고 있었으며, 건강정보를 질병별(81.3%)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

다. 건강정보 제공량은 50개 미만(41.6%)의 건강정보량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

었다. 자료의 출처 표기율을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가 가장 높은 출처 표기율을 

보여주었다. 

5. 지속성 역에서는 개인병원의 94.0%가 자료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료의 내부 연결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연결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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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성 역에서는 대학병원 및 건강정보제공포탈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기

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저자에 대한 표기, 연락처 기재, 저자의 전문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들의 거의 전무한 상태 다.

7. 상호작용성 역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51.2%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처리도 73.3%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의견수렴기전으로는 게시판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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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홈페이지 조사 설문지

NO.         

I.  기본사항

1. 기관명 :                          

2. 기관 종류 : ①대학병원  ②개인병원 ③보건소 ④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3. 홈페이지 주소 :                           

4. 소재지역 :             도  ①서울  ②대도시 ③중소도시

II. 홈페이지 구성

1. 용이성

1-1. 다국어지원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홈페이지의 다국어 지원 여부

1-1-1. 지원되는 다국어 : ① 어 ②일본어 ③중국어

     ※ 홈페이지에 지원되는 다국어의 종류

1-2. 사이트맵(정보접근성)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사이트맵이 있어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이 가능한 지의 여부

  

1-3. FAQ 제공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FAQ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4.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통한 정보 검색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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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 도움말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홈페이지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의 지원 여부

1-6. 단순 링크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홈페이지와 관련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 제공 여부

1-6-1. 링크 종류 : ①웹사이트  ②배너  

     ※ 제공되는 링크의 종류

1-7.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Pop-up창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신속하고 간편한 접속을 위한 건강정보에 대한 Pop-up창의 지원 여부

2. 비 보장성

2-1. 개인정보보호정책 준수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기재 여부

2-2. 회원제 운 (로그인)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 사용 여부

III. 홈페이지의 건강정보 내용

1. 목적성 

1-1. 목적성 : ①있음 ②없음 

     ※ 기관소개나 기관대표의 인사말에서 목적 언급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여부

1-2. 대상 : ①있음 ②없음 

     ※ 기관소개나 기관대표의 인사말에서 대상 언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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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성 

2-1. 내용의 범위와 깊이

     ※ 제공되는 건강정보 내용의 범위, 깊이, 일관성, 주제와의 적합성의 여부)

2-1-1. 단순 건강정보 제공 여부

     2-1-1-1. 식생활( 양정보 포함)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1-2. 건강강좌 안내 : ①있음 ②없음

     2-1-1-3. 신약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1-4. 신간 안내 : ①있음 ②없음

     2-1-1-5. 의학 상식 : ①있음 ②없음

     2-1-1-6. 의사 및 병원 안내 : ①있음 ②없음

     2-1-1-7. 최신 의학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1-8 의료보험 관련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2. 전문 건강정보 제공 여부  

     2-1-2-1. 질병 및 증상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2-2. 검사 및 시술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2-3. 논문 및 저널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2-4. 의료장비 관련정보 : ①있음 ②없음

     2-1-2-5. 특수클리닉 정보 : ①있음 ②없음

2-2. 내용의 체계성 : ①체계적 ②비체계적

     ※ 건강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지의 여부

2-2-1. 제공 형태 : ①진료과별 ②질병별 ③계절별

     ※ 체계적인 건강정보의 제공 형태

2-3. 내용의 보조성 명시 : ①있음 ②없음

     ※ 제공되는 정보가 방문자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 는가의 여부



- 64 -

2-4. 내용의 정보량(제공 건수) : 

                             ①없다 ②50개미만 ③50-100개 ④100-300개 ⑤300개 이상 

     ※ 제공되는 건강정보 자료의 양

2-4-1. 자체 정보           ①없다 ②50개미만 ③50-100개 ④100-300개 ⑤300개 이상 

2-4-2. 언론 보도 정보      ①없다 ②50개미만 ③50-100개 ④100-300개 ⑤300개 이상 

2-4-3. 기타정보            ①없다 ②50개미만 ③50-100개 ④100-300개 ⑤300개 이상  

             ※ 제공되는 건강정보 자료의 종류

2-5. 자료의 출처* :               % 

     ※ 자료의 출처 또는 참고문헌 제시 여부

2-5-1. 종류 : ①의학상식 ②최신 의학정보 ③질병 및 증상 정보 

             ④검사 및 시술 정보 ⑤논문 및 저널 정보 ⑥특수클리닉 정보

     ※ 정보의 종류별 제공되는 자료의 출처 또는 참고문헌

3. 지속성 

3-1. 최근 한달 이내의 정보 게시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게시판, 상담실 등의 최근 한달 이내의 정보 게시 여부

3-2. 외부링크
*
 :               % 

     ※ 제공 정보의 관련 자료들의 링크 연결 가능 또는 추가정보 제공 여부

 

4. 신뢰성

4-1. 저자표기 여부
*
 :           %   

     ※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표기 여부

4-1-1. 종류 : ①의학상식 ②최신 의학정보 ③질병 및 증상 정보 

             ④검사 및 시술 정보 ⑤논문 및 저널 정보 ⑥특수클리닉 정보

     ※ 정보의 종류별 제공되는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표기

4-2. 저자의 연락처
*
 :           %

     ※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연락처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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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종류 : ①의학상식 ②최신 의학정보 ③질병 및 증상 정보 

             ④검사 및 시술 정보 ⑤논문 및 저널 정보

     ※ 정보의 종류별 제공되는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연락처

4-3. 저자의 신뢰도(전문성)
*
 :           %

     ※ 저자 또는 정보제공자가 해당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직업, 교육수준, 경력 등)의 제공 여부

5. 상호작용성 

5-1. E-mail 여부: ①있음 ②없음

     ※ 사용자가 질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자의 E-mail 표기 여부

5-2. 의견수렴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게시판, 방명록, Q&A) 제공 여부

5-2-1. 업무처리 여부 : ①있음 ②없음

     ※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게시판, 방명록, Q&A에 대한 답변 및 처리사항 게

시) 여부

* 비례층화 표집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 집단이 전체 모집단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분석에서는 모집단

의 구성비율을 반 하되 일정한 표집율(10%)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

   - 건강정보의 제공건수 50개 미만 : 5개

                          50 - 100개 미만 : 10개  

                          100 - 300개 미만 : 20개 

                          300개 이상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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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 대상 웹사이트

  

   [ 대학병원 웹사이트 ]

1.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http://www.kangnamcmc.com

2. 건국대학교의료원 민중병원  http://kkumcsh.konkuk.ac.kr

3. 경북대학교병원  http://knuh.knu.ac.kr

4. 경상대학교병원  http://www.gnuh.co.kr

5. 경희의료원  http://www.khmc.or.kr

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http://www.dsmc.or.kr

7.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http://www.kumc.or.kr/anam/

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http://www.kosinmed.or.kr

9. 대구가톨릭의료원  http://www.tcmc.co.kr

10. 단국대학교의료원  http://www.dkuh.co.kr

11.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http://www.dumc.or.kr/kyongju_H/new_home_index.htm

12. 동아대학교병원  http://www.damc.or.kr

13. 부산대학교병원  http://www.pnuh.co.kr

14. 서울대학교병원  http://snuh.snu.ac.kr

15. 순천향의대 부속병원  http://hosp.sch.ac.kr/hannam

16. 아주대학교의료원  http://www.ajoumc.or.kr

17.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http://www.severance.or.kr

18. 연세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http://wch.yonsei.ac.kr

19. 남대학교의료원  http://medical.yeungnam.ac.kr

20. 울산대학교서울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

21. 원광의대 부속병원  http://wmc.wonkwang.ac.kr

22. 이화의대 목동병원  http://www.eumc.co.kr

23.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http://www.paik.ac.kr/da_main.html

24. 인하대병원  http://www.inha.com

25. 전남대학교병원  http://cnuh.chonnam.ac.kr

26. 전북대학교병원  http://www.cuh.co.kr

27. 충북대학교병원  http://www.cbnu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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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http://www.hallym.or.kr/hospital/hangang

29. 건양대학교병원  http://www.kyuh.co.kr

30. 관동의대 명지병원  http://www.kdmc.or.kr

31. 강원대학교병원  http://www.knuh.or.kr

32. 한양대학교병원  http://smc.hanyang.ac.kr

33.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http://www.smc.samsung.co.kr

34. 을지대학병원  http://www.emc.ac.kr

35. 포천중문의대 강남차병원  http://kangnam.chamc.co.kr

36. 가천의대 길병원  http://www.ghil.com

37. 조선대학교병원  http://hosp.chosun.ac.kr

38. 중앙의대 용산병원  http://mc.cau.ac.kr/yongsan

39. 충남대학교병원  http://www.cnuh.co.kr

40. 제주대학교병원  http://www.cnuh.org

    [ 개인병의원 웹사이트 ]

41. 서울본내과  http://www.seoulbon.co.kr

42. 양만석내과의원  http://www.dyms.co.kr/

43. 연세노블병원  http://www.ysnoble.co.kr

44. 권용욱노방클리닉  http://www.nobangclinic.co.kr

45. 산타홍클리닉  http://www.santahong.com

46. 강북중앙외과  http://www.hemohospital.co.kr

47. 상쾌한아침외과 http://www.ihemo.co.kr

48. 남태수 류마티스클리닉 http://www.namrheuma.com/

49. 김수균모발외과  http://www.hairsurgery.co.kr/

50. 명진단방사선과  http://mdrc.co.kr/

51. 마노메디비뇨기과  http://www.manomedi.net/

52. 엘제이비뇨기과  http://www.ljuro.com/

53. 닥터최 바디라인클리닉  http://www.blclinic.co.kr/

54. 유나산부인과  http://www.youna.co.kr/

55. 김재훈성형외과  http://www.beautipia.net/

56. 다우성형외과  http://www.dauclinic.com/



- 68 -

57. 우리아이소아병원  http://www.yahoclinic.com/

58. 연세Yoo&Kim신경정신과  http://www.YNKclinic.com/

59. 시원한 신경외과  http://www.ims75.com

60. 클리닉비  http://www.clinicvie.com/

61. 도울내과  http://www.helpdc.co.kr/

62. 이종 내과  http://www.kmhemo.co.kr/

63. 강남삼성안과  http://www.eyepro.co.kr/

64. 연수늘밝은안과  http://www.brightlasik21.co.kr/

65. 사랑의 클리닉  http://www.lcc.co.kr/

66. 김미혜유클리닉 유방암센터  http://www.mybreast.co.kr/

67. 강남연세흉부외과  http://www.veinhospital.co.kr/

68. 경인외과의원  http://www.kiss1843.com/

69. 신프롤로의원  http://www.prolokim.co.kr

70. 김용욱정형외과  http://www.prolokim.co.kr/

71. 미지치과  http://www.imagedent.co.kr/

72. 스마일라인치과  http://smile.gunse.com/

73. 김성섭통증클리닉  http://www.painmaster.co.kr/

74. 대구세브란스피부과  http://www.severanceskin.com/

75. 보람메트로피부과  http://www.boramskin.com/

76. 솜씨좋은 산부인과  http://www.ipigood.com

77. 정클리닉 피부과  http://www.jungsclinic.com

78. 청담밝은세상안과  http://www.iloveeye.com

79. 재시아 성형외과  http://www.jaessia.com

80. 강남 마누바세 안과병원  http://www.manubase.com

81. 춘천 상쾌한 아침외과  http://morning.drline.net

82. 이상봉비뇨기과  http://www.sangbonglee.com

83. 신세계방사선과의원  http://x-raydoctor.co.kr

84. 김해신경외과  http://www.gimhaehospital.com

85. 김병수신경외과의원  http://www.joins21.com/neurosurgery/

86. 김순주치과의원  http://www.dentistkim.co.kr

87. 오희종신경외과  http://www.dizzycli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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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김경희소아과의원  http://www.aga1004.com

89. 우리집 신경정신과  http://www.urijipcli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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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전 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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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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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http://www.jungwonhealth.or.kr/

116. 경남 김해시보건소  http://www.ghheal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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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경남 하동군보건소  http://hdhealth.go.kr/

121. 경남 경주시보건소  http://www.gjhc.or.kr/

122. 경북 천시보건소  http://health.yc.go.kr/

123.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  http://iphhealth.ipohang.org/

124. 전남 고흥군보건소  http://goheung.go.kr/health/health1.htm

125. 전남 나주시보건소  http://naju.go.kr/html/content/bogun/

126. 전남 담양군보건소  

     http://www.damyang.jeonnam.kr/new/bogun/index.html

127. 전남 무안군보건소  http://www.muanhealth.go.kr/index.html

128. 전남 완주군보건소  http://www.wanju.go.kr/health/default.html

129. 충남 논산시보건소  http://health.nonsan.go.kr/

130. 충남 예산군보건소  http://www.yesan.or.kr/

131. 충북 단양군보건소  http://health.danyang.chungbuk.kr/

132. 충북 진천군보건소  http://www.jincheon.go.kr/health/frame_all.htm

133.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http://www.cjcity.net/sayupso/cjhealth/index.html

134. 남원시 보건소

     http://namwon.jeonbuk.kr/nw-mw/hygienic/hy-first.htm

135. 정읍시 보건소  http://jeongeup.go.kr/etc/office_new/health/

136. 부산 중구보건소  http://medical.junggu.busan.kr/

137. 부평구 보건소  http://www.icbp.go.kr/healthcenter/

138. 안동시 보건소  http://adheal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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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남제주군 보건소

     http://namcheju.net/korean/open/department/depmain.php?optOff=40

140. 제주시 보건소 안내  http://life.jejusi.go.kr/lw10/lw102010_h00.html

       [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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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아파21   http://www.ap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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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nformation types and teaching
methods featured by health education sites

Lee, Hwa Soon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Internet users use health-related sites frequently,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these sites is increasing ever due to increased interest over the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health.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net provides easy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to anyone, there is still the controversy over the 

quality of information provided on the Internet. In the case of Korea, many 

studies showe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health-related information 

provided on the Interne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n health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organizations/sites provid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to evaluate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provided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a total of 166 sites including 39 university hospital sites, 50 private 

hospital sites, 39 public health clinic sites, and 38 health information portal 

sites using the existing measuring instruments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is study.

1. In the area of user convenience, multilanguage support was seen in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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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niversity hospital sites, site  map support in 92.3% of university hospital 

sites 92.3%, FAQ support in 50% of private hospital sites, search engine in 

55.3% of portal 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help in 23.7% of 

portal 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simple link in 100% of university 

hospital sites, and transmission of health information using Pop-up windows in 

35.9% of university hospital sites. Thus, university hospital sites placed the 

highest in 4 out 7 areas.     

2. In the area of privacy protection, portal 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provided relatively good privacy protection compared with any other sites 

showing the results that policies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were seen in 

47.4% and membership operation in 71.1%.

3. In the area of purpose, 94.7% of university hospital sites stated the 

purposes of the center and mentioned the specific target (74.4%).

4. These sites provided general medical information (79.5%) and information 

related with diseases and symptoms (58.4%) the most. Medical information is 

provided systematically by dividing information into different diseases (81.3%). 

The rate of the sites mentioning the assistance of provided information was 

low at a total of 9.0%. The number of health information was usually less 

than 50 items (41.6%) in most sites. However, more than a half of the 

university hospital sites (51.3%) and portal 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78.9%) provided more than 100 items. 

5. The type of health information was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facility in 

most cases. The source of information was mentioned most frequently with 

general medical information (43.4%). In the field of continuity, data renewal 

was achieved the best in private hospital sites at 94.0%. In overall, the rate of 

internal continuity was relatively low. On the other hand, portal 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showed a 8.9% of continuity.  

6. In the area of reliability, private hospital sites and public health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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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contained data showing health information with no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author, point of contact, and author's credential. However, university 

hospital sites and portal sites provided these information.   

7. In the field of interactivity, contribution by users was accepted in 51.2%. 

Public health clinic sites showed the most contribution at 76.9% and opinions 

were reflected the most in 73.3%. Bulletins were used the most to obtain user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shown in the 7 areas examin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 according to different sites. Sufficient data were 

provided in this study on the need fo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at the time of establishing evaluation criteria. I am not sure whether I 

understood. For quality control over health information provided on the 

Internet, webmasters running health information site should receive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quality health inform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Regular surveys on user satisfaction should be conducted, and the different 

evaluation systems of websites befitting each facility and policies that could 

support the evaluation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Internet,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measuring instruments, 

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