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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신 저의 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인 사랑

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3. 12

   강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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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개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서 정보에 대한 개별적 

요구가 높고, 자가 관리에 치료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의 웹 사이트 활용 시 정보의 적절성 여부는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과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예비내용을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항목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 다. 예비내용의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 한 후 최종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기준을 작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평가기준을 위한 예비내용을 국내외 웹 사이트 평가 

기준과 문헌 고찰을 통해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9 역, 37항목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7 역, 43항목을 선정하 다.  

2.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 결과 CVI(Index of content validity) 

80%이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룬 항목과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예비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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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8 역, 28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7 역, 

42항목으로 정리되었다.    

3.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15개를 대상으로 평가하 다. 임상적용 

가능성 검증 후,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1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4항목을 수정 또는 삭제하 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는 항목별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와 역별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평가 

기준이 수정되었으며,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었다.    

4. 타당도와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통해 작성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으로 ‘목적성’, ‘신뢰성’, ‘상호 

작용성’, ‘최신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 보장성’의 8 역, 

28항목이 개발되었으며,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로는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자가 

관리’, ‘특수상황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 관련정보’의 7 역, 40항목을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와 ‘ 역별 내용 평가’를 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 역별 내용 

평가’는 ‘정확성’ 4문항, ‘유해성’ 6문항, ‘이해가능성’ 3문항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제공에 있어 가이드 가인을 제시하여, 

건강정보제공자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써,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하여 검증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향후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당뇨병,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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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개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그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만성 질환은 급성 질환과는 달리 발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그 

증상이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생을 통하여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전점이, 1996).

   만성 질환 중 당뇨병은 1980년대 이후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 으며,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0만 명 이상으로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은 

우리나라 4대 사망원인에 속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사망률 추이를 보면 1991년 

인구 십만명당 12.4명에서 2001년 23.8명으로 2배 정도(95.6%) 증가하 다 

(통계청, 200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만성 질환 관리정책으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을 

2010년까지 인구 십만명당 19.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국민 건강목표를 제시 

하 으며, 이를 위한 국가 당뇨관리 사업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당뇨병은 국민보건의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철저한 혈당조절을 통해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환자의 병적 상태를 될수록 가볍게 하여 가능한 한 건강상태에 

가깝게 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있다(신정섭 등. 2002).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에 대한 성공 여부는 환자의 자가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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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환자들은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관리해야 하므로 질병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향련, 1999). 이와 같이 자가 관리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질병 관리의 

특성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건강관련 정보를 찾게 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원을 찾게 된다. 

   최근 이러한 건강관련 정보원을 찾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 웹 

사이트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반인들은 스포츠/건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31.7%)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정보 검색방법으로 88.2%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이용 빈도는 

대부분(98.4%)이 월 1회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 이용한 건강정보로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정보 

이용목적으로는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보수집(63.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들은 정보의 질에 

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고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성의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Silberg,  

Lundberg & Musacchio, 1997). 더구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공은 

이용자에게 치명적인 향을 끼치게 되며, 질병을 악화시키고, 유병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개발지침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외에서는  HON(Health on the Net) Code, 

EC(European Community)-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Health Internet Ethics), AMA Guidelines(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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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Association Guidelines for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MedCERTAIN(MedPICS 

Certification and Rating of Trustworthy and Assessed Health Information on 

the Net), OMNI(Organiz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 HSWG(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 

DISCERN과 같은 각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정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없으며, 우수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추천하고 평가하는 통로 사이트 

(gate way site) 역할을 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정보 관련 

평가기준이나 평가사례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까지 미흡하며, 특정 단일질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웹 사이트를 평가하기에는 기존의 평가도구가 웹 

사이트가 갖는 구조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서 정보에 

대한 개별적 요구가 높고, 자가 관리에 치료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의 웹 사이트 활용 시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적절성이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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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위한 예비내용을 작성한다.  

   둘째, 작성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다. 

   셋째,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에 

대한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한다. 

   넷째,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최종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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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 웹 사이트 

   MedCERTAIN1) 프로젝트에서는 건강(health)에 대한 WHO의 포괄적 정의인 

‘단지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의거하여 건강정보(혹은 건강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정의를 3가지 기준으로 

설명하 다. 첫 번째, ‘현재의 향(actual impact)’을 기준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향을 주는 정보 및 웹 사이트, 두 번째, 

‘의도(intention)’를 기준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향을 주고자 

하는( 향을 미칠 의도를 지니고 있는) 정보 및 웹 사이트, 세 번째,  

‘내용(content)’을 기준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혹은 질병과 

관련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 및 웹 사이트로 정의하 다(정 철, 2001).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위의 3가지 정의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2) 평가

   ‘평가’는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건강정보의 질을 판단

함을 의미한다(보건사회연구원, 2002).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

이트의 ‘웹 사이트의 속성(attributes)’과 ‘당뇨병 정보내용’을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1) MedCERTAIN(MedPICS Certification and Rating of Trustworthy and Assessed Health Information on the 

Net):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EU Action Plan 의 하나로 채택, 유럽연합에서 

지원 운 . http://www.medcerta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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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문헌 고찰

1.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

   인터넷은 정보 통신기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정보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학습, 개인의 여가시간활용, 

상품판매, 사회참여 등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보제공의 기

능은 단연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Wagner et al., 2001).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도 무제

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정보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일반 대중까지도 의학지식을 포함한 포

괄적인 건강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매체로 

인터넷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포괄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

른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유해정보와 같은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공

은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된다. 때문에 이러한 유해

한 건강정보로부터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고, 유해정보를 걸러내고 선택하

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과 동시에 의무이지만, 정보제공자 역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Jadad et al., 1998). 

      

(1) 건강정보 질 관리와 웹 사이트 평가  

   Eysenbach & Diepgen(1998)은 건강정보의 질(Quality)을 ‘소비자 혹은 정보사

용자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능력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란 개념으

로 웹 사이트의 건강정보의 질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의 정보사용 개념에서 여

러 가지 질 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언급하 다. 웹 사이트의 정보가 출판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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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정보의 질 관리의 어려움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기 때

문이라고 하 으며, 소비자 교육(educating the consumer)과 건강정보제공자의 자

기 조절에 대한 격려(encouraging the self-regulation of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정보의 제 3자 평가(Evaluating information by third parties), 사기성 

혹은 유해한 정보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것(Enforcement, in case of fraudulent 

or positively harmful information)의 웹 사이트의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위한 4가

지 주요 요소(pillars)를 제시하 다(Eysenbach, 2000)(그림1 참조).

         

정보제공자

(Information provider)

  건강정보 웹사이트

소비자

(Consumer)

내용 전문가 

(Content Experts)

피드백 시행

내용에 대한 평가
교육

격려

    

     

[그림1] 웹 사이트 건강정보 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자료: Eysenbach (2000) ‘Consumer health Informatics’, 정 철(2001)   

   이와 비슷하게 웹 사이트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방식으로 정 철

(2001)은 강제적 방법과 자율적 방법으로 설명하 다. 강제적 방법은 중앙의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터넷 관련 정책을 통해 불법, 불건

전 정보를 색출, 차단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이다. 자율적 방법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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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불건전 정보가 사회에서 유통되

는 것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으로, 내용 등급제과 같은 기술을 활용

하여 위해정보를 차단하는 접근법과 윤리강령 제정, 가이드 라인 제시 등과 같이 

양질의 정보 유도를 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정보 질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 방법으로 현재 시행 및 

시도 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보건사회연구원(2002)에서는 크게 5가지로 제시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제 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모니터링, 

평가 및 안내 시스템 운 의 방법이다. 첫 번째, 행동강령은 웹 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고하는 항목으로, 웹 사이트의 제공자들이 스

스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제 3자 인증의 경우 제 3의 기관이 웹 사

이트에 대해 평가하고 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인정을 하며, 로고나 상징물을 부착

하여 사이트 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서 표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

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 도구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는 사용자의 특

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적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건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대

해 이루어져 온 방법으로 건강정보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안내시스템 운 의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자

리잡은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자체적인 기준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다(그림 2 

참조).

   또한 손애리 등(2002)은 건강정보 질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 

방법을 정부의 중앙식 관리방법과 민간 혹은 제 3의 공인된 기관에 의한 비중앙

관리방법으로 분류하 다. 정부의 중앙식 관리방법은 정부가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구를 두어 건강정보내용 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료의 유통과 내용선별을 중

앙에서 통제하는 방법이다. 제 3의 공인된 기관에 의한 비중앙관리 방법은 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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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기관에서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항목을 설정해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

하여 등급을 매기는 체계 또는 보건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서 통로 사이트 서비스

(gateway site service)를 개발하여 웹 문서에 관해 등급 및 인증을 부여하는 체계

(rating system)를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개발기관 혹은 정보이용자에 의한 평가방법을 소개하 다. 

        

인 증

모니터링평가/안내

시스템

사용자 교육

 행동강령

공공 또는 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민간 또는 비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그림 2]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틀(보건사회연구원, 2002)   

       

        

    결국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 방안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 건강정보 제공

자의 자율 규제 방안, 건강정보 소비자의 자가 평가 방안, 인증기관의 질 통제 방

안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김정은, 2002). 본 연구의 평가 방안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건강정보제공자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제공

자의 자율규제방안을 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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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1) 국외  

 

   보건의료계는 웹 사이트 상의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

을 개발하 으며, 국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HON Code를 들 수 있다. 제

네바에 있는 HON(Health on the Net) Foundation에서는 보건의료정보 제공에 대

한 실천 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하 고, 웹 상에서 획득가능한 의료 및 건

강정보의 질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침으로 로고를 

웹 사이트 상에 표시해 준다(http://www.hon.ch). 그리고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웹 사이트 상의 의료 및 건강정보를 위한 지침

을 제시하 으며, 산업계에서는 자기 통제가 관리규제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믿

어 Hi-Ethics(Health Internet Ethics)와 e-Health Ethics Initiative 등 자발적인 윤

리강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며, 너무 자율성이 강조되면 실천력의 저하가 우

려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MedCERTAIN(MedPICS Certification and Rating Trustworthy Health 

Information on the Net)이 국제적인 e-health 프로젝트로서 진행되었고, 일반 소

비자 및 전문가들이 위해한 건강정보를 걸러내고 양질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별, 

선택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자율표식제(self-labelling)인 자기등급 및 제 3자 

등급시스템 모델을 수립하 다. 이 이외에 e-health Code of Ethics 및 

OMNI(Organiz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 기준들도 제시되었다(정 철, 2001). 각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보건사회

연구원(2002)의 http//:www.healthpark.or.kr/quality_manage/를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HON Code는 권위성, 상호보

완성, 개인의료기 ,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저자의 투명성, 후원의 투명성,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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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에 대한 것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내용에 관한 원칙, 광고 및 후원의 원칙, 프라

이버시와 기 성의 원칙, 전자상거래의 원칙 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Hi-Ethics(Health Internet Ethics)에서는 프라이버시,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제 3자와 관계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소유 및 재정지원에 대한 

공개, 광고와 제 3자에 의해 후원 받는 정보내용에 대한 구분, 판촉, 환불, 무료 할

인 항목 및 서비스, 건강정보내용의 질, 저작권 및 책임감, 자가평가도구에 대한 

자료원 및 유형공개 전문성, 자격, 상호관계의 투명성, 신뢰성 제한점의 공개, 피드

백을 위한 기전 등이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다. 

   MedCERTAIN의 경우는 평가항목을 정보제공자와 사이트 명세로 나누어 정보

제공자는 신분확인, 피드백, 운  등을 평가하 고, 사이트 명세는 사이트 확인, 컨

텐츠, 공개, 정책, 서비스, 접근성, 질 등으로 평가하 다.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에서는 목적/계획, 내용과 신뢰성, 상호작용

성/사용자 친미성, 가시적 설계/혁신, 평가 등을 항목으로 제시하 다.  

   OMNI(Organiz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에서는 평가항목을 상황

(Context), 내용(Content), 형식(format)으로 나누어 평가하 는데, 상황(Context)의 

항목으로는 역, 대상명시, 저자의 권위와 명성,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위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 내용(Content)에서는 

범위, 정확성, 최신성, 형식(format)에서는 접근성,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의 용이

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 eHealth Code of ethics에서는 솔직함, 정직함, 질, 동의, 프라이버시, 

온라인 치료에 대한 전문성, 신뢰할 만한 협력관계, 책임감 등에 대해 평가하 으

며, EC Quality Criteria에서는 투명함과 정직함, 권위, 프라이버시, 현재성, 책임

성, 후원기관에 대한 명시, 편집원칙, 접근가능성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SWG(Health Summit Working Group)에서는 신뢰성, 내용, 공개, 링크, 디자인, 

상호작용성, 경고 등의 7가지 역으로 평가하 으며, DISCERN에서는 신뢰도, 치

료 방법에 대한 정보의 질, 전반적인 평가로 나누어 기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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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국내에서는 2000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건강정보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는데,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사협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하여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 인

증을 위한 준비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강남미 등(1999)은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기준으로 신뢰도, 내용, 

목적관련 문제, 디자인 및 기술관련 문제로 분류하여 평가하 다.   

   정 철 등(2000)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규제 및 건강정보 평가에 관련

된 문헌을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목적성, 적절성, 정확성, 신뢰성, 용이성, 권위성, 

환류성, 지속성의 건강정보 평가기준을 제시하 다. 

   손애리(2000)는 국내 건강정보관련 웹 사이트의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 는데, 내용성(content), 저자성(authorship), 

목적성(purpose), 디자인과 심미성(page aesthetics), 기능성(functionality), 피드백

(contact address and feedback mechanism) 및 비 보장성(privacy)의 7가지 기준

으로 분류하 다. 이 중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내용성(content)과 저

자성(authorship)에 대한 기준은 항상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하 다.

   의료 및 건강정보 검색엔진인 헬스로드(http://www.healthroad.net/)(2000)는 등

록을 의뢰하는 웹 사이트나 인터넷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헬스

로드의 건강정보 평가기준에 따라 각 관련분야의 전문인이 건강정보의 내용을 평

가한다. 평가기준으로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충실성, 내용의 용이성, 내용의 공익

성, 구성의 성실성, 디자인, 환경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지식향상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건강정보평가의 가이드 라

인(2001)은 과학적 건전성, 유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과 필수적 정보의 누락 

및 사실의 과장여부 등이 포함되어있다.           

   대한의학회 ‘의학정보 웹 사이트 인증사업’에서 추진된 평가기준(2001)은 의료

정보 사이트 형식평가 부문, 의료정보 웹 페이지 형식평가부문, 의료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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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가 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3)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는 평가 대상 및 사이트 선정 방법, 평가

기준 등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정 단일 질환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으며, 여러 건강 정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웹 사

이트 전체의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웹 사이트의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

만 이루어진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단일질환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국외와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국외

   Griffiths & Christenses(2000)의 우울증에 관한 웹 사이트 분석에서는 우울증 

사이트 21개를 내용의 질 평가 측면과 웹 사이트의 유용성 측면으로 분석하 다. 

내용의 질 평가 측면에서는 우울 임상진료지침과 부합하는 정도(guideline score), 

우울증 관리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수준(issue score), 내용에 대

한 주관적 평가(Global score), 중재법에 대한 추천(intervention recommended), 우

울증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원의 제공(Source of help recommended)을 

평가하 으며, 웹 사이트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Silberg Score(1997)로 저자성

(authorship), 자료의 출처(reference), 소유성(ownership), 최신성(currency)으로 평

가하 으며, 각 중재에 대한 근거의 수준(level of evidence score)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정보의 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의 과학적

인 근거 부족을 언급하고 있었다. Lissman & Boehnlein (2001)의 ‘우울증과 치료’

에 대한 웹 사이트 평가에서는 2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하 는데, 우울증의 9

가지 증상과 5개의 주된 진단기준, 3가지 기본 치료법에 대한 언급에 대해 사정하

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정보의 질이 부족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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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e 등(2000)의 응급피임에 관한 사이트 분석에서는 웹 사이트의 신뢰성과 

내용을 평가하 으며, 신뢰성 항목으로서는 정보원(source), 최신성(currency), 정

보게재과정(editorial review process)을 평가하 고, 웹 사이트의 내용은 조직성

(hierarchy)과 정확성(accuracy)으로 평가하 다. 32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

으며, 그 결과 완전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는 없다고 하 다. 

   Groot 등(2001)의 발목 염좌에 관한 웹 사이트 분석에서는 전문가 검색

(expert’s search)과 의사 검색(doctor’s search)이 행해졌는데, 전문가 검색에서는 

32개의 웹 사이트 중 9개만이 발목 염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으며, 의사 검색

에서는 61개 웹 사이트 중 27개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 검색에서는 

하나의 사이트만이 모든 질의 항목을 충족시켰고, 의사 검색에서는 항목을 충족시

키는 사이트가 없었다. 검색에 있어서는 정보전문가에 의한 검색이 정보의 질과 

웹 사이트의 신뢰성이 더 우수했으나 전반적인 웹 사이트의 정보의 질은 부족하

다. 

   Corpron & Lell(2001)의 소아수술정보(ambiguous genetalia)에 관한 사이트 평

가에서는 300개 사이트 중 5개 사이트만이 2개의 소아 외과 교과서의 내용의 기

준에 맞는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Abbott(2000)는 MMR vaccine에 관한 40개 사이트를 내용(content), 저자성

(authorship), 심미성(aesthetics)에 대해 분석한 결과, 32.5%만이 어느 정도의 정보

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많은 사이트에서 부정확한 자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하 다. 

   Reed & Anderson(2002)의 폐경과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한 25개 웹 사이트를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와 사이트의 질(quality of site)로 분석한 결과, 사이

트의 정보적 가치의 평균은 3.129(5점 척도), 웹 사이트의 평가평균점수는 3.5(5점 

척도)를 나타내었다. 웹 사이트 소유주에 따라 정보의 질이 관련이 있었으며, 웹 

사이트에서 폐경과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정보가 다소 모호하 으며, 상업적 사

이트의 경우는 충고가 필요하다고 하 다. 

   Impicciatore 등(1997)의 소아발열에 관한 41개 웹 사이트 평가에서는 열(fever)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체온의 기준과 체온을 측정하는 신체의 적합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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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났을 때 대처하는 약물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 의사에게 가야 하는 증상을 

항목으로 하여 정확성(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일치성(consistency)을 평

가하 다. 그 결과 정확성에서는 41개의 웹 페이지 중 4개만이 규정된 가이드라인

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

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andvick(1999)은 75개 요실금 관련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하 으며, 전문

가군, 기관군, 상업군으로 나누어 상담을 하게 하여, 그 사이트의 의사나 혹은 컨

텐츠 제공자가 제시한 상담내용을 평가하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의 유무, 답변에 

걸린 시간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하 다. 또한 소유성(ownership), 저자성

(authorship), 정보원(source), 최신성(currency),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항해성

(navigability), 균형성(balanc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이

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소수의 사이트만이 포괄적인 정보를 제

공하고 있었다. 

   Berland 등(2001)은 특정 질환 중 유방암, 우울증, 비만, 소아 천식에 대한 25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하 는데, 평가항목은 접근 용이성, 정보의 포괄성, 정

보의 정확성, 정보의 가독성을 포함하 다. 정보의 정확성은 전반적으로 부분적으

로만 우수하며, 접근용이성, 정보의 포괄성은 전반적으로 부족하 으며, 또한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높은 가독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국외의 특정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바  

저자성, 자료출처, 소유성, 최신성, 상호작용성, 심미성, 정확성 등의 다양한 항목들

이 웹 사이트의 유용성과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정보의 질이 불충분한 것으로 제

시되고 있는데 이는 웹 사이트에서 건강정보의 타당성은 질병 또는 대상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많은 경우에서 오도되거나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Gagliardi & Jadad, 2002)는 것과 관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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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특정단일질환에 대한 웹 사이트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국외에 비해서 국내 사이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신정하 등(2000)의 간염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182개를 분석한 연구에서, 

웹 페이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과학적 건전성과 내용상 누락이나 과장, 

내용의 유해성에 대해 평가하 다. 과학적 건전성이 인정되는 웹 페이지는 전체의 

73.1%로 나타났으며, 필수 정보의 누락은 전체의 9.3%, 과장은 26%,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7.1%로 나타났다. 상당부분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추고는 

있으나, 부정적인 향을 주는 정보도 상당수 존재하 다. 주로 한방정보나 의학

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의 정보에서 보건의료행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등(2003)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사이트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168개 종합병원 사이트를 대상으로 고혈압관련 정보제공여부와 정보량을 평가하

으며, 고혈압에 관련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16개 웹 사이트를 대

상으로 목적성, 내용의 적절성, 권위성, 신뢰성, 상호 작용성, 용이성, 지속성의 7가

지 역, 27문항으로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종합병원의 27%만이 고혈압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16개의 고혈압 관련 웹 사이트 평가에서는 75%가 사용

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가지고 있었으나 50%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상호작용성이 없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정보원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았으며, 50%만이 최근 정보 게시일을 표시하고 있었다.

   배혜경(2003)은 고혈압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건전성 여부, 정

보의 충분성 및 필수정보의 누락 여부, 정보의 유해성 여부, 보건교육적 측면에서

의 정보의 유익성 여부에 대해 53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하 다. 웹 사이트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과학적 건전성 평가에서 92.5%가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필수정보의 누락은 전체의 35.9%에서 나타났으며, 과장성

의 경우 15.1%에서 나타났다. 정보의 유해성 평가는 10-15%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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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희 등(2002)의 암 정보 분석 연구에서는 총 87개의 웹 사이트를 선정하여 

웹 사이트 개설자의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형식, 이용의 편리성, 정보내

용의 신뢰성의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평가하 다. 연구 결과 웹 사이트 평가 

총점 19점에 평균 10.3점을 보 으며, 암 관련 웹 사이트의 제공기관 조사결과 시

민연대, 호스피스선교회 등의 기관 및 단체가 26.4%로 가장 많았다. 

   김문실 등(2003)의 장루관련 정보제공 웹 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 

6개 사이트, 국외 3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용 평가와 사이트 유용성에 관한 평

가를 실시하 다. 내용의 평가 항목으로는 장루시술의 원인 및 일반적 정보, 장루

관리법, 일상생활정보, 장루의 합병증, 응급상황정보, 장루제품의 선택 및 구입정

보, 장루보유자의 심리적 지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이트 유용성 평

가에서는 저작성, 유통성, 목적, 용이성, 피드백, 비 보장성의 항목으로 평가하

다. 연구결과 전체적 웹 사이트의 평가는 국내 사이트가 미국의 경우보다 전반적

으로 우수하 으나, 미국의 경우 웹 사이트를 통한 간호사의 관리,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목적성과 용이성 면에서 국내사이트 보다 우수하 다.  

   또한 국내 사이트와 국외 사이트를 비교한 연구는 홍은주(2000)의 인터넷 의약

정보 중 고혈압에 대한 평가연구로 국내외 각각 3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하

다. 평가기준은 정보의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의약정보 내용과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연구 결과, 정보의 신뢰

성과 편리성에서는 국내외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사이트의 신뢰성 및 일

반사항에서는 국외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세부항목별로 자료의 보완성과 내부검색엔진의 유무, 사이트의 목적, 제작자의 

명시, 재정적 후원명시, 비 보장, 피드백의 항목에서 모두 국내사이트가 국외사이

트에 비교하여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 특정 단일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바, 웹 사이트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목적성, 권위성, 신뢰성, 내용의 적

절성, 상호작용성, 용이성, 지속성 등이 있었으며, 내용의 평가에서는 과학적 건전

성, 정보의 충분성, 필수정보의 누락, 정보의 유해성, 보건교육적 측면에서의 정보

의 유익성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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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당뇨병 관리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건강정보의 내용과 자가 관리를 위한 당뇨

병 건강정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당뇨병 관리와 건강정보

   당뇨병은 증상의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 되지는 않기 때문에 평생 관리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자가 관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뇨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질병관리의 주

체가 되어 능동적인 대처 및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당뇨병의 

치료 자체가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건강

을 돌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가 간호의 근본적

인 요구로 환자 자신이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정보를 추구하게 되고,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게 된다.   

   당뇨병과 관련된 자가 간호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범주화하고 

있는데, Barofsky(1978)는 적절한 의복의 선택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까지 광범위

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고, Freer(1980)는 의학적 자가 간호(medical self care)와 

비의학적 자가 간호로(non medical self care)로 분류하 다. Norris(1979)는 자가 

간호에 7개의 분야의 활동 즉, 1) 감시(monitor), 사정, 진단, 2) 삶의 과정(life 

process)에 대한 지지, 3) 치료적 교정적 자가 간호, 4) 질병과 부적응 상태의 예

방, 5) 건강요구와 care 요구의 명시, 6) 치료프로그램의 감시와 통제, 7) 자기주도

의 건강행위가 포함된다고 하 다. Levin(1981)은 자가 간호는 건강증진, 질병예

방, 질병과 상해의 치료, 만성질병 관리 및 재활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

다. Green & Moore(1980)는 급성문제의 증상과 관련된 자가 간호, 만성문제의 증

상과 관련된 자가 간호, 생활양식의 변화와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증상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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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 간호로 분류하기도 하 다(구미옥, 1992).  

   당뇨환자에게 자가 간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혈당측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조절, 정확한 시간

의 약물투여, 위생적인 생활, 저혈당 대처 역, 식이실천, 약물투여, 신체적 운동, 

당검사, 일반적 건강관리 역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김응진(1985)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당검사 및 일반적 관리에 대한 

정보내용을 제시하 다. 첫째로 식이요법은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여 식품을 계량 

및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킬 것, 둘째는 운동요법으로 

운동의 종류, 시간, 운동량을 식사량과 약물, 일상생활의 활동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는 약물요법으로 약물을 의사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인슐린 

주사의 용량, 주사방법, 시간, 위치, 부작용 등에 대해 알고 자가 조절 할 수 있어

야 하며, 넷째, 혈당과 뇨당을 자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저혈당증세에 대한 조

처도 알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일반위생을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고 하 다. 

   이태희(1992)는 당뇨병 정보 전달의 내용으로 환자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도에 따라 정보

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 으며, 당뇨병 정보내용의 필수 항목으로 당뇨병의 

이해, 식사요법의 중요성, 치료약제에 대한 설명(인슐린, 경구혈당 강하제 등), 운

동계획과 효과, 당뇨병 조절상태의 자가 평가 방법, 저혈당 및 고혈당의 인식 및 

처치, 만성합병증, 위생 및 감염의 문제, 일상생활계획과 직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하 다. 이와 비슷하게, 김응진(1990)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교육항목으로서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치료, 당뇨병에 필요한 검사, 자기

측정, 다른 질환을 합병하 을 때의 주의사항, 발관리, 취직, 결혼,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조언과 주의사항, 여행 때의 주의사항, 예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 다. 

   Saudek 등(1997)의 Johns Hopkins Guide to diabetes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교

육항목으로 당뇨병의 이해, 당뇨병의 조절, 당뇨병과 생활, 당뇨병과 합병증, 그리

고 당뇨병과 성, 임신, 유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당뇨와 관련된 자가 간호 행위의 내용으로 요당측정,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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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 운동요법, 약물복용과 인슐린 주사, 인슐린 양 조절, 정확한 시간의 약물투

여, 일반위생, 자가 혈당검사, 고혈당과 저혈당에의 대처, 발 관리, 정기적인 병원 

방문 등을 측정하 다(심 숙, 1985; 이숙희, 1988; 이은자, 1988; 구미옥, 1992). 또

한 자가 간호 수행은 가족 또는 사회집단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하여 

가족이 환자를 일부 돌보는 것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 다(유주화, 2002).   

   

(2) 자가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의 교육적 효과

   자가 관리를 위한 당뇨병 건강정보 제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Virginia 등(1995)은 만성질환자로서 당뇨병 자가 관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교

육으로서 세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 교육단계로서 당뇨병에 관한 간단한 배경설명, 인슐린 주사법, 식사의 주요성과 

식단 교환법, 첫 진단 시의 혈당측정법 및 저혈당에 대한 교육이며, 두 번째 단계

는 당뇨병 관리 시 요구되는 사항을 환자가 잘 받아들인 후에 보다 더 깊은 내용

에 대한 교육이고, 세 번째 단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과 환자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순응도를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자가 관리가 되도록 환자의 동기

를 계속 촉진시키는 교육이라 하 다. 또한 Clement(1995)는 가장 효과적인 당뇨

병 교육으로 자가 관리 교육을 언급하 으며, 당뇨병 자가 관리 교육(Self 

Management Education)이란 자가 간호와 위기관리를 수행하고 당뇨병을 성공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당뇨병

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이 과정의 목표는 환자

가 최상의 지식을 갖게 되고, 당뇨병 관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 다. Buse & Hroscikoski(1998)은 이상적인 당대사조절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목적이지만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에도 중요성을 두게 된다고 하면서 성

공적인 당뇨병 관리는 기술적이고 효과적인, 환자 스스로의 조절(patient 

self-management)에 달려 있으며, 당뇨병의 자가 조절에 대한 환자교육은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고 당뇨병에 대한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 환자를 포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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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당조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자가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또한 주장하

다(이창관, 2000). 대한당뇨병학회(1999)는 치료방법을 대사조절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맞추어 성취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여 환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순응도

를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웹 사이트를 통한 당뇨병 건강정보 활용의 교육적 효과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자가 관리를 위한 정보의 획득이다. 하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는 자가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동기화가 중요하며,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

는 외적 자극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웹 사이트의 특성으로 인해 충분히 만

족될 수 있으며, 특히 능동적인 교육의 과정을 가질 수 있어 효과적인 보건교육의 

매체로서 웹 사이트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로부터 건강의 유지, 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 자기진단, 자기투약, 자기치료, 

만성질병관리, 재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건강정보

로서 정보제공을 통해 자가 관리의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부

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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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예비내용 작성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과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기준에 대한 

예비내용을 마련하 다.  

(2) 작성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평가기준의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웹 사이트의 속성 

(attributes)에 대한 정보관련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 대한 당뇨병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웹 사이트의 

속성(attributes) 평가에 관한 부분은 역-항목-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 으며,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 관한 부분은 역-항목의 적절성을 

검증하 다. 

      항목별 5점 척도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적절하다), 5점(매우 적절하다)으로 구성된 폐쇄형 질문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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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 다.

      전문가 타당도는 전문가 평가단의 판단에 의해 질문지나 척도의 내용을 

평가받는 것으로(이은옥 등, 1998), 본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를 위한 정보관련 전문가 10명 (정보학 

교수 1인, 정보학 박사 1인, web master이면서 정보학 석사이상의 간호사 3인, 

정보대학원 박사 과정생 4인, web master 경력 5년 이상 1인)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를 위한 당뇨병 관련 전문가 10명(Y대학 부속병원 당뇨병 전문의 1인, 당뇨병 

전공의 3인, 당뇨병 센터 교육 간호사 1인, 수간호사 2인, 간호학 박사 2명, 내분비 

내과 병동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인)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전문가 타당도는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까지 시행되었다. 

      

(3) 평가기준에 대한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1)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국내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선정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해 파악하고, 임상적

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15개의 웹 사이트를 선정하 다.      

  2)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선정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하 다.  

 

(4) 최종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작성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거쳐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최종 평가기준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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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예비내용 

작성

(1)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별 분류결과

  

   국외의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EC-Quality Criteria, AMA Guidelines, 

OMNI, HII, MedCERTAIN, HSWG, DISCERN 등 10개의 평가기준과 국내의 

정 철 등(2000), 강남미 등(1999), 손애리(2000), 헬스로드(2000), 대한의학회 

(2001)의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분류하 다.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분류로 건

강정보 웹 사이트와 건강정보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항목들을 1)웹 사이트의 대

상 및 목적, 책임자 명시, 2)정보의 출처 및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3)내용의 질

보장과 질 관리 방법, 4)광고 및 후원에 관한 명시, 5)개인정보 보호, 6)디자인과 

구조, 7)피드백, 8)공지 및 경고, 9)법령준수로 구분하여 국외 평가기준들을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9개의 역에 맞추어 국내의 평가기준도 함께 분류하

여 항목별로 분석하 으며, <표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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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국내외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별 분류결과  

   

역 항목
국외 국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웹 사이트의 

대상 및 목적 

책임자명시

목적 ∨ ∨ ∨ ∨ ∨ ∨ ∨ ∨ ∨

대상 ∨ ∨ ∨ ∨ ∨ ∨

책임자 ∨ ∨ ∨ ∨ ∨ ∨ ∨ ∨

주제 ∨ ∨

재원투명성 ∨

정보의 출처,

수집과정, 

갱신일자명시 

갱신주기 ∨ ∨ ∨ ∨ ∨ ∨ ∨ ∨ ∨ ∨ ∨ ∨ ∨

출처 ∨ ∨ ∨ ∨ ∨ ∨ ∨ ∨ ∨ ∨

제작과정 ∨ ∨

내용의 

질보장과 

질관리 방법

정확성 ∨ ∨ ∨ ∨ ∨ ∨ ∨ ∨

이해가능성 ∨ ∨ ∨ ∨ ∨ ∨ ∨

최신성 ∨ ∨

질관리방법 ∨ ∨ ∨

광고 및 후원

에 대한 명시

후원 및 협력관계 ∨ ∨ ∨ ∨ ∨ ∨ ∨ ∨ ∨

광고원칙 ∨ ∨ ∨ ∨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원칙 ∨ ∨ ∨ ∨ ∨ ∨

개인정보사용동의 ∨ ∨ ∨

온라인진료의

제한점 공지 

∨ ∨ ∨ ∨ ∨

디자인, 구조 접근성 ∨ ∨ ∨ ∨

편리성 ∨ ∨ ∨ ∨ ∨ ∨ ∨ ∨ ∨ ∨

링크 ∨ ∨ ∨ ∨ ∨ ∨ ∨

피드백 피드백 ∨ ∨ ∨ ∨ ∨ ∨ ∨ ∨ ∨ ∨ ∨

공지 및 경고 이해관계에 대한 

공지

∨ ∨ ∨ ∨ ∨

법령준수 법령준수 ∨ ∨ ∨ ∨

* 1. HON Code  9. HSWG

2. eHealth Code of Ethics 10. DISCERN

3. Hi-Ethics 11. 정 철 등(2000)

4. EC-Quality Criteria 12. 강남미 등(1999)

5. AMA Guidelines 13. 손애리(2000)

6. OMNI 14. 헬스로드(2000)

7. HII 15. 대한 의학회(2001)

8. Med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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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별 분류결과 1)‘웹 사이트의 대상 및 목적, 책임자 

명시’에서는 국내외 모두 ‘목적’ 및 ‘대상’, ‘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2)‘정보의 출처,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에서는 ‘갱신주기’ 및 ‘출처’는 

국내외 모두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국외의 

평가기준에만 포함하고 있었다. 3)‘내용의 질보장과 질관리 방법’에서는 ‘정확성’과 

‘이해가능성’의 항목이 국내외 모두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4)‘광고 

및 후원에 대한 명시’에서는 ‘후원 및 협력관계의 명시’ 항목이 국내외 공통적으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었으나, ‘광고원칙’은 주로 국외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5)‘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사용동의’, ‘온라인 진료의 제한점 공지’는 국외의 평가기준의 경우 

대부분 채택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6)‘디자인, 

구조’에서는 ‘접근성’, ‘편리성’, ‘링크’ 항목 모두 국내외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특히 ‘편리성’의 부분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채택하고 있었다. 

7)‘피드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내외 평가기준에서 평가되는 항목이며, 8) ‘공지 

및 경고’의 항목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공지’는 주로 국외에서 채택하고 있었다. 

9)‘법령준수’에 대한 항목은 국외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국내외 평가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항목은 ‘목적’, ‘대상’, ‘책임자 

명시’와 ‘정보의 출처’, ‘갱신일자명시’, ‘내용의 질보장’, ‘후원 및 협력관계’, 

‘디자인, 구조’, ‘피드백’ 항목이 있었으며, 국내에서 다소 미비하나 국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항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광고원칙’이 있으며, 국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평가항목으로는 ‘제작과정’, ‘법령준수’ 항목이 있었다.    

(2) 당뇨병 정보내용의 항목별 분류결과 

   

   당뇨병 관련 정보내용은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교육 지침서’(1999),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당뇨병 환자교육 지침서’(http://www.kadne.or.kr/)와 

김응진(1990), 이태희(1992), Saudek et al.(1997)의 내용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분류하 다<표 2>. 



- 27 -

표 2. 당뇨병 정보내용의 항목별 분류결과

   당뇨병 정보내용의 항목별 분류 결과 공통적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역은 

‘당뇨병의 기본지식’과 ‘치료’, ‘합병증’, ‘자가 관리’에 대한 역이 있었으며,   

항목별로는 당뇨병의 이해와 식이, 운동, 약물요법 및 관리 등이 필수적인 

항목들로 분류될 수 있었다. 또한 항목으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문헌에 따라 

다양한 정보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었는데,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정보, 

임신, 유전(genetics), 성(sexuality)에 관한 내용, 자가 관리 내용으로는 다른 

질환이 합병하 을 때의 주의사항, 여행시의 주의사항, 일상생활 계획과 직업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2) The Johns Hopkins Guide to DIABETES, For Today and Tomorrow.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역 항목
대한당뇨병

학회(1999)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회

(2003)

김응진

(1990)

이태희

(1992)

Saudek 등

(1997)2)

기본지식 당뇨병의 이해 ∨ ∨ ∨ ∨ ∨

치료

식이요법 ∨ ∨ ∨ ∨

운동요법 ∨ ∨ ∨ ∨

약물요법 ∨ ∨ ∨ ∨

합병증

저혈당 ∨ ∨ ∨ ∨

고혈당 ∨ ∨ ∨ ∨

만성합병증 ∨ ∨ ∨ ∨ ∨

급성합병증 ∨ ∨ ∨ ∨ ∨

자가 관리

혈당측정 ∨ ∨ ∨ ∨

식이 ∨ ∨ ∨ ∨

운동 ∨ ∨ ∨ ∨

약물 ∨ ∨ ∨ ∨

발관리 ∨ ∨ ∨ ∨

위생,감염관리 ∨ ∨ ∨ ∨ ∨

일상생활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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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예비내용 작성

   국내외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별 분류결과와 당뇨병 정보내용의 항목별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평가기준의 예비항목을 구성하 으며,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가 가지는 속성(attributes)에 대한 부분과 당뇨병 

정보내용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평가될 수 있게 하 다.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으로는 국내외 평가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든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평가항목을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은 항목별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되어진 역과 항목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간호대학 2인의 교수와 의과대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 다.   

   예비내용 설정 결과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 관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의 내용으로는 ‘목적성’, ‘신뢰성’, ‘내용의 적절성’, ‘상호작용성’, ‘최신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 보장성’으로 크게 9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 관한 항목으로는 ‘당뇨병의 기본지식’, ‘치료’,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자가 관리’, ‘특수상황의 당뇨병’, ‘당뇨병 관련 정보’로 

크게 7 역으로 분류되었다.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은 9 역, 

37항목으로 구성되며, 질문 형식의 평가내용이 구성되며,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은 7 역, 43항목으로 구성되었다<표 3>.  

A. 웹 사이트 속성(Web site attributes) 평가항목

1) 목적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과 대상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목적성에 대한 평가는 목적제시, 대상제시뿐만 아니라 대상 사이트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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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사이트명과 URL/Domain명의 평가도 포함하 다. 

2) 신뢰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및 건강정보의 신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연락처,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저자의 표시,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의 항목을 포함하 다.    

3) 내용의 적절성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내용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한의학회 ‘의학정보웹사이트 인증사업’(2001)의 사이트 내용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 으며,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필수정보의 누락, 사실의 과장,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항목으로 구성하 다.   

4)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와의 정보교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전여부와 사용자의 의견처리여부 등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다.    

5) 최신성

   최신의 건강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웹 사이트와 정보내용의 지속적인 

갱신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과 갱신일자 

표시유무와 링크의 최신성까지 함께 포함하 다.   

6) 사용의 용이성 

   사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 편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트맵, 사용법/도움말, 검색기능의 유무 및 위치표시와 페이지 

이동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로 구성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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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능성

   웹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웹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웹 문서의 접근 

가능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적용프로그램,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의 

적용 유무, 자료의 접근성과 접근의 비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 다.  

8) 디자인 

   웹 사이트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성, 배치, 그래픽, 네비게이션, 매체사용, 인쇄 

배치, 광고의 항목을 포함하 다.  

9) 비 보장성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대한 명시 또는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B.  당뇨병 관련 정보내용 항목

  

1)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 환자가 질병의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로 당뇨병의 정의,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다.  

2)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 환자가 질병의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당뇨병 

치료의 원칙과 주된 치료 방법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3)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에 관한 정보로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고혈당성 혼수, 

혈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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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대한 정보로 신장합병증, 망막합병증, 신경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 피부질환, 위장운동장애,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당뇨병성 발, 

당뇨병성 치과질환, 감염질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5) 당뇨병의 자가 관리

   당뇨병 환자가 자가 간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혈당ㆍ요당관리, 

식이관리, 운동관리, 약물관리, 발 관리, 피부ㆍ치아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6) 특수상황의 당뇨병

   발달기적인 특성과 상황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당뇨병에 대한 

정보로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임신과 당뇨병, 노인 당뇨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다.       

  

7) 당뇨병 관련 정보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외에 당뇨와 관련된 다른 기타 

정보로 당뇨와 관련된 의료기관, 의료기기, 당뇨 식품, 당뇨 교육용품 등의 내용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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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예비내용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역 항목 내용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가?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가?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한가?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내용의 적절성 

정확성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유익성 교육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해당정보가 유익한가?

유해성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필수정보의 누락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할 

정보가 누락되어 있지 않는가?

사실과장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과장되어 전달되고 있지

는 않는가?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와 건강

전문인의 관계를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가?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는가? (Q & A, 게시판, 방명록)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가?

(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최신성

처음 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최종 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외부링크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관련 사

이트와 쉽게 접속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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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예비내용(계속)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역 항목 내용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을 가

지고 있는가?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

지고 있는가?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가?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가?

페이지 이동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쉬운가?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간단한 과정인가?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그리고 이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가?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그래픽(graphics)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이 적절한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가?

 매체사용 정보제공에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인쇄 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광고가 정보의 가

치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비 보장성 비 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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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예비내용(계속)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역 항목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

예방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약물요법-인슐린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피부질환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

당뇨병성 배뇨장애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당뇨병성 발

당뇨병성 치과질환

당뇨병성 감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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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예비내용(계속)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역 항목

당뇨병의 자가 관리

혈당, 요당 관리

식이관리 

운동관리

약물관리

발 관리

피부, 치아 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임신과 당뇨병

노인 당뇨병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의료기기

당뇨 식품

당뇨 교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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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역별 분류와 각 항목이 평가기준으로 적절한지를 검증하 다. 각 

항목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1)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의 타당도 검증결과 

   웹 사이트 속성의 역별 타당도 검증 결과, 모든 항목이 90% 이상의 합의를 

보 으며 전체 98.9%를 나타내었다<표4>. 역-항목-내용별 타당도 검증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100% 합의를 나타내었으며, ‘사용의 용이성’ 역에서 ‘검색기능’

항목이 90%, ‘기능성’ 역에서 ‘적용프로그램’,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항목

이 80% 합의를 보 다<표 5>.  

   추가되어야 할 내용 및 의견으로 ‘기능성’의 역에서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에 대한 항목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며, ‘디자인’ 역에서의 ‘그래픽’ 항목과 

의미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내용의 적절성’ 역의 각 항목의 평가가 웹 

사이트의 속성보다는 당뇨병 정보내용의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용의 용이성’ 역의 ‘페이지 이동’과 ‘디자인’ 역의 ‘네

비게이션’의 항목의 의미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외에 평가 질문 내용 

및 항목의 용어에 대한 부분적 수정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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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웹 사이트 속성의 역별 타당도 검증결과

표 5. 웹 사이트 속성의 역-항목-내용별 타당도 검증결과

역 타당도

목적성 100%

신뢰성 100%

내용의 적절성 100%

상호작용성 100%

최신성 90%

사용의 용이성 100%

기능성 100%

디자인 100%

비 보장성 100%

총      계 98.9%

역 항목  내용 타당도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가? 100%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가?
100%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한가?
100%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100%

합계 100%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100%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
100%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있는가? 100%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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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웹 사이트 속성의 역-항목-내용별 타당도 검증결과(계속)

  

역 항목 내용 타당도

내용의 

적절성

                정확성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100%  

              유익성 교육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해당정보가 유

익한가?

100%

유해          유해성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100%

유해성        필수정보의

              누락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필수적으로 언급

해야 할 정보가 누락되어 있지 않는가? 

100%

               사실의 과장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과장되어 전달되

고 있지는 않는가?

100%

          1)   정보 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

와 건강전문인의 관계를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가? 

100%

    합계 100%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

공되고 있는가? (Q & A, 게시판, 방명록)

100%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가?

(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100%

    합계 100%

최신성

처음제작일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가?

100%

최종갱신일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가?

100%

외부링크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관련 사이트와 쉽게 접속할 수 있는가?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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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웹 사이트 속성의 역-항목-내용별 타당도 검증결과(계속)     

역 항목 내용 타당도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을 가지고 있는가?

100%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100%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가? 90%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

시해주고 있는가?

100%

페이지 이동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쉬운가? 100%

합계 98%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80%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의 지원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80%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간단한 과정인가?

100%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그리고 이

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어떤가?

100%

합계 90%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가?

100%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100%

그래픽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이 적절한가? 100%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

가?

100%

 매체사용 정보제공에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가?

100%

 인쇄 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100%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광고가 정

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가?)  

100%

합계 100%

비 보장성 비 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가?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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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타당도 검증결과 

   당뇨병 정보내용의 역별 타당도 검증결과, 모든 역에서 전체 100%의 합의

율을 보 다<표 6>. 당뇨병 정보내용의 역-항목별 타당도 검증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100%의 합의율을 보 으며,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에서 ‘다른 질병 발

생시의 관리’ 항목이 90%, ‘당뇨병 관련 정보’ 역에서 ‘의료기기’ 90%, ‘당뇨 식

품’ 80%, ‘당뇨 교육용품’ 90%를 나타내었다<표 7>. 

   추가되어야 할 내용 및 의견으로 ‘당뇨병의 치료’ 역에서 유전자 치료 및 췌

장이식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것과 ‘당뇨병 관련 정보’ 역에서 인슐린 펌

프, peer group의 내용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역의 항목별 분류를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에서 ‘혈당, 요당 관리’ 항목의 용

어를 ‘자가혈당측정’으로 수정하 으면 하는 의견 등 용어에 대한 부분적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표 6. 당뇨병 정보내용의 역별 타당도 검증결과  

  

역 타당도

       당뇨병의 기본지식 100%

       당뇨병의 치료 100%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100%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100%

       당뇨병의 자가 관리 100%

       특수상황의 당뇨병 100%

       당뇨병 관련 정보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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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당뇨병 정보내용의 역-항목별 타당도 검증결과 

역 항목 타당도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100%

증상 100%

진단/검사 100%

원인 100%

종류 100%

예방 100%

 합계 100%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100%

식이요법 100%

운동요법 100%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100%

약물요법-인슐린 100%

  합계 100%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100%

고혈당성 혼수 100%

저혈당 100%

합계 100%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100%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100%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100%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100%

당뇨병성 피부질환 100%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 100%

당뇨병성 배뇨장애 100%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100%

당뇨병성 발 100%

당뇨병성 치과질환 100%

당뇨병성 감염질환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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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당뇨병 정보내용의 역-항목별 타당도 검증결과(계속)

역 항목 타당도

당뇨병의 자가 관리

혈당, 요당 관리 90%

식이관리 100%

운동관리 100%

약물관리 100%

발 관리 100%

피부, 치아 관리 100%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90%

여행시의 관리 100%

계절별 생활 관리 100%

스트레스 관리 100%

음주와 흡연 100%

합  계 99.1%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100%

임신과 당뇨병 100%

노인 당뇨병 100%

합  계 100%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100%

의료기기 90%

당뇨 식품 80%

당뇨 교육용품 90%

합  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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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의 수정

   전문가 타당도 검증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반 하여 평가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로 하 다.  

   

   1)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에서 삭제된 항목은 ‘내용의 적절성’ 

역의 항목들과 ‘사용의 용이성’ 역 중 ‘페이지 이동’과 ‘기능성’ 역 중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항목, ‘디자인’의 ‘매체사용’ 항목이 있었다. ‘내용의 

적절성’ 역에 포함된 항목들은 당뇨병 정보내용의 평가기준으로 포함되도록 

하 으며, 또한 ‘기능성’ 역에서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항목이 ‘디자인’의 

‘그래픽’ 항목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 하여,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 지원’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 다. ‘사용의 용이성’ 역의 ‘페이지 이동’과 ‘디자인’ 

역의 ‘네비게이션’ 항목의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의 용이성’ 역에서 ‘페이지 

이동’ 항목을 제외시켰다. ‘디자인’ 역에서 ‘매체사용’에 대한 항목과 ‘그래픽’ 

항목의 내용의 의미가 중복되어 ‘매체사용’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 다.

   또한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에서 수정된 항목은 ‘내용의 적절성’ 

역의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필수정보의 누락’, ‘사실과장’의 항목을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로 설정하 으며, ‘필수정보의 누락’ 항목은 ‘내용포함’으로 

용어를 수정하 으며,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에 관한 항목은 ‘신뢰성’ 역에 

포함시키도록 하 다. 또한, ‘최신성’ 역에서는 ‘외부링크’의 용어를 ‘링크 

사이트’라고 바꾸고, 내용을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관련 

사이트와 쉽게 접속할 수 있는가?’에서 ‘최근의 것으로 access가 잘 되는가?’로 

질문의 내용을 단순화시켰다. 또한 ‘자료의 접근성’과 ‘자료접근의 비용’ 항목의 

질문내용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간단한 과정인가?’,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그리고 이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에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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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로 질문의 내용을 단순화하 다. ‘디자인’ 역에서 

‘표현성’에 대한 질문내용을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가?’에서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 

한가?’로 긍정적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2)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에서 삭제된 항목은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역의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와 ‘당뇨병성 배뇨장애’ 항목이 있으며, 추가된 항목으로는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역의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항목이 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역의 항목을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 순으로 

배열하기로 하여,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와 ‘당뇨병성 배뇨장애’를 삭제하고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을 추가한 뒤, 대혈관 합병증을 ‘심혈관’, ’뇌혈관‘ 

합병증으로 분류하고, 미세혈관 합병증을 ‘신장’, ‘망막’, ‘신경’ 합병증으로 

구분하여 ‘심혈관’, ‘뇌혈관’ 합병증 아래에 배열하 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에서 수정된 항목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역의 ‘고혈당성 혼수’ 항목을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로 수정하 으며. 

‘당뇨병성 발’의 항목을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용어를 수정하 다. 또한,  

‘당뇨병성 치과질환’을 ‘당뇨병과 치과질환’, ‘당뇨병성 감염질환’을 ‘당뇨병과 

감염질환’으로 용어를 각각 수정하 고,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의 ‘혈당, 

요당관리’를 ‘자가혈당측정’으로 수정하 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로 웹 사이트 속성 평가 항목 중 ‘내용의 

적절성’ 역의 항목들을 설정하 으며, 따라서 당뇨병 정보내용을 ‘내용포함’,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장’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 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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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타당도 검증 후 삭제, 추가, 수정된 항목들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

역 삭제 추가 수정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역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필수

정보의 누락’, ‘사실과장’의 항목 

→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

로 설정 

‘필수정보의 누락’ → ‘내용포함’

으로 용어 변경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의 

항목 → ‘신뢰성’ 역으로 포함  

     최신성  ‘외부링크’ → ‘링크사이트’로 용

어 변경, 질문내용을 단순화

     사용의 용이성 ‘페이지 이동’ 

     기능성 ‘다국어, 텍스트, 그래

픽 지원’ 

‘접근성’, ‘자료접근의 비용’ → 

질문내용 단순화함

     디자인

     

‘매체사용’  ‘표현성’ → 질문내용을 긍정문 

형태로 바꿈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역 삭제 추가  수정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고혈당성 혼수’ →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로 용어 수정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위장운동

장애’, 

‘당뇨병성 배뇨장애’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발’ → ‘당뇨병성 족

부병변’으로 용어 수정

‘당뇨병성 치과질환’ → ‘당뇨병

과 치과질환’으로 용어 수정

‘당뇨병성 감염질환’ → ‘당뇨병

과 감염질환’으로 용어 수정

당뇨병의 

자가 관리

‘혈당, 요당관리' → ‘자가혈당

측정’으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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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8 역 28문항,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7 역 42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예, 아니오’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 다. 수정된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9>. 

표 9.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 

영역 항목 평가내용 예 아니오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가?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가?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

한가?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

체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

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는

가?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

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

자와 건강전문인의 관례를 대처하기 위함

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

하고 있는가?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는가?(Q & A, 게시판, 방명

록)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가?

(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최신성

처음 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가?

최종 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가?

링크사이트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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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계속)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

영역 항목 평가내용 예 아니오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

트 맵을 가지고 있는가?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가?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가?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

고 있는가?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

구하는가?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가?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그래픽(graphics)
정보제공에 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

는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

는가?

인쇄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광고가 

정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비밀보장성 비밀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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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계속)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내용포함: 해당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정확성: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유익성: 교육적 측면에서 해당정보가 유익한가?

유해성: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사실과장: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시 과장되어 전달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로 평가  

영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포함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장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

예방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약물요법-인슐린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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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계속)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영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포함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장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당뇨병성 피부질환 

당뇨병성 족부병변

당뇨병과 치과질환

당뇨병과 감염질환 

당뇨병의 

자가 관리

자가혈당측정

식이관리 

운동관리

약물관리

발 관리

피부, 치아 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임신과 당뇨병

노인 당뇨병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의료기기

당뇨 식품

당뇨 교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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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에 대한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타당도 검증 후 수정, 보완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하 다. 

1)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국내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선정 

가) 사이트 검색방법

   사이트 검색은 2003년 11월 10일에서 11월 22일 약 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구

체적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검색엔진

   검색엔진은 시간당 방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네이버

(http://www.naver.com), 야후 코리아(http://kr.yahoo.com), 엠파스(http://www.

empas.com), 한미르(http://www.hanmir.com) 4개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검색하

다.  

   • 검색어

   현재 운 중인 당뇨병에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 ‘당뇨’를 키워

드로 하여 검색하 다.

   • 검색사이트 

   검색은 각 검색엔진에서 ‘당뇨’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모든 웹

사이트를 검색하 다. 당뇨병에 관한 문서가 외부로 링크된 정보가 아닌 사이트 

내부에서 여러 개의 링크문서를 둔 경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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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색된 웹 사이트 중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하 다. 

① 검색은 되었으나 해당 사이트로의 연결이 안 될 경우: 

   검색엔진에 의해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나 문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일시

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 1-2일 후 재방문하여 다시 연결이 안 되면 제

외하 다.  

② 검색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뇨병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경우

③ 이미 중복되어 검색된 사이트  

   ④ 일시적 행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예. COEX 2003 당뇨박람회

   ⑤ 당뇨병 정보가 주가 아닌 다른 질환의 내용 중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을 가

지고 있는 경우: 예. 안과 질환의 설명 - 당뇨병성 망막증 

⑥ 기업에서 제작한 사이트인 경우는 당뇨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되 상업적 

목적이 주가 아닌 경우는 포함  

 나) 검색결과

   ‘당뇨’를 키워드로 하여 4개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결과, 사이트 별로는 

‘naver’ 177개, ‘yahoo’ 231개, ‘empas’ 202개, ‘hanmir’ 563개의 문서들이 검색되었

다.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는 사이트는 ‘naver’ 47개, ‘yahoo’ 43개, ‘empas’ 44개, ‘hanmir’ 47개이지만 중복되

는 사이트가 많아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는 50개 내외로 검색되었다. 검색과정에

서 당뇨병 정보 제공에 대한 형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당뇨병에 대

한 소개 정도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나, 전문 웹 사이트 없이 웹 페이지

만 있는 경우도 제외되었다<표 10>. 

   검색엔진별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학회, 단체, 연구소/기업/병원,

의원,약국/개인/동호회의 형태로 분류해 보았을 때, 병원, 의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가 가장 많은 38.1%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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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검색엔진별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운 자별 분포   

                                                                                 N(%)

    *중복처리함

 

   학회, 단체, 연구소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 한국당뇨협회가 대표적이며, 단독 당

뇨전문사이트를 운 하고 있었고, 기업의 경우는 당뇨병 정보제공을 전문으로 하

는 회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 다. 웹 사이트 검색결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순수한 상업적 사이트는 제외되었다. 병원, 의원에서는 주로 당뇨 클

리닉을 운 하며 당뇨병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검색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뇨병에 관한 정보내용이 같은 경우가 많았다. 개인, 동호회에서는 차

지하는 사이트 수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이용도가 높

게 나타났다.   

2) 평가대상 웹 사이트 선정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검색 후, 사용자 이용도가 가장 높으며,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15개 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 으며, 선정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naver yahoo empas hanmir 계

학회, 단체, 연구소 10(21.3) 6(13.6) 10(23.6) 7(14.9) *33(18.2)

기업 11(23.4) 11(25) 10(23.6) 11(23.4) *43(23.8)

병원, 의원, 약국 18(38.3) 19(43.2) 13(30.2) 19(40.4) *69(38.1)

개인 4(8.5) 4(9.1) 5(11.6) 6(12.8) *19(10.5)

동호회 4(8.5) 4(9.1) 5(11.6) 4(8.5) *17(9.4)

계 47(100) 44(100) 43(100) 47(100)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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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당뇨병교육자협회 http://www.idea21.org/ 

당119닷컴 http://www.dang119.com/ 

당뇨병이야기 http://www.dangnyo75.co.kr/ 

당뇨인의 쉼터 http://www.dangnyo.pe.kr/ 

당뇨케어 http://www.dangnyocare.com/ 

당뇨클럽 http://www.dncl.net/ 

당크리닉 한방당뇨 네트워크 http://www.dangclinic.com/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http://www.kadne.or.kr/ 

대한당뇨병학회 http://www.diabetes.or.kr/ 

대한당뇨정보센터 http://www.healthpeople.co.kr/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당뇨교실 http://www.paikdm.com/index.html 

즐거운 당뇨생활 http://www.zldang.com/ 

지산당뇨정보센터 http://www.jsd.co.kr/ 

한국당뇨협회 http://www.dangnyo.or.kr/ 

헬스타운 http://www.health-town.co.kr/ 

3) 선정된 웹 사이트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결과  

    

   선정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이트 평가를 실시하 다.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결과 

가) 목적성

   ‘목적성’에서는 ‘목적제시’와 ‘대상제시’의 경우, 기관소개나 대표 인사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고, 대상의 경우는 목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0%이상의 사이트들에서 ‘사이트명’과 ‘URL/Domain명’을 

통해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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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웹 사이트 속성 평가 결과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있음 없음

빈도(비율) 빈도(비율)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

는가?
14(93.3) 1(6.7%)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가?
15(100.0) 0(0.0)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한가?
13(86.7) 2(13.3)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12(80.0) 3(20.0)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

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11(73.3) 4(26.7)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

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

는가?

13(86.7) 2(13.3)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10(66.7) 5(33.3)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10(66.7) 5(33.3)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와 건강전문인의 관례를 대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가?

2(13.3) 13(86.7)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

전이 제공되고 있는가?(Q & A, 게

시판, 방명록)

15(100.0) 0(0.0)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

가?

(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15(100.0) 0(0.0)

최신성

처음 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12(80.0) 3(20.0)

최종 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3(20.0) 12(80.0)

링크사이트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는

가?
14(93.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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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웹 사이트 속성 평가 결과(계속)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있음 없음

빈도(비율) 빈도(비율)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을 가지고 있는가?
11(73.3) 4(26.6)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8(53.3) 7(46.6)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

가?
9(53.3) 7(46.6)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가?
13(86.7) 2(13.3)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13(86.7) 2(13.3)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

을 요구하는가? 
5(33.3) 10(66.7)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1(6.7) 14(93.7)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

가?

14(93.3) 1(6.7)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15(100.0) 0(0.0)

그래픽(graphics)
정보제공에 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하

고 있는가?
14(93.3) 1(6.7)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

어 있는가?
15(100.0) 0(0.0)

인쇄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15(100.0) 0(0.0)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광

고가 정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14(93.3) 1(6.7)

비밀보장성 비밀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가?
6(40.0)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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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뢰성

   ‘신뢰성’에서는 ‘관리기관의 기재’와 ‘관리기관의 연락처’의 항목은 11개(73.3%) 

사이트에서 관리기관(개인/기관/단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저자 

표시’의 경우 10개(66.7%) 사이트에서 내용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에 대해 

정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내용의 전문성’ 항목에 관한 평가의 경우 저자의 

전문성을 알 수 없는 곳이 5개(33.3%) 사이트가 있었다.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의 항목은 2개(13.3%) 사이트만이 건강정보의 제한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 

   

   다)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 역의 3문항 중 ‘의견수렴기전’과 ‘의견처리’는 주로 Q & A 등의 

게시판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의료상담 등의 형태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의견이 올라왔을 때 답변 및 처리사항 게시 등의 의견처리를 모든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라) 최신성

   ‘최신성’의 역으로 ‘처음 제작일 표시’와 ‘최종 갱신일 표시’, ‘링크사이트’의 

항목에서는 처음 제작일이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의 수는 12개(80%) 음에 반해, 

최종 갱신일이 표시되어있는 사이트는 3개(20%)에 불과했다. ‘링크 사이트’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93.3%)에서 최근의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었다. 

     

   마) 사용의 용이성

   ‘사용의 용이성’의 역에서 ‘사이트 맵’, ‘사용법/도움말’ 항목에서는 사이트 

맵이 제공되지 않는 사이트는 4개(26.6%) 으며, 사용법/도움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이트가 7개(46.6%) 다. 규모가 큰 단체, 기관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맵/ 

사용법/도움말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이 운 하는 사이트의 

경우 없는 곳이 많았다. ‘검색기능’은 9개(53.3%)에서 사이트 내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 다. ‘위치표시’는 대부분의 사이트(13개 (86.7%))에서 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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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바) 기능성

   ‘기능성’의 역으로 ‘적용프로그램’과 ‘자료의 접근성’, ‘자료접근의 비용’을 

살펴보면, ‘적용프로그램’의 항목에서는 웹 사이트를 다운로딩할 때 웹 사이트의 

특별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되지 않는 사이트는 2개(13.3%)가 

있었으며, ‘자료의 접근성’의 항목에서는 자료를 보기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5개(33.3%)가 있었다. 나머지 10개(66.7%) 사이트는 이용자 등록없이 웹 

사이트 상에서 바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접근의 비용’에 있어서는 

자료이용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이트로 15개의 사이트 중 유료사이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는 1개(6.7%)의 사이트가 있었다. 

   

   사) 디자인

   ‘디자인’의 역에서 ‘표현성’과 ‘배치’, ‘그래픽’, ‘네비게이션’, ‘인쇄배치’, 

‘광고’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90%이상 대부분의 사이트가 적당하여 건강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의 ‘표현성’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는 2개(13.3%) 사이트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트 화면의 ‘배치’에서는 모든 사이트가 적절하 다. 

그래픽에 있어서는 1개(6.7%)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서 정보제공에 

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쇄배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인쇄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었으나, 건강정보의 내용을 주제별로 출력할 수 있게 

프린트 기능을 따로 둔 사이트는 없었다. ‘광고’의 항목에 있어서는 광고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산만하여 건강정보의 내용 전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이트는 

1개(6.7%) 사이트가 있었다.  

   아) 비 보장성

   ‘비 보장성’ 역의 항목을 살펴보면 6개(40%)의 사이트에서만 개인정보를 보

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9개(60%)의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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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없었다. 비 보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비 보장성에 대한 용어를 ‘개

인보호정책’ 또는 ‘개인정보보호기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선정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 속성에 대한 

평가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대부분의 항목이 웹 사이트의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 으며, ‘비 보장성’ 항목에서 ‘비 보장성’의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로 

수정하는 것이 평가항목의 용어로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결과 

   당뇨병 정보내용은 각 역과 항목에 대해 ‘내용포함’과 ‘정확성’, ‘유익성’, ‘유

해성’, ‘사실과장’에 대해 평가하 다. ‘내용포함’은 ‘각 역의 해당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정확성’은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유익성’은 ‘교육적 측면에서 해당정보가 유익한

가?’, ‘유해성’은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사실과장’

은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시 과장되어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 다.  

1) 내용 포함 

   ‘당뇨병의 기본지식’ 역의 내용포함에 대해 살펴본 바, 정의,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에 관한 항목은 모든 사이트에서 언급되어 있었으나, ‘예방’에 관한 내용

은 7개(46.6%)의 사이트에서만 언급되어 있었다. ‘당뇨병의 치료’ 역 중 ‘치료원

칙’을 언급한 사이트는 10개(66.6%)이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의 ‘경

구용 혈당강하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이트들에서 언급하고 있었으나. ‘인슐린 치료’

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사이트가 2개(13.3%)있었다. ‘당뇨병성 급성합병증’과 관련

하여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당뇨병성 케톤산혈증’과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저

혈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각각 1개(6.7%)의 사이트에서만 언급이 없

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역의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뇌혈관 합병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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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합병증’, ‘망막 합병증’, ‘신경 합병증’에 대해서는 모든 사이트들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이외에 ‘당뇨병성 성기능장애’에 관해서는 6개(40%) 사이트, ‘당뇨병성 피

부질환’ 5개(33.3%) 사이트, ‘당뇨병성 족부병변’ 1개(6.7%) 사이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뇨병과 치과질환’, ‘당뇨병과 감염질환’에 대한 내용은 각각 7개

(46.7%) 사이트에 대해서 해당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당뇨병의 자

가 관리’ 역에서는 ‘자가혈당측정’에 관한 항목은 모든 사이트에서 언급되고 있

었으며, ‘식이관리’는 1개(6.7%) 사이트, ‘운동관리’는 1개(6.7%) 사이트, ‘약물관리’

는 1개(6.7%) 사이트, ‘발 관리’ 3개(20%)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서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부, 치아관리’는 6개(40%) 사이트에서만 언급되고 있

었으며, ‘다른 질병발생시의 관리’는 7개(46.7%) 사이트에서 정보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은 

각각 4개(26.7%), 5개(33.3%), 5개(33.3%), 5개(33.3%) 사이트에서만 정보내용을 포

함하고 있었다. ‘특수상황의 당뇨병’ 역에서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은 10개

(66.6%) 사이트, ‘임신과 당뇨병’은 단지 6개(40%)의 사이트에서만, 노인 당뇨병에 

관해서는 2개(13.3%)의 사이트에서만 그 내용이 있었다. ‘당뇨병 관련 정보’ 역

에서 ‘의료기관’의 정보는 7개(46.7%) 사이트에서, ‘의료기기’는 4개(26.7%) 사이트

에서, ‘당뇨식품’에 관한 정보는 6개(40%)에서만 언급되었고, ‘당뇨교육용품’에 관

해서는 모든 사이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당뇨식품’은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

에서 ‘식이관리’ 또는 ‘당뇨병의 치료’ 역의 ‘식이요법’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

가 많았으며, ‘당뇨교육용품’은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

아서 단독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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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결과-내용포함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 포함

유/무(비율)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15/0(100.0/0.0)

증상 15/0(100.0/0.0)

진단/검사 15/0(100.0/0.0)

원인 15/0(100.0/0.0)

종류 15/0(100.0/0.0)

예방 8/7(53.3/46.7)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10/5(66.7/33.3)

식이요법 15/0(100.0/0.0)

운동요법 15/0(100.0/0.0)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15/0(100.0/0.0)

약물요법-인슐린 13/2(86.7/13.3)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14/1(93.3/6.7)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14/1(93.3/6.7)

저혈당 14/1(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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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결과-내용포함(계속)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 포함

유/무(비율)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15/0(100.0/0.0)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15/0(100.0/0.0)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15/0(100.0/0.0)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15/0(100.0/0.0)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15/0(100.0/0.0)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9/6(60.0/40.0)

당뇨병성 피부질환 10/5(66.7/33.3)

당뇨병성 족부병변 14/1(93.3/6.7)

당뇨병과 치과질환 8/7(53.3/46.7)

당뇨병과 감염질환 8/7(53.3/46.7)

당뇨병의 

자가 관리

자가혈당측정 15/0(100.0/0.0)

식이관리 14/1(93.3/6.7)

운동관리 14/1(93.3/6.7)

약물관리 14/1(93.3/6.7)

발 관리 12/3(80.0/20.0)

피부, 치아 관리 6/9(40.0/60.0)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8/7(53.3/46.7)

여행시의 관리 4/11(26.7/73.3)

계절별 생활 관리 5/10(33.3/66.7)

스트레스 관리 5/10(33.3/66.7)

음주와 흡연 5/10(33.3/66.7)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10/5(66.7/33.3)

임신과 당뇨병 6/9(40.0/60.0)

노인 당뇨병 3/12(20.0/80.0)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7/8(46.7/53.3)

의료기기 4/11(26.7/73.3)

당뇨 식품 6/9(40.0/60.0)

당뇨 교육용품 0/1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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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별 내용평가 

① 정확성

   ‘당뇨병의 기본지식’ 역에서는 3개(20%)의 사이트에서, ‘당뇨병의 치료’ 역

에서는 2개(13.3%)의 사이트가 정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내용의 수준을 보이

고 있었으며, 한방요법 및 민간요법과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에 어려운 치

료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특수상황의 당뇨병’의 역에서는 모든 사이트들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

었다.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에서는 2개(13.3%)의 사이트가 ‘식이관리’와 ‘약물

관리’에 관해 정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하 고, ‘당뇨병 관련 정보’ 역에서는 

‘당뇨식품’과 관련해서 2개(13.3%) 사이트가 정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하 다. 

② 유익성

   ‘당뇨병의 기본지식’과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특수상황

의 당뇨병’의 역에서 해당 정보가 교육적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나타났으나, ‘당

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자가 관리’, ‘당뇨병 관련 정보’ 역에서 각각 2개(13.3%) 

사이트에서는 사실과장과 관련된 유해성으로 인해 유익하다고 판단하기에 부적합

하 다.  

③ 유해성

   ‘당뇨병의 기본지식’과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특수상황

의 당뇨병’의 역에서는 모든 사이트가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 않았다. ‘당뇨병의 치료’에서 사실과장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

해한 위험성을 보이는 사이트는 2개(13.3%)가 있었으며,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에서는 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내용을 2개(13.3%) 사이트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당뇨병 관련 정보’ 역에서 ‘당뇨식품’과 관련하여 과대광고 또

는 사실과장과 관련된 유해성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2개(13.3%)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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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실과장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특수상황의 

당뇨병’ 역에서는 모든 사이트에서 사실과장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뇨병의 치료’ 역에서 2개(13.3%) 사이트,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에서 2개

(13.3%)의 사이트가 ‘식이관리’, ‘약물관리’와 관련하여 사실과장을 보 으며, ‘당뇨

병 관련 정보’ 역에서는 ‘당뇨식품’에서 2개(13.3%)의 사이트가 사실과장에 관한 

내용을 보 다<표 13>.   

   당뇨병 정보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용포함’,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

장’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용포함’과 ‘정확성’, ‘유해성’에 대해서

는 평가기준으로 적합하 으나, ‘사실과장’은 ‘유해성’의 부분에 포함되어 평가되고 

있어 평가의미가 중복되었으며, ‘유익성’은 ‘유해성’의 평가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불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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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결과- 역별 내용평가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장

유/무(비율) 유/무(비율) 유/무(비율) 유/무(비율)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12/3

(80.0/20.0)

15/0

(100.0/0.0)

0/15

(0.0/100.0)

0/15

(0.0/100.0)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

예방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13/2

(86.7/13.3)

13/2

(86.7/13.3)

2/13

(13.3/86.7)

2/13

(13.3/86.7)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약물요법-인슐린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15/0

(100.0/0.0)

15/0

(100.0/0.0)

0/15

(0.0/100.0)

0/15

(0.0/100.0)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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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결과- 역별 내용평가(계속)

(N=15)

영역 항목

평가내용

정확성 유익성 유해성 사실과장

유/무(비율) 유/무(비율) 유/무(비율) 유/무(비율)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15/0

(100.0/0.0)

15/0

(100.0/0.0)

0/15

(0.0/100.0)

0/15

(0.0/100.0)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당뇨병성 피부질환 

당뇨병성 족부병변

당뇨병과 치과질환

당뇨병과 감염질환 

당뇨병의 

자가 관리

자가혈당측정

13/2

(86.7/13.3)

13/2

(86.7/13.3)

2/13

(13.3/86.7)

2/13

(13.3/86.7)

식이관리 

운동관리

약물관리

발 관리

피부, 치아 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15/0

(100.0/0.0)

15/0

(100.0/0.0)

0/15

(0.0/100.0)

0/15

(0.0/100.0)
임신과 당뇨병

노인 당뇨병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13/2

(86.7/13.3)

13/2

(86.7/13.3)

2/13

(13.3/86.7)

2/13

(13.3/86.7)

의료기기

당뇨 식품

당뇨 교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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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후 평가기준 수정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임상적용이 가능하 으나,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 다<표 14>. 

 ①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

   ‘비 보장성’ 항목이 웹 사이트에서는 주로 개인보호정책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비 보장성’의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②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에서 삭제된 항목은 ‘당뇨병 관련 정보’ 역의 

‘의료 기기’, ‘당뇨교육용품’, ‘당뇨식품’ 항목이 있었다. ‘의료기기’ 항목과 ‘당뇨 

교육용품’ 항목은 의미가 중복되어 평가되고 있어, 두개의 항목을 ‘당뇨관련용품’의 

한 항목으로 통일하 다. ‘당뇨식품’에 관한 내용은 ‘식이요법’ 또는 ‘식이관리’에서 

그 의미가 중복되어 평가되고 있어 ‘당뇨식품’ 항목은 제외시키기로 하 다. 

당뇨병 관련 정보내용 항목에서 수정된 항목은 ‘당뇨병 관련 정보’ 역의 

용어로, ‘당뇨병 관련 정보’의 용어가 앞의 당뇨병 정보 내용들의 평가와 구별되지 

않아 ‘기타 당뇨병 관련 정보’로 수정하 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로 ‘유해성’과 ‘사실과장’에 대한 평가에서 

‘사실과장’으로 인해 ‘유해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의 평가에  

‘사실과장’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사실과장’을 삭제하 다. 

또한 ‘유익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유해성’의 평가결과와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어 

평가기준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 다. 또한 정보내용의 평가기준으로 

‘이해가능성’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어, 정보의 내용이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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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없어서, ‘내용포함’, ‘정확성’, ‘유해성’ 이외에 ‘이해가능성’의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내용 포함’의 용어를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로 용어를 수정하 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서 평가기준에 대해 각각의 항목이 평가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 으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과정에서 각각의 세부 항

목에 대해서 모두 평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평가 항목이 매우 

구체적인 데 비해, 실제 웹 사이트의 정보 내용의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

여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또한 역내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의 수준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때문에 ‘내용 포함’에 대한 평가

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기준에 대한 것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보다 역

별 평가가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은 ‘내용포함’의 용어를 ‘내용의 구성요소 평

가’로 수정하여 항목별로 평가하게 하 으며,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에 대

한 평가는 ‘ 역별 내용평가’로 평가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각각의 평가질문이외

의 더 구체적 평가기준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뇨병 정보내용 평

가기준으로 ‘내용포함’,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전문가 평가기준’과 ‘대한의학회, 의학정보 웹 사이트 인

증사업’(2001)의 ‘사이트 내용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기준

을 보강하 다<표 14>.  

 

표 14.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후 삭제, 추가, 수정된 항목

A. 웹 사이트 속성 평가 항목

역 삭제  추가 수정

     비 보장성
‘비 보장성’ 항목 → ‘개인정보

보호’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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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후 삭제, 추가, 수정된 항목(계속)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 

C.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 보강 

평가기준 평가기준내용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 웹 사이트의 내용 중 해당 항목의 주제내용을 포함하는지의 유무  

    정확성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

한 정보인가?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는가?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진 정보가 있는가?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유해성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전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해가능성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적절한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

려운가?

단순한 정보제공에만 하고 있는가? 

역 삭제 추가  수정

     당뇨병 관련 정보

     

‘당뇨병 관련 정보’ → ‘기타 당

뇨병 관련 정보’ 로 용어 수정

‘의료기기’

‘당뇨교육용품’ 

‘의료기기’, ‘당뇨교육용품’ →   

 ‘당뇨관련용품’으로 항목 합침

‘당뇨식품’ 

     평가기준

‘유익성’, ‘이해가능성’
‘내용포함’ → ‘내용의 구성 요

소 평가’로 용어 수정

‘사실과장’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 ‘ 역별 내용평가’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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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최종 평가기준  

   전문가 20인의 내용 타당도와 당뇨병 웹 사이트 15개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용 

가능성 검증 후 최종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작성하 다. 최

종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두 부분

으로 구성되었다.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은 ‘목적성’, ‘신뢰성’, ‘상호

작용성’, ‘최신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 보장성’의 8 역, 28항목

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는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치

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자가 관리’, ‘특수상황

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 관련정보’의 7 역, 40항목을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와 

‘ 역별 내용 평가’를 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 역별 내용 평가’는 ‘정확성’ 4문

항, ‘유해성’ 6문항, ‘이해가능성’ 3문항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되었다.   

     

   최종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은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평가날짜, 평가자를 기입하고,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는 평가결과를 ‘예, 

아니오’ 구별하게 하 으며,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는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의 경

우, 역의 각 항목에 대해 ‘있음, 없음’으로 평가결과를 구별하 으며,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의 ‘ 역별 내용 평가’는 ‘예, 아니오’로 평가할 수 있게 개발

되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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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

 

A.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

영역 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

는가?
      예   아니요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예   아니요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

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

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

는가?

      예   아니요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예   아니요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와 건강전문인의 관례를 대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

전이 제공되고 있는가?(Q & A, 게

시판, 방명록)

      예   아니요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

가?(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예   아니요

  사이트 이름 :                                                        

  사이트 주소 :                                                          

  평 가 날 짜 :                                                          

  평  가   자 :                                                        



- 71 -

영역 항목 평가내용  평가

최신성

처음 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최종 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링크사이트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는

가?
     예   아니요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을 가지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

가?
     예   아니요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주고 있는가?
     예   아니요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

을 요구하는가? 
     예   아니요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예   아니요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

가?

     예   아니요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예   아니요

그래픽(graphics)
정보제공에 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

어 있는가?
     예   아니요

인쇄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광

고가 정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예   아니요

비밀보장성 개인정보보호기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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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뇨병 정보 평가기준

1)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 

영역 항목 평가결과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있음   없음

증상  있음   없음

진단/검사  있음   없음

원인  있음   없음

종류  있음   없음

예방  있음   없음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있음   없음

식이요법  있음   없음

운동요법  있음   없음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있음   없음

약물요법-인슐린  있음   없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있음   없음

비케톤성 고혈당성 혼수  있음   없음

저혈당  있음   없음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있음   없음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  있음   없음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있음   없음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있음   없음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있음   없음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있음   없음

당뇨병성 피부질환  있음   없음

당뇨병성 족부병변  있음   없음

당뇨병과 치과질환  있음   없음

당뇨병과 감염질환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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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평가결과

당뇨병의 

자가 관리

자가혈당측정  있음   없음

식이관리  있음   없음

운동관리  있음   없음

약물관리  있음   없음

발 관리  있음   없음

피부, 치아 관리  있음   없음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있음   없음

여행시의 관리  있음   없음

계절별 생활 관리  있음   없음

스트레스 관리  있음   없음

음주와 흡연  있음   없음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있음   없음

임신과 당뇨병  있음   없음

노인 당뇨병  있음   없음

기타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있음   없음

당뇨관련용품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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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내용 평가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당뇨병의 

기본지식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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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당뇨병의 

치료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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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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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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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당뇨병의 

자가 관리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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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특수상황의

당뇨병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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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영역

평가내용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

기타 당뇨병 

관련 정보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예,    아니요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    

  하기에 적절한가?

  예,    아니요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  

  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요

 의학적으로 오류임이 밝혀   

  진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개인 건강상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예,    아니요

 단순한 정보제공만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있는가?

  예,    아니요

 명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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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1.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들과 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내용을 마련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하 다. 

   기존의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기준의 경우 웹 사이트의 형태적인  

평가에만 치우쳐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평가기준과 문헌을 

통해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에 관한 평가 항목 7개 역과 함께 당뇨병 정보

내용에 대한 평가 항목 8개 역을 결정해 내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평가기준

과 문헌에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요소를 모두 평가항목으로 포함하 으며, 공통되

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판단되는 항목 역시 예비내용으로 구

성하 다.        

   예비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점수에 있어서 5점 척도로 구분하

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점수(Index of Content Validation)를 산출하 는

데, 10인의 전문가의 경우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

정하 다(Lynn, 1986). 척도에 있어 5점 척도(1점 매우 적절하지 않다. 2점 적절하

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적절하다, 5점 매우 적절하다)로 평가한 결과, 타당도

에 대한 평가 점수가 중앙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보 다.

   또한 전문가 타당도 결과 모든 항목이 80%이상의 합의를 보여 유의한 항목으

로 채택되었으나, 타당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수정, 

보완하 는데,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도 이루어졌어야 했다.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웹 사이트 선정 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

한 15개의 사이트만을 그 대상으로 하 는데, 이 과정에서 선정된 15개 사이트가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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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다양한 당뇨병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하지만 평가기준에 대한 선정 사이트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과정에서 임상적

용가능성 검증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대해 각 개별 사이트의 평가도 함께 이루

어져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정보의 질에 대해서

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당뇨병 관련 건

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발하

다. 단순히 단일한 질환에 대한 한번의 평가가 아니라 웹 상의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위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표준안을 마

련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연구 결과를 논의할 수 있겠다.      

   국내외 웹 사이트 평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 특정 질환을 대상

으로 하여 웹 사이트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다소 있었으나, 단일 특정 질환을 대

상으로 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한 사례들은 많지가 않다. 기존의 웹 사이트 평가기

준 또는 평가도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보내용의 평가에 충실하려고 했

다는 점이 다른 도구들과 구별이 된다. 

   따라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웹 사이트 속성

(attributes) 평가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게 하 는데, 이

는 Griffiths & Chirstenses(2000)의 우울증에 관한 웹 사이트 분석에서 내용의 질 

평가 측면과 웹 사이트의 유용성 측면으로 분석한 것과 비슷하며, 김문실 등

(2003)의 장루관련 웹 사이트 평가 연구에서 내용의 평가항목과 사이트 유용성 평

가로 구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구

체화하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역 및 항목으로 구분하 다. 따라서 정

보내용의 평가항목이 7 역, 40개 항목이 결정되었다. 또한 정보내용의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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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가지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하 는데, 이는 국내에서 주로 정보내용 평가로 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2001)에서 제시한 건강정보평가 가이드 라인의 ‘과학적 건전성’, ‘유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과 ‘필수정보의 누락’, ‘사실의 과장여부’의 항목과 비교해 볼 때, 실

질적으로 웹 사이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해성’과 ‘유익성’은 상반된 의미를 가

지게 되어 평가가 이중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익성’ 항목을 

삭제하 으며, ‘사실과장’ 역시 ‘유해성’ 항목에서 포함되어 평가되는 부분으로 삭

제되었다. ‘이해가능성’은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등의 국외 평가기준

의 주요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웹 사이트 측면에서의 평가로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는 웹 사이트 건

강정보 질 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자와 정보소비자의 관계를 염두 해 두고, 사용자 

측면에서 평가되기 쉬운 부분인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등의 평가를 강

화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 다.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과정에서 현재의 웹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모든 당

뇨병 사이트들의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엔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평가기준

을 적용하기에 적당하고 가장 사용자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당뇨병 사이트 

15개를 그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항목의 경우, 단 2개

(13.3%)의 사이트만이 제시하고 있었으며, ‘비 보장성’의 역에서는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는 6개(40%)의 사이트만이 ‘개인정보보호기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웹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 표시’의 항목에서는 단 3개(20%)의 사이트에서만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HON Code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상호보완성’이나, ‘개인의료기 ’, 

‘정보출처’의 항목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기본적인 웹 사이트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정보소비자들에게 불신감과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최신성이라는 인터넷의 가장 특징적인 점을 소홀히 한 것

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정보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와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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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적절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당뇨병 정보내용 임상적용가능성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많은 사이

트들이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의 자가 관리’ 역 중 ‘피부, 치아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

의 관리’, ‘계절별 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등에 대한 정보는 30%

를 넘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실질

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등 

(2003)이 국내 고혈압 사이트 정보 분석에서 지적한 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

부분의 건강관련 사이트들이 정보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건강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수적으로만 팽창했을 뿐 질적으로는 미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

며, 이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서도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

가기준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평가기준은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제공에 있어 가이드 가인

을 제시하여, 건강정보제공자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법의 하나로서, 검증된 건강정보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의 웹 사이트의 속성

(attributes) 평가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의 예비항목 설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체

계적인 항목 선정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하는 기준의 내용을 개발하

으나, 평가결과의 수준을 구별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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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웹 사이트 평가기준과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예비내용을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 다. 작성된 평가항목에 대해 2003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하고, 타당도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항목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또한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검색엔진을 통해 

파악하고, 이 중 15개 사이트를 선정하 다. 평가기준에 대한 임상적용가능성을 

검증한 후 최종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기준을 작성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과 문헌의 당뇨병 정보내용 분석 결과,  

웹 사이트 평가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목적’, ‘대상’, 

‘책임자 명시’와 ‘정보의 출처’, ‘갱신일자 명시’, ‘내용의 질보장’, ‘후원 및 

협력관계’, ‘디자인, 구조’, ‘피드백’ 항목이 있었으며, 당뇨병 정보내용 

항목으로는 ‘당뇨병의 기본지식’과 ‘치료’, ‘합병증’,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필수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과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에 대한 예비내용을 작성하 다. 웹 사이트의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으로는 ‘목적성’, ‘신뢰성’, ‘내용의 적절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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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성’, ‘최신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 보장성’의 9 역, 

37항목이 구성되었으며,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으로는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자가 

관리’, ‘특수상황의 당뇨병’, ‘당뇨병 관련정보’의 7 역, 43항목으로 구성하 다. 

2)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80%이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룬 항목과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예비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항목에서는 ‘내용의 적절성’의 

항목을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설정하 으며, ‘최신성’ 

1문항, ‘사용의 용이성’ 1문항, ‘기능성’ 1문항, ‘디자인’ 1문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 다.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항목에서는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1문항,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6문항, ‘당뇨병의 자가 관리’ 1문항을 삭제 또는 추가, 

수정하 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8 역, 

28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7 역, 42항목으로 정리되었다.    

3)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평가기준의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15개 선정하 다. 선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 1항목,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4항목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 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서 ‘사실과장’, ‘유익성’을 삭제하고 ‘이해가능성’을 추가 

하 으며,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또한 ‘내용포함’의 용어를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로 수정하여 항목별로 평가하게 하 으며, ‘정확성’, 

‘유해성’, ‘이해가능성‘을 통해 ‘ 역별 내용 평가’를 할 수 있게 하 다. 

4) 타당도와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통해 작성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웹 사이트 속성(attributes) 평가기준은 ‘목적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최신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 보장성’의 8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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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항목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는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자가 

관리’, ‘특수상황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 관련정보’의 7 역, 40항목을 ‘내용의 

구성요소 평가’와 ‘ 역별 내용 평가’를 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 역별 내용 

평가’는 ‘정확성’ 4문항, ‘유해성’ 6문항, ‘이해가능성’ 3문항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검증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당뇨

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타당도와 임상적용가능성이 검증된 평가기준을 개발하 다. 

      개발된 평가기준은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하여 검증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단일 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의 질 평가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의 개발은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다양한 당뇨

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 적용하여 임상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반복 연

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평가시스템으

로 구축하여 운 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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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당뇨병 이외의 다른 특정 질환을 대

상으로 적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

를 위해 개발된 다른 평가 도구들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평가와 검증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또는 평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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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타당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으로 현재 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건강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웹사이트는 건강정보의 주된 정보 제공원으로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서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당뇨병 환자들도 웹 사이

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걸려지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본 설문지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10월

      연구자 강 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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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연구자가 국내외 문헌과 국내외 웹 사이트 평가 기준을 통해 당뇨병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로 구성한 예비 측정지표입니다.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Web site attributes) 평가, 당뇨병 정보 내용 

평가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웹 사이트 속성에 관한 평가 부분입니다. 역과 항목, 내용이 적절하게 구

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항목들이 평가지표로서 적합한지를 실무 전문가 선생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A. 웹사이트 속성(Web site attributes) 평가 

◈ 다음의 내용이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속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역으로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 「적절하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적절하다」는 4점, 「매우 적절하다」는 5점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V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영역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목적성

신뢰성

내용의 적절성

상호작용성

지속성

사용의 용이성

기능성

디자인

비밀보장성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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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내용이 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속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역에 따라 포함될 내용으로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 「적절하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적절하다」는 4점, 「매

우 적절하다」는 5점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V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

칸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A. 웹사이트 속성(Web site attributes) 평가 항목  

영역 항목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목적성

 목적제시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가?

 대상제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가?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한가?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이 적절한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신뢰성

 관리기관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  

  이 기재되어 있는가?

 관리기관의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  

  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내용의 전문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 의  

  해 제공되었는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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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내용의 적절성

 정확성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히

정립된 정확한 정보인가?

                             

 유익성            교육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해당정보가 유익한가?

 유해성
일반인들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필수정보의 누락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할

정보가 누락되어 있지 않는가?

 사실의 과장 
해당정보의 주제 전달 시 과장되어 전달되고 있지

는 않는가?

 정보 내용의

 제한점의 명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와 건강

전문인의 관계를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하

기 위한 것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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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상호작용성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는가? (Q & A, 게시판, 방명록)

 의견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가?

(Q & A 답변, 처리사항 게시 등)

추가되어야 할 내용

최신성

 처음 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최종 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외부링크
최근 것으로 access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관련 

사이트와 쉽게 접속할 수 있는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 101 -

대분류 소분류 평가 질문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사용의 용이성

 사이트맵
전체 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을 가

지고 있는가?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가?

 위치표시
사이트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주

고 있는가?

 페이지 이동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쉬운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기능성 

 적용프로그램 다운 로딩시 적용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다국어,텍스트

 그래픽 지원

다국어, 텍스트, 그래픽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가?

 자료의 접근성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간단한 과정인가?

 자료접근의 비용
자료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그리고 이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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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디자인

 표현성

 (presentation)

줄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적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는가?

 배치(layout) 사이트 화면의 배치가 적절한가?

 그래픽(graphics)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이 적절한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가?

 매체사용 정보제공에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인쇄 배치 정보의 내용을 인쇄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광고
광고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광고가 정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는 않는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비밀보장성

 비밀보장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가?

추가되어야 할 내용



- 103 -

B.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 

◈ 다음은 연구자가 국내외 문헌과 국내외 웹 사이트 평가 기준을 통해 당뇨병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로 구성한 예비 측정지표입니다. 평가기준은 웹 사이트 속성(Web site attributes) 평가, 당뇨병 정보 내용 

평가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은 당뇨병 정보내용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과 항목의 분류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항목들이 평가지표로서 적합한지를 실무 전문가 선생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 다음의 내용이 당뇨병 정보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의 역으로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 

「적절하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적절하다」는 4점, 「매우 적절하다」는 5점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V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영역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당뇨병의 기본지식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자가관리

특수상황의 당뇨병 

당뇨병 관련 정보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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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보시고 당뇨병 정보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의 역에 따라 포함될 항목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 「적절하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적절하다」는 4점, 「매우 적절하다」는 5점 중 선택하

여 빠짐없이 V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영역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당뇨병의 기본지식 

정의

증상

진단/검사 

원인

종류

예방 

추가되어야 할 내용 

당뇨병의 치료

치료원칙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용 혈당강하제

약물요법-인슐린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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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

추가되어야 할 내용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성 신장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당뇨병성 신경 합병증

당뇨병성 심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피부질환 

당뇨병성 위장운동장애

당뇨병성 배뇨장애

당뇨병성 성기능장애

당뇨병성 발

당뇨병성 치과질환

당뇨병성 감염질환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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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당뇨병의 자가관리

혈당, 요당 관리

식이관리 

운동관리

약물관리

발 관리

피부, 치아 관리 

다른 질병 발생시의 관리 

여행시의 관리

계절별 생활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음주와 흡연

추가되어야 할 내용 

특수상황의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임신과 당뇨병

노인 당뇨병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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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당뇨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의료기기

당뇨 식품

당뇨 교육용품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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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health information Web site

 evaluation tool for diabetes mellitus. 

                                                       Kang, Se Wo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diabetes mellitus as a 

chronic disease, and the direction of treatment has focused on self care. The 

patients need individualized information, but the appropriateness of information 

on Internet Web site source, is an important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ealth information Web site

evaluation tool for diabetes mellitus in order to offer verified health 

information,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web sites.

   A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using domestic and foreign web site 

evaluation standards for health information an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tool was composed of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and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Through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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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tests and a feasibility test of the preliminary tool, the health 

information Web site evaluation tool for diabetes mellitus was fina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using domestic and foreign web site 

evaluation standards for health information an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tool was composed of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and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For the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9 categories with 37 items were developed, and for 

the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7 categories 

with 43 items were developed.

2. After expert validity test, the preliminary tool was mod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 items received expert validity of over 80% agreement and 

according to expert opinions. The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was 

reduced to 8 categories with 28 items, and the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was kept at 7 categories but with only 42 

items.

3. As a feasibility test, 15 current sites for diabetes mellitus information were 

evaluated. After the feasibility test, 1 item for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and 4 items for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were deleted or modified. To the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evaluation items on ‘content compon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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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harmfulness’, and ‘readability’ including concrete standards were 

added. 

4. After the expert validity test and feasibility test, the health information Web 

site evaluation tool for diabetes mellitus was finalized. This evaluation tool 

included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and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Evaluation for web site attributes included 

‘purposefulness’, ‘trustworthiness’, ‘interactivity’, ‘currency’, ‘ease of use’, 

‘functionality’, ‘design’, and ‘privacy’ in 8 categories with 28 items. The 

‘evaluation for content information on diabetes mellitus’ included ‘basic 

knowledge of diabetes mellitus,’ ‘treatment’, ‘acute complications’, ‘chronic 

complications’, ‘self care’, ‘special circumstances in diabetes mellitus’, ‘others 

diabetes mellitus information’ in 7 categories with 40 items. ‘Evaluation 

component for content’ and ‘evaluation of category content’ included 4 items 

on ‘accuracy’, 6 on ‘harmfulness’ and 3 on ‘readability’.       

   From this study guidelines are propose for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for 

diabetes mellitus, so that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will be able to offer 

consumers verified good quality health information themselves. This tool will 

be effective for consumers to verify health information. It also provides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web sites.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health information, web site, evaluation t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