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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료기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요구,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터넷에서 의료정보서비스 검색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서울지역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의 외래와 입

원 이용자 440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에서는 

인테넷 이용자의 평균연령이 36세로 비이용자 보다 낮았으며, 교육연수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평균 교육연수가 14년으로 비이용자 보다 높았으며, 월 총소

득은 인터넷 이용자가 월총소득 473만원으로 비이용자 보다 많았고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 다.

2.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에서는 신뢰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보다 인터넷 이용이 많았으며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

의향은 이용의향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보다 인터넷 이용이 많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3.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교육연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많았으며 배우자가 없

는 경우에,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 그리고 인터넷 의료정보의 이용의향

이 높은 경우에 인터넷 이용이 많았다.

4. 인터넷상의 의료정보검색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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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

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에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검색을 많이 하 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인터넷 의료서비스와 의

료정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를 한 결과 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으로는 필요한 정

보의 다양성부족과 내용의 빈약함이 많았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 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계

획과 의료정보서비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 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

와 비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의료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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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향을 끼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적잖은 향을 미치고 있다(송홍

지, 2001).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7월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6세 이

상 국민이 2,565만 명이었고 2002년 10월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만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 지역별로 보면 98%로서 국

내 전체 가구 중 70% 가구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정보통신부, 2002).

인터넷은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은 사람이 6,0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인 구중 약 30%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얻은 것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인터넷 이용률과 가입자수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에서 의료정보를 얻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수 , 2002). 

최근 의료시장이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학적 지식과 

권리가 증대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보다 나

은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김은정, 1999) 요구와 기대

를 파악하는 것은 알맞은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소비자의 만족도 증진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한 시점에서 의료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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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이루어진 인터넷의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보획득

을 위한 설명과 안내(이원식, 1996), 정보의 신뢰성, 적합성, 보안성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박동규 등, 2000; 박경화, 2001; 김수 , 2002), 인터넷

을 통한 의료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이봉재, 1998; 김 조 등, 

1999; 이행 등, 1999; 이은옥 등, 2000; 송홍지, 200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

래의료의 발전방향 논의(미래과학기술대학원, 2000) 그리고 인터넷 의료정보서

비스 이용 행태(김은정, 1999) 등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인터넷상의 

의료정보의 질과 관리방안에만 치중하거나 인터넷 진료 상담 등 몇 가지 인터

넷 서비스 항목만을 다루거나 인터넷이용자들의 이용 항목중 의료정보에 관하

여 연구하 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과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고 보

기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 전체에게 인터넷 의료정보서비

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특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인터넷 이용여부와 인터넷 이용 행태의 차이에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

의 의료기관 이용자 접근도를 증대시키고, 의료정보서비스 개발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의료기관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이에 향을 미치

는 요인분석은 중요하다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이용자 중에서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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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건강관련 자료 이용 행태를 비교하 다. 

둘째,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다.

셋째, 인터넷에서 건강․질병관련자료의 검색여부의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 4 -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서울지역에 위치한 740병상규모의 한 종합병원에 내원한 외래 및 입원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 으며 소아인 경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 다. 여기서 응

급실 및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 다. 

2. 자료수집 방법

조사는 200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하 다. 조사대상자는 환자본인으로 하되 의료이용자가 소아인 경

우는 동반한 부모를 면접하 으며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제외)을 기

입하도록 하 다. 면접은 조사대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설문

도구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직접면접으로 실시하 다. 설문조사

를 한 결과 총 556명이 응답하 으며 전체 설문지 중 대답이 불성실하거나, 

기입하지 않은 116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3. 변수의 선정

가.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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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 연령, 교육연수, 소득, 직업, 배우자여부, 거주지역을 조사하 다.  

교육연수는 초등학교 졸업을 6년, 대학교졸업을 16년, 석사학위졸업을 18년으

로 하여 교육받은 연수를 실수 기입하도록 하 다. 소득은 가족의 월 총소득

을 실수 기입하도록 하 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분류하

여 조사하 다. 

나) 인터넷 정보관련 변수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정보 신뢰정도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서비스 

이용의향을 리커트 5점척도로 조사하 다. 

나.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인터넷 이용여부와 인터넷상 의료정보 검색여부를 

조사하 다. 

4. 분석방법

 가. 단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인터넷 관련 및 이메일 관련 문항에 

대하여 각 변수별로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나. 이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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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직업, 배우자여부, 거주지역별 인터넷 이용여부의 차이를 교체제

표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령, 교육연수, 월 총소득과 인터넷 이용여부의 

차이를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련문항 분류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는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에서 매우 신뢰한

다는 경우와 신뢰한다는 경우는 신뢰도 군을 ‘상’으로, 신뢰할 수도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고 한 경우는 ‘중’으로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인 경우는 ‘하’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은 5

점척도로 조사하여 의향이 매우 많다와 의향이 있다인 경우는 이용의향 군을  

‘상’으로, 의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인 경우는 ‘중’으로,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와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는 ‘하’로 분류하여 이용

의향 그룹에 따른 인터넷 이용경험여부의 차이를 분석하 다. 그 외에도 건

강․의료에 관해 인터넷에서 이용을 원하는 바를 묻는 요구항목, 건강․의료

에 관한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묻는 항목과 건강․의료정보를 인터

넷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인터넷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하

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1) 변수의 ‘군’조정

     직업은 인터넷이용 비율이 80%인 경우를 인터넷 이용에 따른 직업군 

‘상’으로, 50 ∼ 80%인 경우를 ‘중’으로, 50%미만인 경우를 ‘하’로 재분류하

다. 인터넷 이용이 많은 직업군에는 일반사무직, 관리직, 학생, 전문기술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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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무직이 포함되고 중간 그룹에는 주부, 판매서비스직, 자 업이 낮은 그

룹에는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여부로 재분류하 으며 배우자있는 경우는 기혼, 

재혼, 동거로 하 고 배우자 없는 경우는 미혼, 이혼, 사별로 구분하 다. 거주

지역군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이하로 재분류하 다. 인터넷정보 신뢰정도와 인

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은 앞의 이변량 분석의 경우와 같이 재분류하 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인터넷이용 여부와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여

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 다.  독립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연수, 월 총

소득, 인터넷사용정도에 따른 직업군, 배우자 여부, 거주지역 군, 인터넷 정보 

신뢰정도 군, 인터넷 통한 의료정보시비스 이용의향 군을 사용하 다. 분석은 

SAS version 8.1 통계패키지를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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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명 응답자수(%)

 성

   남자  175 ( 31.5)

   여자  381 ( 68.5)

 연령       38.4 ± 10.6 (세)

 교육연수        13.9 ±  2.7 (년)

 월 총소득      436.0 ± 148.4 (만원)

 직업

   주부 174 ( 39.6)

   일반사무직  43 (  9.8)

   판매서비스직  20 (  4.6)

   관리직  21 (  4.8)

   학생  23 (  5.2)

   전문기술직  30 (  6.8)

   생산기능직   8 (  1.8)

   전문직  46 ( 10.5)

   자 업  52 ( 11.8)

   무직  13 (  3.0)

   단순노무직  10 (  2.3)

 결혼상태

   미혼  74 ( 16.8)

   기혼 347 ( 78.9)

   이혼   5 (  1.1)

   사별  11 (  2.5)

   재혼   2 (  0.5)

   동거   1 (  0.2)

 거주지역

   대도시 380 ( 86.4)

   중소도시  52 ( 11.8)

   군지역   8 (  1.8)

합 4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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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전체 중에서 여자는 69%이었으며 남자는 31%로 여자가 더 많

았다. 직업은 주부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 업이 12 %, 전문직이 

10%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혼이 

17% 그리고 사별이 3%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지역이 86%로 중소도시

(12%)와 군지역(2%)보다 많았다.(표1). 

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및 이메일관련 문항분포

조사대상자 440명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72%이었고 인터넷의 의

료정보 검색경험자는 55%이었다.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는 신뢰정도가 

중간 그룹인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신뢰정도가 높은 그룹이 44%, 그리고 

낮은 그룹이 7%의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향은 의향

정도가 높은 그룹이 68%이었으며 중간 그룹이 25%이었고 그리고 낮은 그룹이 

7%이었다. 인터넷 의료서비스 요구 항목은 관련 정보획득이 52%로 가장 많았

고, 의료기관의 제공서비스 이용이 24%, 의료인과의 접촉창구가 19%, 의사표

현 및 제언이 4% 순이었다.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에서 원하는 것은 질병치료관련 정보가 40%로 가장 

많았고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진관련정보가 24%, 건강 관련정보가 16%, 질병 

진단관련 정보가 14% 순이었다.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하

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다양성이 34%로 가장 

많았고 내용의 빈약함이 18%,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이 17%, 건강 및 의료정보 

내용 이해의 어려움이 16%, 정보의 신뢰성 부족이 13%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의 기타 의견으로는 게시판의 활성화를 통한 질의응답의 미비와 신속성이 떨

어진다고 한 경우 등이 있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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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문항분포 

변수명 응답자수(%)

 인터넷 이용경험

   유  317 ( 72.1)

   무  123 ( 28.0)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경험

   유  242 ( 55.0)

   무  198 ( 45.0)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 

   매우 신뢰한다    6 (  1.4)

   신뢰한다  185 ( 42.1)

   신뢰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17 ( 49.3)

   신뢰하지 않는다   27 (  6.1)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  1.1)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향

   의향이 매우 많다   36 (  8.2)  

   의향이 있다  264 ( 60.0)

   의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10 ( 25.0)

   의향이 없다   22 (  5.0)

   의향이 전혀없다    8 (  1.8)

 인터넷 의료서비스 요구 항목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획득  227 ( 51.6)

   의료기관 제공서비스 이용  107 ( 24.3)  

   의료인과의 접촉 창구   85 ( 19.3)

   좋은 점, 나쁜 점 표현 및 제언   19 (  4.3)

   기타    2 (  0.5)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요구 항목 

   질병 치료 관련 정보  176 ( 40.0)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 관련정보  106 ( 23.9)

   질병 진단 관련 정보   62 ( 14.1)

   건강 관련 정보   71 ( 16.1)

   병원 이용 정보   16 (  3.6)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정보의 신뢰성 부족   58 ( 13.2)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   74 ( 16.8)

   내용의 빈약함   79 ( 18.0)

   필요로 하는 정보의 다양성 부족  150 ( 34.1)

   건강 및 의료정보 내용 이해의 어려움   71 ( 16.1)

   기타    8 (  1.8)

합  4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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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전체 440명중 이메일 주소가 있는 사람은 65.5%었으며 이메일

을 통한 인터넷의 의료정보서비스 의향정도는 높은 그룹은 75%이었고 보통 

그룹은 15% 그리고 낮은 그룹은 10%이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이메일관련 문항 분포§

변수명 응답자수(%)

 이메일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향

   매우 있다  30 ( 10.4)

   있다 187 ( 64.9)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2 ( 14.6)

   없다  25 (  8.7)

   전혀 없다   4 (  1.4)

 이메일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요구항목

   질병 치료 관련 정보 131 ( 40.8)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 정보  37 ( 11.5)

   질병 진단 관련 정보  32 ( 10.00)

   건강 관련 정보 102 ( 31.8)

   병원 이용 정보   8 (  2.5)

   의료 행정 정보   3 (  0.9)

   관심 있는 의료학술 정보   6 (  1.9)

   기타   2 (  0.6)

 이메일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요구 형태

    76 ( 23.7)

   그림 108 ( 33.6)

   동 상 135 ( 42.1)

   기타   2 (  0.6)

합 228 (100.0)

§ : e-mail주소 있는 경우만 해당(e-mail 주소 없는 경우는 152명(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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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요구는 본인의 질병 치료관련 정보가 41%

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32%,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진의 정보가 12%, 본인의 질병진단 관련정보가 10% 순이었다. 이메일로 받아

보길 원하는 자료의 형태는 동 상이 42%로 가장 많았고 그림이 34%, 이 

24%의 순이었다(표3). 

3. 인터넷 이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연수, 월총소

득, 직업 그리고 결혼상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연령은 

인터넷 이용자의 평균연령이 36세로 비이용자의 44세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이용자 평균 교육연수는 14년으로 비이용자

의 13년보다 길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인터넷 이용자의 월 총소득

은 473만원으로 비이용자의 340만원보다 많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직

업에 따라서는 주부(37%), 일반사무직(13%), 전문직(12%), 자 업(10%) 등의 

인터넷 이용비율이 높았다. 주부(46%), 자 업(18%), 판매서비스직(7%)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 높았으며 직업에 따른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인터넷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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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명
인  터  넷  이  용  경  험

유의확률
유 무

     성

       남자  100 ( 31.6)   40 ( 32.5) p > 0.05

       여자  217 ( 68.5)   83 ( 67.5)

     연령      35.9 ±   9.4      44.3 ±  11.2 p < 0.001

     교육연수       14.5 ±   2.6      12.5 ±   2.7 p < 0.001

     월 총소득     473.4 ± 743.0     339.7 ± 249.3 p < 0.01

     직업

       주부  174 ( 36.9)   57 ( 46.3)

p < 0.001

       일반사무직   41 ( 12.9)    2 (  1.6)

       판매서비스직   12 (  3.8)    8 (  6.5)

       관리직   17 (  5.4)    4 (  3.3)

       학생   22 (  6.9)    1 (  0.8)

       전문기술직   24 (  7.6)    6 (  4.9)

       생산기능직    3 (  1.0)    5 (  4.1)

       전문직   39 ( 12.3)    7 (  5.7)

       자 업   30 (  9.5)   22 ( 17.9)

       무직    9 (  2.8)    4 (  3.3)

       단순노무직    3 (  1.0)    7 (  5.7)

     결혼상태

       미혼   70 ( 22.1)    4 (  3.3)

p < 0.001

       기혼  239 ( 75.4)  108 ( 87.8)

       이혼    2 (  0.6)    3 (  2.4)

       사별    4 (  1.3)    7 (  5.7)

       재혼    2 (  0.6)    0 (  0.0)

       동거    0 (  0.0)    1 (  0.8)

     거주지역

       대도시  276 ( 87.1)  104 ( 84.6)

p > 0.05       중소도시   37 ( 11.7)   15 ( 12.2)

       군지역    4 (  1.3)    4 (  3.2)

  계  317 (100.0)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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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련문항 분포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정도간의 분석에 있

어서 인터넷 이용군(49%)이 이용하지 않는 군(30%)에 비해서 인터넷 의료정보

에 대한 신뢰정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01).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 문제점간의 분석에

서는 정보의 다양성 부족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35%)과 이용하지 않는 군

(32%) 모두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군에서는 내용의 빈약함(22%) 높았고 

비이용자군에서는 내용이해가 어려워서(22%)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1)(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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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련문항 분포 

                                                          단위 : 명(%)

변수명
인 터 넷 이 용 경 험

유의확률
유 무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 

   상 154 ( 48.6)  37 ( 30.1)

   중 150 ( 47.3)  67 ( 54.5) p < 0.001

   하  13 (  4.1)  19 ( 15.5)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향

   상 243 ( 76.7)  57 ( 46.3)

   중    60 ( 18.9)  50 ( 40.7) p < 0.001

   하  14 (  4.4)  16 ( 13.0)

 인터넷 의료서비스 요구 항목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획득 166 ( 52.4)  61 ( 49.6)

   의료기관 제공서비스 이용  80 ( 25.2)   27 ( 22.0)

   의료인과의 접촉 창구  59 ( 18.6)  26 ( 21.1) p > 0.05

   좋은 점, 나쁜 점 표현 및 제언  12 (  3.8)   7 (  5.7)

   기타 -   2 (  1.6)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요구 항목 

   치료 관련 정보 128 ( 40.4)  48 ( 39.0)

   치료를 위한 의료진 정보  72 ( 23.7)  32 ( 26.0)

   진단 관련 정보  46 ( 14.5)  16 ( 13.0)

   건강 관련 정보  50 ( 15.8)  21 ( 17.1) p > 0.05

   병원 이용 정보  12 (  3.8)   4 (  3.3)

   의료 행정 정보   3 (  1.0) -

   의료 학술 정보   4 (  1.2) -

   기타   2 (  0.6)   2 (  1.6)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정보의 신뢰성 부족  39 ( 12.3)  19 ( 15.5)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  52 ( 16.4)  22 ( 17.9)

   내용의 빈약함  68 ( 21.5)  11 (  8.9)

   필요로 하는 정보의 다양성 부족 111 ( 35.0)  39 ( 31.7) p < 0.01

   내용 이해의 어려움  44 ( 13.9)  27 ( 22.0)

   기타   3 (  1.0)   5 (  4.1)

계 317 (100.0)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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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자료이용 행태

 표 6 .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자료이용 행태분포 

변수명 응답자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2.1 ±  2.3 (시간)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     

   유 242 ( 76.3)

   무  75 ( 23.7)

 본인의 질병에 대한 검색     

   유 215 ( 67.8)

   무 102 ( 32.2)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검색     

   유 121 ( 38.2)

   무 196 ( 61.8)

 의료기관 선택에 향미친정도   

   상 138 ( 43.5)

   중  97 ( 30.6)

   하  82 ( 25.9)

계 317 (100.0)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317명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시간이었으며 

이 중에서 인터넷 의료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6.3%이었고 본인의 

질병에 대해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8%이었으며 의료기관의 선택을 위

해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1%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1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의료정보서비스가 의료기관 선택에 향을 미친 

정도를 물은 결과 향정도가 높은 그룹이 43.5%, 중간정도가 30.6%, 낮은 그

룹이 25.9%의 분포를 보 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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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

표 7.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 

특성 비교위험도 95% 신뢰구간

 성a 1.314  0.707 -  2.443

 연령
b
   0.940

*
 0.916 -  0.965

 교육연수
c
   1.198

*
 1.082 -  1.326

 소득d   1.001*  1.000 -  1.002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른 직업군
e
  

   상 2.317  0.681 -  7.887

   중 1.032  0.316 -  3.365

 배우자 여부
f
    0.405

*
 0.178 -  0.922

 거주지역
g
   

   중소도시  0.937
*

 0.455 -  0.932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h   

   상 2.289  0.828 -  6.327

   중 1.679  0.642 -  4.390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i    

   상  3.035
*

 1.108 -  8.313

   중 1.046  0.378 -  2.897

 

준거그룹: a. 여자, b. 세, c. 년, d. 만원, e. 하, f. 배우자 없는 군, g. 중소도시 

         이하, h. 하, i. 하

＊ : p < 0.05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들로는 연령, 교육연수, 소득, 

배우자여부, 거주지역,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이었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거주지역은 



- 18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리고 인터넷 의료정보의 이용의향이 높은 군인 

경우에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표7). 

7. 인터넷상의 의료정보검색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검색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은 연령, 교육연

수, 소득,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정도이었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교육연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터넷 의료정보의 신뢰정도가 

높은 군과 중간군에서 인터넷의 의료정보 검색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았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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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에 향을 주는 요인들

특성 비교위험도 95% 신뢰구간

 성
a
   1.520  0.869 -  2.578

 연령b   0.963*  0.940 -  0.986

 교육연수
c
   1.102

*
 1.008 -  1.205

 소득
d
   1.000

*
 1.000 -  1.001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른 직업군e  

   상 2.014  0.547 -  7.422

   중 1.134  0.318 -  4.042

 배우자 여부
f
   0.870  0.469 -  1.612

 거주지역g   

   중소도시 1.230  0.650 -  2.327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
h
   

   상 10.724
*

 3.083 - 37.300

   중  5.124*  1.518 - 17.294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
i
    

   상 1.331  0.493 -  3.595

   중 0.492  0.174 -  1.386

준거그룹: a. 여자, b. 세, c. 년, d. 만원, e. 하, f. 배우자 없는 군, g. 중소도시  

         이하, h. 하, i. 하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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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위치한 한 개의 종합병원만을 방문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비방

문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인터넷 사용 행태, 인터

넷 정보 신뢰정도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이용의향은 알 수가 없었다. 또

한 질병명, 질병정도, 방문과에 따른 차이가 어떤 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환자는 제외하 으므로 의

료기관방문에 시간적 제약이 큰 경우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의 향은 

배제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정도와 이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관 홍보 및 마케팅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금석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의료기관 이용자중 남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71.4%, 여자의 인터넷 이용률

이 72.3%로 다른 조사결과의 이용률보다 높았다(김은정, 1999; 정보통신부, 

2002).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인터넷 이용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 교육기간도 더 긴 것은 이전의 

조사결과와 일치하 다(김은정, 1999; 정보통신부, 2002).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

은 일반사무직, 관리직, 학생, 전문기술직, 전문직이 높아 다른 조사결과와 일

치하 다(김은정, 1999; 정보통신부, 2002).  미혼의 경우 인터넷 사용율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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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김은정(1999)의 연구와 일치하 다.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정보 신뢰정도는 ‘상’과 ‘중’을 합한 것이 92.7%로 대

체로 중간이상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

느 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제

공자가 신뢰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 결과가 제공된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 개제된 의학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

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McClung 등, 1998;  서미경 등, 2000; 박경

화, 2001).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의학관련 웹사이트 중 절

반정도가 전문의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되었다고 한다(중앙일보 1999년 8

월 3일).

이변량 분석결과에서 인터넷 이용자에서는 신뢰정도가 높은 그룹이 많았

고, 인터넷 비이용자에서는 낮은 그룹이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

터넷 정보 신뢰정도가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신뢰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검색을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인터넷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도구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의료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정보 제공자 인증, 

게제된 의료정보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행 등, 1999; 송홍지, 

2001; 김수 , 2002).

이변량 분석결과에서 인터넷 이용자에서는 이용의향정도가 높은 그룹이 많

았고, 인터넷 비이용자에서는 낮은 그룹이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이용의향정도가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미쳤으며 

이용의향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인터넷 이용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에 대

한 접근성 향상을 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은정, 1999; 송홍지, 2001; 



- 22 -

정보통신부, 2002).

인터넷을 통한 건강, 의료관련 이용을 원하는 항목은 건강 및 의료관련 정

보획득, 의료기관 제공서비스이용, 의료인과의 접촉 창구가 대부분 이 다. 인

터넷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일

부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 진료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 조 등, 1999; 미래과학기술대학원, 2000). 인터넷을 통한 건강, 의료관

련 정보의 이용요구 항목은 질병 치료관련 정보,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진 관

련정보, 건강관련정보, 질병 진단 관련 정보가 대부분으로 다른 연구결과와 유

사하 다(김은정, 1999). 의료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 계획에서 위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건강, 의료정보이용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

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다양성이 가장 많았고, 내용의 빈약함,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 내용이해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등이 있었다. 문제점은 인터

넷 이용자, 비이용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용자에서는 내용의 

빈약함을 많이 꼽았고, 비이용자에서는 내용이해의 어려움을 많이 꼽았다. 다

른 연구 및 조사결과에서 전체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경우, 의료인에게 조

언을 구하라는 단답형의 답변의 경우를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밝힌바 있었다(서미경 등, 2000). 내용이해의 어려움을 인터넷 비이용자에서 많

이 꼽은 것은 인터넷의 의료정보가 어렵게 표현되었다기 보다는 의학 및 의료

내용자체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인터넷 비이용자의 평균교육

연수가 이용자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FRG(Fry 

readibility graph)방법으로 인터넷의 의료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평균 교육연수

를 계산해본 결과 13.2±2.1년으로 대학교육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고등학

교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전체의 37%정도 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도 11% 다고 보고한 바 있다(Berland 등, 2001).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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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는 비의료인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교

육연수를 선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게시판 활성화를 통한 질의 응답의 미비, 질문답변의 신속성부

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제공한 의료정보서비스에서 

인터넷의 장점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1:1의 의견교환과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실시간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자체의 약점이다. 다만 일정 

약속시간을 정하거나 채팅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램 보완을 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중 이메일을 이용하는 그룹은 65.5% 다. 이메일을 통한 

건강, 의료자료의 이용의향이 높은 그룹이 75% 다. 이용빈도를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의 웹사이트 외에 이메일이 인터넷에서 의료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자료의 형태는 동 상, 그림, 의 순으로 원하고 있어 의료정보서비스 

제공 형식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자중에서 인터넷상의 건강관련자료이용이 의료기관의 선택에 

미친 향정도가 ‘상’인군과 ‘중’인군을 합하면 경우가 75%정도이므로 인터넷

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은 의료기관의 선택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서비스에 의한 효과들 중 해당병원의 홍보효

과가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김은정, 1999)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념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용자들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어떠

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혔고, 어떤 요인이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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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 의료관련 이용을 원하는 항목과 정보제공을 원하는 항목은 인터넷 이용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여부에는 연령, 교

육연수, 소득, 배우자여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이용의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앞서 시행한 이변량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서비스에서 연령, 교육연

수, 소득, 배우자여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의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 질병자료 검색 여부에는 연령, 교육연수, 

소득, 배우자여부, 인터넷 정보의 신뢰정도가 유의한 향을 미쳤다.  보다 적

극적으로 건강, 질병자료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는 연령, 교육연수, 소득, 배우

자여부 외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에서 인터넷을 고려한 서비스제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할 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

미치는 요인과 건강, 질병자료 검색여부에 향미치는 요인을 각각 구명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건강, 질병자료 검색자에게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 이

용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한 요인 외에도 의료기관 선택요인, 질병요

인, 인터넷에서 제공받은 정보요인 등의 향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를 다루

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들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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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 인터넷 의료정보서비

스 요구,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터넷에서 의료정보서비

스 검색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서울지역에 위치한 한 종합

병원의 외래와 입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44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연수, 

월 총소득, 직업, 결혼상태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

은 인터넷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연수, 월 총소득은 

인터넷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은 일반사무직, 관리

직, 학생, 전문기술직, 전문직의 경우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에 비해 인터넷 

이용이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에 인터넷 이용이 많

았다.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는 신뢰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보다 

인터넷 이용이 많았다.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은 이용의향정도가 높은 그

룹에서 낮은 그룹보다 인터넷 이용이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인터넷 이용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연수, 월 총소득, 배우

자 여부, 거주지역 군,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의향이 유의하 다. 연령, 교육연

수, 월 총소득과 인터넷 의료정보 신뢰정도가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여부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인터넷 

의료정보 검색자와 비검색자는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의료서비스 이용요구 항목과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요구 항목에 

따라서는 인터넷 이용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보

획득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질병관련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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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은 개인이 필요한 정보의 다양성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이용자는 내용의 빈약함을 많이 꼽았고, 인터넷 비이용자는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많이 꼽았다.  

조사대상자중 이메일 보유자는 65.5%로 인터넷을 의료정보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터넷의 의료정보

서비스가 의료기관 선택에 향을 미친 정도가 중간이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74%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이용자의 인터넷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서비

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용자 중심의 의료서비

스계획과 의료정보서비스계획에 적극적으로 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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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조사자가 기입하여할 사항 ◎

   ▷　조사자 성명:                

   ▷ 근무처:                 Tel:              

   ▷조사일시: 2002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장소:                         

   ▷설명방법: 자기기입식(조사자가 문항별 설명 후 기입토록 유도)

   ▷ 조사목적: 의료서비스개선,  e-CRM 구축 및 병원Homepage 개선

   ▷ 유의사항: 조사시기별로 응답받은 설문지는 조사자기입표와 설문 

                설문지를 구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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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에 해당하는 항목에 “ V " 표시를 

기입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 병원에 오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단명 또는 증세)

    (                                               )

 2. 귀하께서는 이 병원의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까 ? 

    또는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

    (1) 내과           □      (2) 소아과     □    (3) 신경과             □

    (4) 정신과         □      (5) 피부과     □    (6) 외과               □

    (7) 방사선종양학과 □      (8) 정형외과   □    (9) 신경외과           □

    (10) 성형외과      □     (11) 산부인과   □   (12) 안과               □

    (13) 이비인후과    □     (14) 비뇨기과   □   (15) 재활의학과         □

    (16) 가정의학과    □     (17) 치과       □   (18) 흉부외과           □  

    (19) 건강검진센터  □     (20) 통증크리닉 □   (21) 심혈관센터         □ 

    (22) 특수크리닉    □     (23) 여성크리닉 □   (24) 조혈모세포 이식센터□

    (25) 기타 (           )

     

 3. 귀하께서 이번에 이 병원으로 오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1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대학부속 병원이라서                            □

    ② 본인의 질병에 권위자로 알려진 의사가 있어서    □

    ③ 서비스가 친절하여서                            □

    ④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

    ⑤ 진료비가 싸서                                  □

    ⑥ 아는 사람이 있는 병원이라서                    □

    ⑦ 본인이나 가족이 계속 다니던 병원이라서         □

    ⑧ 기타 (                                           )        

 ☞ ②를 선택하신 분 → 4.번 문항으로 // 그 외 → 5.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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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하께서는 권위자로 알려진 의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 1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TV, 라디오를 통해서   □             ④ 주위사람들로부터      □

    ② 신문, 잡지를 통해서   □             ⑤ 기타 (          )

    ③ 인터넷을 통해서      □

 

 5.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①을 선택하신 분 → 6.번문항으로 // ②를 선택하신 분 → 11.번문항으로

 6. 귀하의 인터넷 평균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시간 /일

 7.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8. 귀하께서는 본인의 질병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9. 귀하께서는 이 병원을 선택하시기 전에 의료기관 선택을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0. 귀하께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신 자료 또는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쳤습니까 ?

    ① 전혀 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② 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③ 향을 미쳤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향을 미쳤다.                               □

    ⑤ 매우 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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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                    

    ② 신뢰하지 않는다.                      □

    ③ 신뢰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신뢰한다.                             □

    ⑤ 매우 신뢰한다.                        □

12. 귀하께서는 현재 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다.                          □                  

  

    ② 이용할 의향이 없다.                               □

    ③ 이용할 의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이용할 의향이 있다.                               □

    ⑤ 이용할 의향이 매우 많다.                          □

13. 귀하께서는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길 

원하십니까 ?  

    ( 1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획득                                           □  

 ② 의료기관 제공서비스 이용 (예약 등)                                    □

 ③ 의료인과의 접촉 창구 (인터넷 의료상담 등)                             □

 ④ 좋은 점, 나쁜 점들에 대한 표현 및 개선사항 제언 (민원창구, 게시판 등)  □

 ⑤ 기타 (                                                                 )

14. 귀하께서는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길 

    가장 원하십니까 ? 

    ( 1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질병 치료 관련 정보                              □                  

  

    ②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관련 정보                 □

    ③ 질병 진단 관련 정보                              □

    ④ 건강 관련 정보                                   □

    ⑤ 병원 이용 정보 ( 위치, 개설과목 )                 □

    ⑥ 의료 행정 정보 ( 의료, 건강보험 제도 등 )         □

    ⑦ 의료 학술 정보 ( 학회, 최신연구 동향 등 )         □

    ⑧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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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께서는 e -mail 주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①을 선택하신 분 → 16.번문항으로 // ②를 선택하신 분 → 19.번문항으로

16. 귀하의 e-mail을 통해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보내드린다면 받아보실

    의향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받아볼 의향이 전혀 없다.                          □                 

   

    ② 받아볼 의향이 없다.                               □

    ③ 받아볼 의향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받아볼 의향이 있다.                               □

    ⑤ 받아볼 의향이 매우 있다.                          □

17. 귀하의 e-mail을 통해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보내드린다면 어떤 

   정보를 가장 받아보길 원하십니까 ? 

    ① 본인의 질병 치료 관련 정보                                □        

   

    ②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관련 정보                   □

    ③ 본인의 질병 진단 관련 정보                                □

    ④ 본인의 건강 관련 정보                                     □

    ⑤ 본인의 병원 이용 정보 ( 위치, 개설과목 )                   □

    ⑥ 본인의 의료 행정 정보 ( 의료, 건강보험 제도 등 )           □

    ⑦ 본인이 원하는 의료 학술 정보 ( 학회, 최신연구 동향 등 )    □

    ⑧ 기타 (                                                      )

18. 귀하의 e-mail을 통해 건강 및 의료관련 정보를 보내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십니까 ? 

    ① 로 쓰인 형태                              □                    

    ② 그림이 들어간 형태                          □

    ③ 동 상이 들어간 형태                        □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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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 및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의 신뢰성 부족                          □                    

    ② 충분한 전달의 어려움                        □

    ③ 내용의 빈약함                               □

    ④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다양성          □

    ⑤ 건강 및 의료정보 내용 이해의 어려움         □

    ⑥ 기타 (                                        )

▩▩▩▩▩ ▩▩▩▩▩ ▩▩▩▩▩ ▩▩▩▩▩ ▩▩▩▩▩ ▩▩▩▩▩ ▩▩▩▩

20.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2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22. 귀하께서 교육받으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참고 : 초등학교 졸업 =  6년 중학교 졸업 =  9년 고등학교 졸업 = 12년

            대학교   졸업 = 16년 석사   졸업 = 18년 박사     졸업 = 21년

            중퇴자는 최종졸업 + 중퇴까지의 년수                          )

23. 귀하의 가족전체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원

2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주부   □   ② 일반사무직 □   ③ 판매서비스직 □   ④ 관리직 □

⑤ 학생   □   ⑥ 전문기술직 □   ⑦ 생산기능직   □   ⑧ 전문직 □

⑨ 자 업 □   ⑩ 학생       □   ⑪ 단순노무직   □   ⑫ 기타  (          )

25. 귀하께서는 결혼하신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했음  □                    ②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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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군지역 (읍,면,리 포함) □

27.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이번에 이 병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외래   □                      ② 입원    □ 

 ☞ ①을 선택하신 분 → 수고하셨습니다.//②를 선택하신 분 → 28.번문항으로

28. 귀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번에 입원하셨습니까 ? 

    ① 예약입원 □    ② 외래를 통해 응급입원 □   ③ 응급실통해 입원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비 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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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internet use of the medical patient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Young  Kim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Dr.P.H.)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edi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person who visited hospitals,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et user and non-internet-user and factors related to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internet use and search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A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from 24th 

October to 25th October in 2002 through an interview of 440 in and 

outpatients who visited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nd the 

important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result from compar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s of 

whether use of internet, age, education periods, and monthl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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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ng between the internet-used 

patients and the non-internet-used patients, used patients were 

older(average 36 years old), had higher education periods(14 years), 

and earned more income(473 wons/month) than non-internet-used 

patients.

2. When it comes to the degree of confidence of internet 

information. The group having high degree of confidence used more 

internet services than the group having low degree of confidence. And 

at the willingness for internet use, the group having high willingness 

of internet use used more internet services than the use of the group 

having low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atients who were younger, had long education periods, earned more 

income, no spouses and living in a larger city used internet services,

4. The factors affecting the search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were younger the patients, longer the education periods, 

greater income, and high and middle confidence degree group of 

internet services. 

   In this study, we could find the internet user's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cal services and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Most of 

patients replied that there were insufficient variations of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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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rvices who used internet services. And those who didn't 

use internet services answered that they couldn't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user-based medical service plan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 plan in the following studies and 

furthermore, the hospital faculties should considerate the requirements of 

the costumers who use internet services and who doesn't use interne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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