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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그 편리함으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터넷은 정신과 상

담의 역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 인터넷상의 건강 상담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사례분석과 만족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드물고 상담과 가장 접한 

진료과임에도 정신과 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1999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4월 30일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의 정신과 온라인 상담

실에서 행하여진 상담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을 시행하고 전문가가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내담자는 271

명이었고 주로 젊은층, 고학력자, 그리고 여성이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을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방문 목적이

었는데, 문의된 주된 질환은 기분 및 불안장애 다. 내담자들은 주로 정보를 제공

받은 것에 만족했으며, 인터넷 상담에 대해서는 그 간편성과 수고와 비용절감 효

과를 장점으로 평가했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가 

반이 넘었고,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9.6%로 강한 비판의 예가 많이 보여 현 정신

과 온라인 상담실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답변은 일주일 이내에 하

는 것이 만족도가 높았고 답변의 길이는 한  100자 내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는데, 이보다 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과 온

라인 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 원하는 바를 원하는 형식으로 빠

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 온라인 건강 상담 

연구의 효과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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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정신과 상담의 경우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의 진술이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

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의사와 직접 면대 면으로 상담하는 것이겠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환자 정보의 제공만으로도 진단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래서 사용의 편리함과 익명성등의 장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신과 상담이 활발

히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담형식의 정신과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

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Hales, 1999), 환자의 만족도(Dongier, 1986), 신뢰성과 정

확성(Baer, 1995), 법적인 문제(Klein, 1995), 경제적 이슈(Bashshur, 1995)등이 그것

이다. 최근 고속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신과 역에서도 Telemedicine의 역은 

Audio와 Video data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상담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Janca, 2000). 그러나, 아직은 장비가 고가이고, 기기 조작의 불편함이 있는 등 대

중화되기에는 제약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의 출발이 텍스트 기반의 

E-mail이었던 점과 지금도 E-mail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점을 고려해보면(Slack, 2000),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상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바탕 위에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이용한 정신과 상담에 대한 실용성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Tucker,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것이 전문적이건 비전문적이건 무수히 많은 정신과적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일

반인들에 의한 정신과 온라인 상담의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진료과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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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조사연구 조차도 그 수가 적고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

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 특정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관절염 환자에 대해

서 시도 되기도 하 으나(이은옥, 2000), 정신과의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역에 국한하여 일 대학병원 온라인 상담 내용을 분

석, 내담자들의 이용 목적과 흔히 질문되는 질환을 알아보고 동시에 만족도를 조

사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신과 온라인 상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신과 온라인 건강 상담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상담의 

틀을 만들기 위해 일 대학병원의 정신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파악하고 만족도를 조

사하여 내담자와 상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이 상담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설문을 통해 내담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다.

셋째, 효과적인 정신과 온라인 상담을 위한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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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의학과 컴퓨터

정신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로서 신체, 특히 뇌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질

환을 치료하는 임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치료와 연구를 통

해 인간의 정신활동과 뇌기능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이해의 폭을 넓

혀 준다. 정신의학은 또한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정신 기능의 기전을 

탐구하고, 다른 심리학의 이론적 공헌들을 이용하여 환자 이해와 치료에 이용함

으로써 이러한 이론들의 폭을 넓힌다. 이러한 인간의 뇌기능과 정신기능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의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다(민성길, 2000). 

컴퓨터는 실제적으로 정신의학의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다. 즉, 환자의 증상

과 경과의 기록을 용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신과적 진단을 돕기 위한 환자 의

무 기록의 전송; 약물치료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지원; 환자 심리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환자를 지역 사회에서 추적하는 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사용

자가 대화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흥미 있는 환자 교육 프로

그램 등이 있다. 인터넷의 빠른 성장은 앞으로 정신과의사들이 많은 종류의 정신

과적 정보를 다루는데 향을 미칠 것이다(Sadock, 2000). 실제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규모 일차진료의사 네트워크에 빠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teleconsulting과 computer-based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상담 서비

스는 지역의 일차진료의사들이 그들의 사무실에서 바로 그들의 환자에 대해서 정

신과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Cassem, 1997). 원격의료는 정신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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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처음으로 쓰 으며(Wittson, 1961) 원격의료의 여러 분과중 정신과는 상담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분과중 하나이다(Allen, 1996). 

2.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상담

(1) 인터넷과 World wide web

인터넷 사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거의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기술과 World Wide Web(WWW)의 발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터넷을 항해하기 위해 클릭만하면 되는 HTML이 있기 전에는 인터넷

의 어딘가 가기 위해 컴퓨터에게 입력할 자로 된 명령문을 알아야만 했다. 다

른 말로 하면, 인터넷과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려면 특별한 언어를 

알아야만 했다. 이러한 면은 인터넷을 특수화된 도구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특

정인만이 사용 가능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WWW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기술만 있으

면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WWW은 특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와 

대화할 필요를 대체했다. 이러한 혁신은 예전에 팩스가 전보와 특별우편의 필요

성을 근본적으로 없앤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컴퓨터 대화방법의 많은 부분

을 제거했다.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타이핑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마우스로 찍고 클릭하기만 하면 되게 되

었다(Kramer, 1998).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2001년 4월 기점으로 2,000만 명을 돌파하 다. 

인터넷이란 단어가 소개된 지 불과 6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절반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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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도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있으니 이렇게 빨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

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김 진, 2001).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는 2001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2월 26일까지 전국

의 3,854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내 상주하고 있는 만 7세 이상 가구원에게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10,072건의 설문을 회수,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 다. 월평균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 인구의 

56.6%인 2,438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50.2%로 

드디어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7∼19세의 이용률이 93.3%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20대가 84.6%로 나타났다. 구성비에 있어서는 성별에 있어 남자가 55.6%

고, 여자가 44.4% 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아 29.1% 고, 30대가 다음으

로 22.4% 다. 인터넷 이용자의 71.7%는 가정에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다음

으로는 회사가 17.5%, PC방이 6.1%의 순이었다. 인터넷의 주이용 목적은 '자료정

보 검색'인 경우가 4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게임'(23.8%), '메일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비이용자 중 30.5%는 향후 인터넷 의용의향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우리나라의 인터넷 건강상담 현황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

료 정보는 관심과 중요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 되

고 있는 각종 건강 및 의학 관련 사이트는 현재 수 천 개에 달하며, 그 수는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 전문 사이트나 개인병원 등이 경쟁적

으로 개설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병원’을 찾으면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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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의학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건강 상담 서비

스까지 받을 수 있다(하지현, 2001).

김 보등(1998)은 1997년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아일보 인터넷 병원 

사이트에서 원격상담을 이용한 총 2,482건 중 개시 일부터 1,000건을 분석하 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1.9배로 많았고 남녀 모두에서 20대가 29.1%로 가장 많았다. 

상담주체는 본인인 경우가 82.4%로 가장 많았고, 가족인 경우가 16.2% 다. 상담

신청 목적을 보면 우선 증상 문의가 36%로 가장 많았고, 치료방법 문의가 29.8%, 

진단문의 , 의학적 지식문의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는 소화기 내

과가 11.0%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순이었다. 정신과는 

3.5%로 10위 다.

안지 의(2000) 1998년 6월 1일부터 1999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일개 인터

넷 건강 상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7,689 case의 상담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을 통

한 건강상담의 내용 분석연구 결과를 보면, 성별구성은 남자가 64%, 여자가 36%

으며, 연령의 분포는 25-29세가 39.4%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은 대학교를 졸

업한 사람이 6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 상담 내용을 보면, 소화기계 문

제가 17.6%로 가장 많았고, 전신적이거나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12.7%, 피부계가 

12.7%, 근골격계가 9.6% 다. 상담의 목적은 증상에 관한 문의(47.0%)가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한 문의(38.1%)가 많았다. 응답내용을 보면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경우가 41.3%, 의학적 지식 제공이 36.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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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999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4월 30일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

원 홈페이지의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에서 행하여진 상담을 대상으로 하 다.

2. 연구 모형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사용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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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내용의 분석

현 정신과 전공의 4명과 정신과 경력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6명이 상담

사례를 나누어 진단과 증상을 분류하고 이용 목적을 평가하 다.

진단분류는 DSM 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에 

따랐다. DSM은 1952년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DSM-I으로 처음 개발하여 발표한 정

신과 진단 매뉴얼로서 개정판인 DSM-II개발부터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를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DSM-IV는 ICD-10의 정신질환 분류 부분과 호환

성이 있다. DSM IV에서 제시하는 진단 분류는 총 17개로서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

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 섬망, 치매, 그리고 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

장애 /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 물질 관

련 장애 / 정신분열병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 기분장애 / 불안장애 / 신체형 장애 

/ 허위성 장애 / 해리성 장애 / 성적 장애 및 성 정체감 장애 / 섭식장애 / 수면장

애 /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 / 적응장애 / 인격장애 / 임상적 관심

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 등이다.

증상의 분류에는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민성길저 ‘최신정신의학’ 에서 사용된 분류방법을 적용하 으며 다음과 같

다. 의식(consciousness), 행동(activity) ,지각(perception), 사고(thought), 언어

(language) ,감정(emotion), 지남력(orientation), 기억(memory), 지능(intelligence), 병

식과판단(insight and judgement), 인격(personality)등 총 11개로 분류되어 있다. 여

기에 실제 상담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이어서 신체증상의 항목을 추가하 다.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4가지로 분류하여 질문하 는데, 병원에 방문해야 하

는지 알기 위함, 병에 대한 정보나 자료, 위로, 병 외의 정보나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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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항목의 선정 및 설문지 작성

상담내용에 있어서는 진단분류, 증상분류, 이용목적과 답변의 소요일수 및 길

이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 다. 설문지는 전자 우편의 특성상 총 7개의 짧은 문

항들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만족도에 

관한 항목들로서 해당 상담의 만족도, 도움이 된 점, 개선점, 내담자가 느끼는 인

터넷 상담의 장점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설문대상

자의 일반사항에 대해 성, 연령, 교육정도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5. 설문 조사 및 수집

설문조사는 2002년 6월 18일부터 2002년 6월 25일까지 1주간 실시하 으며, 

상담내용 2,260건중 전자우편주소가 올바른 1,571명에게 설문이 담긴 전자우편이 

발송되었다. 그 중 418개가 내담자에게 배달되지 못했는데, 155개는 메일 서버 자

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로 내담자의 e-mail주소의 계정이나 서버부분이 틀린 경우

고, 나머지 263개는 서버는 존재하지만 반송된 경우 다. 최종적으로 1,153개의 

메일이 내담자에게 배달되었으며, 전자 우편의 특성상 대상자가 모두 메일을 읽

었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발송된 메일 중 271개가 설문 수집 기간에 

회수되어 24%의 회수율을 보 다.

6. 분석 방법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만족도를 포함한 사용 경험, 흔히 질문되는 상담 사례

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 고,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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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차분석을 했다. 즉, 설문에 응답한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진단분류, 이용목

적, 답변소요일수, 답변의 길이 등과 만족도의 분할표를 각각 작성한 후 두 변수

간의 독립성 혹은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 다. 자료

의 저장과 처리는 SPSS를 사용하 다. 그림 2와 같은 분석모형을 사용하 다.

그림 2.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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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내담자는 총 27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3세 는데, 20대가 

145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가 77명(28.4%)으로 대부분 젊은 층이

었다. 성비는 여성이 187명(69.0%), 남성이 84명(31.0%)으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많았

다. 학력은 대학교육이상이 227명(83.8%)으로 대부분 고학력자 다.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항목 세부항목 빈도

성별 남자 84 (31.0)

여자 187 (69.0)

계 271 (100.0)

연령 10대이하 24 (8.9)

20대 145 (53.5)

30대 77 (28.4)

40대이상 25 (9.2)

계 271 (100.0)

학력 중등졸이하 7 (2.6)

고등졸 37 (13.7)

대학이상 227 (83.8)

계 2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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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증상분류 및 이용 목적

전문가의 각 사례 분석 결과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중 기분장애가 78건(28.8%)으

로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가 54건(19.9%)으로 두 질환이 차지하는 부분을 합치면 절

반 가까이 되었다. 상담 사례를 진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표 2. 진단분류            단위 : 명(%)

항    목 빈도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32 (11.8)

섬망, 치매, 그리고 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 1 (0.4)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4 (1.5)

물질 관련 장애 10 (3.7)

정신분열병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28 (10.3)

기분장애 78 (28.8)

불안장애 54 (19.9)

신체형 장애 10 (3.7)

허위성 장애 0 (0)

해리성 장애 1 (0.4)

성적 장애 및 성 정체감 장애 5 (1.8)

섭식장애 5 (1.8)

수면장애 7 (2.6)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 3 (1.1)

적응장애 13 (4.8)

인격장애 20 (7.4)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 0 (0)

계   2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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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분류상 감정과 관련된 증상이 가장 많아 144건(53.1%), 그 외 행동관련 증상

이 65건(24.0%), 사고관련 증상이 24건(8.9%)이었다. 증상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증상분류 단위 : 명(%)

항    목 빈도

의식(consciousness) 1 (0.4)

행동(activity) 65 (24.0)

지각(perception) 2 (0.7)

사고(thought) 24 (8.9)

언어(language) 2 (0.7)

감정(emotion) 144 (53.1)

지남력(orientation) 0 (0)

기억(memory) 2 (0.7)

지능(intelligence) 3 (1.1)

병식과판단(insight and judgement) 1 (0.4)

인격(personality) 18 (6.6)

신체증상 9 (3.3)

계 271 (100.0)

가장 많은 이용목적은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묻기 위함으로 173건

(63.8%)이었다. 상담사례를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이용목적   단위 : 명(%)

항    목 빈도

직접 진료의 필요성 문의 173 (63.8)

병에 대한 정보나 자료 54 (19.9)

위로 받음 29 (10.7)

병외의 정보 15 (5.5)

계 2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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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내담자 271명중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게 측정된 경우가 155명(57.2%)으로 반 이상의 내담자가 불만족

스럽게 생각했으며 이 중 ‘매우 불만족 한다’고 답한 경우는 26명이었다. 정신과 온

라인 상담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가 116명(42.8%)

이었으며 이 중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만족도에 대한 답

변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만족도 단위 : 명(%)

문           항 빈도

매우만족 4 (1.5)

만족 112 (41.3)

불만족 129 (47.6)

매우불만족 26 (9.6)

계 271 (100.0)

내담자들은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받은 도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응답이 118명(43.5%)으로 제일 많았다. 기타의 난에 내용을 적어준 내담자

는 55명(20.3%)이었으며 그 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된 점을 고르

라니 어이가 없다’는 내용이 많아 강한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병원 

가기엔 망설여지고 그냥 있자니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떠한 상태인

지를 확인한 후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생각지 못

했던 원인을 생각하게 함’ 등의 긍정적인 내용도 9건 있었다. 도움된 점에 대한 답변

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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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움된 점 단위 : 명(%)

문           항 빈도

의사결정 41 (15.1)

정보제공 118 (43.5)

위로받음 57 (21.0)

기타 55 (20.3)

계 271 (100.0)

내담자들이 더 바라는 점으로는 세 항목이 비슷한 정도의(37.3%, 28.0%, 25.8%) 

결과가 나왔다. 기타의 난에 내용을 적어준 내담자는 24명(8.9%)이었고 그 내용은 ‘다 

바라는 점이다’가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 ‘너무 방문 쪽으로만 일관하지 않았

으면...’, ‘심리상담이므로 문답형태가 좀더 세부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람’,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게 

얘기해주기를’, ‘원격 진료와 처방이 함께 실시되었으면 한다’,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방안까지 적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바라는 점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바라는 점 단위 : 명(%)

문           항 빈도

앞으로 어찌 해야할 지 확실히 얘기해주면 좋겠다 101 (37.3)

자세한 정보나 책, 홈페이지 등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76 (28.0)

답변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70 (25.8)

기타 24 (8.9)

계 2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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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들이 느끼는 인터넷 상담의 장점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이 96명(35.4%)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82명(30.3%)이었다. 기타의 난에 내용을 적

어준 내담자는 15명(5.5%)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 해당됨’이 7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에 ‘병원에 가기 전의 사전 상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

는 게 더 많다. 인터넷상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다’, ‘직접 찾아가

서 뵈는 것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내담자가 느끼는 

인터넷 상담의 장점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인터넷 상담이 좋은 점    단위 : 명(%)

문           항 빈도

언제 어디서나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82 (30.3)

신분노출의 부담감이 없다 38 (14.0)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 수 있다 96 (35.4)

정신과의사 앞에서 긴장하며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 40 (14.8)

기타 15 (5.5)

계 271 (100.0)

이를 성별, 연령별로 알아보면 표 9와 같은데, 남성에 있어서는 간편함과 수고, 

비용의 감소가 같은 빈도 으나, 여성에서는 수고와 비용의 감소라고 답한 내담자가 

1.4배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30대까지는 수고와 비용의 감소라고 답한 내담자가 

많았으나, 41세 이상의 내담자들은 간편함과 수고와 비용의 감소가 같은 빈도 다.



- 17 -

표 9. 성별 및 연령별로 느끼는 인터넷 상담의 장점    단위 : 명(%)

구분 세부항목 간편 익명성
수고,비용

감소

마음

편함
기타 합

성별 남자 18(31.0) 8(13.8) 18(31.0) 12(20.7) 2(3.4) 58(100.0)

여자 34(25.4) 23(17.2) 49(36.6) 19(14.2) 9(6.7) 134(100.0)

합 52(27.1) 31(16.1) 67(34.9) 31(16.1) 11(5.7) 192(100.0)

연령 10대이하 2(11.1) 5(27.8) 7(38.9) 4(22.2) 0(0.0) 18(100.0)

20대 28(27.5) 21(20.6) 30(29.4) 18(17.6) 5(4.9) 102(100.0)

30대 17(30.9) 4(7.3) 25(45.5) 6(10.9) 3(5.5) 55(100.0)

40대이상 5(29.4) 1(5.9) 5(29.4) 3(17.6) 3(17.6) 17(100.0)

계 52(27.1) 31(16.1) 67(34.9) 31(16.1) 11(5.7) 192(100.0)

4.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가.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41세이상의 내담자들이 그 이하의 젊은 층

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고졸이하 학력의 내담자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절반 이었으

나, 대학이상의 학력의 내담자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 연령 및 학

력 등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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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세부항목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p값

높음 낮음

성별 남자 39(46.4) 45(53.6) 84(100.0)
0.653 0.419

여자 77(41.2) 110(58.8) 187(100.0)

합 116(42.8) 155(57.2) 271(100.0)

연령 20세이하 10(41.7) 14(58.3) 24(100.0)

1.367 0.713
20대 64(44.1) 81(55.9) 141(100.0)

30대 34(44.2) 43(55.8) 77(100.0)

41세이상 8(32.0) 17(68.0) 25(100.0)

계 116(42.8) 155(57.2) 271(100.0)

학력 고졸이하 22(50.0) 22(50.0) 44(100.0)
1.111 0.292

대학이상 94(41.4) 133(58.6) 227(100.0)

합 116(42.8) 155(57.2) 271(100.0)

나. 이용목적과 만족도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을 올린 내담자의 경우 74명(42.8%)이 

만족도가 높았고, 99명(57.2%)이 만족도가 낮았으며 병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질문을 올린 경우 만족도가 높은 내담자와 낮은 내담자의 수가 같았다.  

전문가의 사례분석에 의해 평가된 질문의 목적과 내담자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표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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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용목적과 만족도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세부항목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p값

높음 낮음

이용 병원방문필요성 74(42.8) 99(57.2) 173(100.0)

3.019 0.389
목적 병의정보와자료 27(50.0) 27(50.0) 54(100.0)

위로 11(37.9) 18(62.1) 29(100.0)

병 외의 정보 4(26.7) 11(73.3) 15(100.0)

계 116(42.8) 155(57.2) 271(100.0)

다. 진단분류와 만족도

기분장애, 불안장애, 소아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린 내담자의 경우 불만

족인 경우가 많았으나 만족한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격장애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린 내담자의 경우 불만족인 경우가 두 배 이상(70.0%)이나 되었

고,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린 내담자의 경우 대부분(84.6%) 만족도가 낮았다. 

전문가의 사례분석에 의해 평가된 질문 내용의 진단분류와 내담자의 만족도와의 관

계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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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진단분류와 만족도의 관계          단위 : 명(%)

세부항목
         만족도     

합
높음 낮음

소아정신장애 15(46.9) 17(53.1) 32(100.0)

인지장애 1(100.0) 0(0.0) 1(100.0)

타의학적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3(75.0) 1(25.0) 4(100.0)

물질 관련 장애 4(40.0) 6(60.0) 10(100.0)

정신증적 장애 14(50.0) 14(50.0) 28(100.0)

기분장애 30(38.5) 48(61.5) 78(100.0)

불안장애 22(40.7) 32(59.3) 54(100.0)

신체형 장애 7(70.0) 3(30.0) 10(100.0)

해리성 장애 1(100.0) 0(0.0) 1(100.0)

성관련 장애 2(40.0) 3(60.0) 5(100.0)

섭식장애 4(80.0) 1(20.0) 5(100.0)

수면장애 5(71.4) 2(28.6) 7(100.0)

충동조절장애 0(0.0) 3(100.0) 3(100.0)

적응장애 2(15.4) 11(84.6) 13(100.0)

인격장애 6(30.0) 14(70.0) 20(100.0)

계 116(42.8) 155(57.2) 271(100.0)

라. 답변의 소요일수 및 길이와 만족도

자신의 질문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이 올랐던 내담자 185명중 100명(54.1%)이 

만족도가 낮았으며 8일에서 14일 사이에 답변이 이루어진 내담자 48명중 34명(70.8%)

이 만족도가 낮아서 일주일이내에 답변한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답변

의 길이에 있어서는 100자 이하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는 70명중 47명(67.1%)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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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200자까지의 답변 길이에 대해서는 127명중 66명(52.0%)이, 201자에서 300자

까지의 길이에 대해서는 53명중 29명(54.7%)이 각각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이는 답

변의 길이는 너무 짧거나 길 필요 없이 200자(한 로는 100자) 내외가 적당하다는 결

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내담자의 질문을 올린 날짜로부터 답변이 쓰여지기까지 걸린 

시간과 만족도와의 관계 및 답변의 길이와 만족도와의 관계는 표 13과 같다. 

표 13. 답변의 소요일수 및 길이와 만족도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세부항목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p값

높음 낮음

답변 7일이내 85(45.9) 100(54.1) 185(100.0)

4.450 0.108소요 8일-14일 14(29.2) 34(70.8) 48(100.0)

일수 15일이상 17(44.7) 21(55.3) 38(100.0)

계 116(42.8) 155(57.2) 271(100.0)

답변의 100자 이하 23(32.9) 47(67.1) 70(100.0)

4.570 0.206
길이 101∼200자 61(48.0) 66(52.0) 127(100.0)

201∼300자 24(45.3) 29(54.7) 53(100.0)

301자 이상 8(38.1) 13(61.9) 21(100.0)

계 116(42.8) 155(57.2) 27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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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www이 등장하여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인

터넷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그 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면대면 또는 전화로 하던 의료 상담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의학사이트의 수도 늘고 있다(신현정, 2000). 의학 사이트들은 주로 

의학 상식과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의 형태를 띄고 있고 정신과에서는 그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병원 정신과의 온라인 상담실 내담자들에게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전자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 하 다. 2,260건의 상담중 전자우편 주소를 바르게 기

입하여 설문을 받을 수 있었던 내담자는 1,153명(51.0%)으로 인터넷의 익명적 성

격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답변을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는 옵션을 추가하면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간단한 심리검사를 질문 입력시 시행하게 하면 상담

가가 이를 참고하게 되어 익명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우편의 특성상 

대상자가 메일을 읽었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24%의 회수율을 보 다. 

이 결과는 전자 우편을 이용한 다른 설문조사연구(김혜윤, 2000)의 회수율과 비슷

한 결과 다.

일반적 특성에서 전국의 3,854개 가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7세 이상의 남녀 

10,07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2002)

의 이용자 구성비 결과와 비교해보면, 연령에 있어 20대가 위 보고서에서는 29.1%인



- 23 -

데 비해 본 연구는 53.5%로 1.8배 다. 성별에 있어서도 위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44.4% 는데 본 연구에서는 69.0%로 1.6배 많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도 대학이상의 고

학력자가 위 보고서에서는 42.7% 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83.8%로 2.0배 많았

다. 본 연구에서 대학이상 고학력의 20대 여성은 총 271명중 94명(34.7%)으로 약 ⅓

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젊은층일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에 많이 방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진료과를 포함하는 

기존의 인터넷 건강상담 분석연구(유선미, 1997; 김 보, 1998; 안지 , 2000)의 결과

와 비교해보면 기존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

성이 남성보다 두 배이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정신과 온라인 

상담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방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의 각 사례분석결과 기분장애와 불안장애가 거의 반을 차지하 는데, 이는 

두 질환의 유병율이 다른 정신질환보다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 높은데(민성길, 

2000), 본 연구의 대상자중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소아정신질환의 빈도가 높게(11.8%) 나타난 것은 대상이 된 병원의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저서와 방송을 보고 온 내담자들의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증상분류에 있어서는 감정과 관련된 증상이 제일 많았는데(53.1%), 이 

것은 진단 분류상 기분장애와 불안장애가 거의 반을 차지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상분류의 기준에 의하면 기분의 들뜸, 우울, 불안 등이 모두 감정관련 증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은 다른 진단분류에서도 나타났는데, 정신분열증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우 사고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분류(82.1%)되었고, 소아정신

질환의 경우 행동관련 증상으로 많이 분류(75.0%)되었다. 즉, 진단분류 결과로 증상분

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증상분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가장 많은 이용목적은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묻기 위함(63.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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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상담 분석연구(유선미, 1997; 김 보, 1998; 안지 , 2000)의 결과에서는 

이 목적이 절반을 못 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내담자들은 정신과 온라인 상담의 경

우 다른 진료과보다 병원방문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답변시 진료실 방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과반수(57.2%)의 내담자가 불만족하고 있어 온라인 

상담실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움이 된 점으로는 정보를 제공받

은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정보의 제공은 상담가에게 미리 준비된 정보

나 자료, 링크 모음 등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힘든 작업이므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상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내담자들이 더 바라는 점으로

는 ‘앞으로 어찌 해야할 지 확실히 얘기해주면 좋겠다’, ‘자세한 정보나 책, 홈페

이지 등의 소개’,  ‘빠른 답변’의 빈도가 비슷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세부적인 문답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었는데 이는 내담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단계 정보 수집 질문이 달라지는 

자동화된 양방향성 다단계 정보 수집 모듈을 개발하면 가능할 것이다.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및 학력 등 환자의 일반적 특성, 

이용목적, 진단분류, 답변의 소요일수 및 길이 등을 생각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젊은 고학력자들이 주된 내담자인데도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이 들의 수준에 맞는 답

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로 받기 위해 내담한 사용자와 병 외의 정보를 요구

한 경우 만족도가 많이 낮았는데 이는 정신과 전문가인 상담가들이 상대적으로 비전

문적인 분야인 위로의 제공이나 병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피상적인 답변이 행하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로나 병 이외의 정보 

요구 등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것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분류상 정신분열증

을 포함한 기타 정신증적 장애에서는 절반이 만족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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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해당 질병의 특성상 증상이 명확하여 질문에 대해 파악하기 쉽고 내

담자가 원하는 답변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답변은 한  100자 내외의 길이

로 약 일주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내담자의 

이용 목적을 만족시켰다면, 답변을 애써 길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실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의학의 

전 분야에 대한 사례분석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행한 것에 비해 온라인 상담실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정신과에 국한하여 사

례분석과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 했

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내담자의 경험과 설문 답변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내담자들이 길게는 1년이 넘는 기억을 회상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

다. 비록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당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전자 우편 설문

에 동봉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가장 정확한 자료는 적어도 답변을 받은 수일 내에 

행해지는 설문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문을 포함한 답변을 전자 우

편으로 제공하는 형식이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설문의 회수율도 높일 것이다. 

둘째는, 진단분류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했던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후향적 연구

이기 때문에 오는 제약으로, 내담자의 질문 입력시 진단분류에 필요한 내용에 필

수적으로 답하게 하고 옵션으로 웹상에서 심리검사척도등을 시행하게 하면 보완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증상분류에 있어 진단분류에 

향을 많이 받는 분류 기준을 택한 것이 제약이 되어 증상분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

었다는 점이다. 이 또한 내담자의 질문단계에서 주증상에 대한 질문모음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내담자들의 질문 입력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답변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면서 설문을 동봉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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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도를 높인 진단과 증상 분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 대학병원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 내담자들의 일반적 특

성과 주로 문의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향후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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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온라인 상담실의 1999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의 상담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각 

사례를 분석한 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총 2,260건의 상담에 있어서 전자우편 주소가 바르게 되었던 경우는 반 정도

여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한 답변의 제공 및 

간단한 심리검사 척도 시행을 통한 익명성 보완이 필요하다. 설문에 응답한 내담

자는 271명이었고 주로 젊은층, 고학력자, 그리고 여성이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된 주된 질환은 기분 및 불안장애 다. 주로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어서, 답변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가 반이 넘었고, 매우 불만족한 경우

가 9.6%로 현 정신과 온라인 상담실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로받기 

위해 또는 병 이외의 정보를 얻기위해 상담한 경우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가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정신

과 질환 자체 뿐아니라 그 외의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답변은 일주일 이내에 하

는 것이 만족도가 높았다. 답변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 당연히 만족도가 낮았

지만 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만족도가 높았던 길이인 

한  100자 내외에서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내담자의 상담경험과 설문 답변의 시간적 간격이 컸던 점, 진단분류에 있어

서 근거가 부족했던 점, 증상분류의 일반화로 인한 증상 파악의 한계점 등이 본 



- 28 -

연구의 제약점이었으며, 향후에는 내담자들의 질문 입력단계에서 상담 분석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만족도 설문이 동봉된 답변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여 정

확도를 높인 보다 큰규모의 진단 및 증상 분류 연구가 필요하다.

내담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원하는 바를 내담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빠

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상담 평가와 일부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연구 및 효과적인 질문 

형식과 온라인 상담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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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의 목적은 연세의료원 온라인 정신과 상담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입

니다. 귀하의 설문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통계자료로 사용되며 개인적인 비

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해주신 분께는 8월 오픈예정인 웹 심리검사 2회 이

용계정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만족도 설문▶

1.귀하의 온라인 상담내용에 만족합니까? (  )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불만족  ④매우불만족

2.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의사결정  ②정보제공  ③위로받음  ④기타-(써주세요)

3.본 상담실에 더 바라는 점을 골라주십시오. (  )

 ①앞으로 어찌 해야할 지 확실히 얘기해주면 좋겠다

 ②자세한 정보나 책, 홈페이지 등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③답변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④기타-( 써주세요 )

4.인터넷상담이 직접 방문보다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언제 어디서나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②신분노출의 부담감이 없다.

 ③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 수 있다.

 ④정신과의사 앞에서 긴장하며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

 ⑤기타-( 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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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5.귀하의 성(性)은? (  ) ① 남성  ② 여성

6.현재 귀하의 연령(나이)은? (  )세

7.귀하의 교육정도를 골라주십시오.

 (  ) ①초등학교 ②증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교

 (  ) ①졸업 ②재학중 ③휴학중 ④중퇴 ▣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전문가용 상담내용 분석 기록지

* 선생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동봉된 상담내용을 읽으시고,

가장 근접 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번호에 Check해 주십시오.

<진단분류>

1) Disorders Usually First Diagnosed In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2) Delirium, Dementia, And Amnestic And Other Cognitive Disorders

3) Mental Disorders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

4) Substance-Related Disorders

5)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6) Mood Disorders

7) Anxiety Disorders

8) Somatoform Disorders

9) Factitious Disorders

10) Dissociative Disorders

11) Sexual And Gender Identity Disorders

12) Eating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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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leep Disorders

14) Impulse-Control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

15) Adjustment Disorders

16) Personality Disorders

17) 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

<증상분류>

1) 의식(consciousness)

2) 행동(activity)

3) 지각(perception)

4) 사고(thought)

5) 언어(language)

6) 감정(emotion)

7) 감정(emotion)지남력(orientation)

8) 기억(memory)

9) 지능(intelligence)

10) 병식과판단(insight and judgement)

11) 인격(personality)

12) 신체증상

<이용목적>

1)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2) 병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하여

3) 위로 받고 싶어서

4) 병외의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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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s who visited a mental 

health counseling web site of a university hospital

Kyung Ryeol Cha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D.)

Thanks to its convenience and easy accessbility, internet has become a 

important part of our everyday life and it effects almost every area, including 

psychiatry consultation. There has been previous study about health 

advicement on line but not many studies included case analysis and 

safistaction. This is also true in area of psychiatry,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to advicement. This study performed survey through e-mail to those 

who used online psychiatry consultation on Severance Hospital Homepage, 

between November 11, 1999 and April 30, 2002, and also analyzed the 

psychiatrist's answer to find out which factors influenced satisfaction. 271 

complied to the survey, and people who use on line advicement turned out to 

be female, young, and educated. The user wanted to know whether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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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to see a doctor about their problem, and most commonly they had 

mood or anxiety disorders. They were satisfied that they we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nd pointed convenience, effort saving, and less money consuming 

as positive factors of on line consultation. To question about whether they 

were satisfied, more than half answered 'unsatisfactory' and those who 

answered 'very unsatifactory' were 9.6%. Overall they were critical about the 

satisfaction and this data shows that on line psychiatry consultation needs 

immediate change. To question about how many days was satifactory to get 

an answer, many answered 1 week and length of answer was most 

satisfactory when within 100 Korean words. Long answer did not always 

brought more satisfaction. Through this study, we found out that to increas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using on line advicemen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and deliver what they want through ways they want, in prompt 

and exact wa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s specific ways to 

improve on line consultation, based on data analyzed and that it suggests 

effective structure of health consultation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