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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기

관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 통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운영 

중 수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고 생기기도 쉽기에 이에 대한 규제와 제

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2011년 개정 의료법의 사전심

의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의 특성인 수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

하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실태 사례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내용들이 시술의 장점만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하지 않음

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시술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

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

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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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제도론적으

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방안의 참고점을 찾

아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법, 행정

당국, 법원,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일선에서의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한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의료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권장콘텐츠”와 해당 

“의료법”, “심의기준”, “위반 사례집” 등을 총괄 정리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운영 홈페이지 중 하나인 “공공보건포털” 홈

페이지에 모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곳에 ‘의

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함께 싣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건

복지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감독과 단속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효과, 의료소비자의 옴부즈맨 활동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광고 규제,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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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2년 전국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은 6,446곳, 폐업한 의료기관

은 5,583곳이다. 개업 10곳 당 약 8.6곳이 폐업을 한 것이다. 이 중 

의원은 1,821개가 개업하고 1,625개가 폐업(개업 10곳당 8.9곳 폐

업) 하여(동아닷컴 2013, 3월 3일), 의료계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광고경쟁 역시 

치열해져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

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78.4%로, 인터넷 이용자수는 38,120천명으

로 나타났다(2012년 7월 현재 기준). 이러한 인터넷 이용률은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용

도는 ‘자료 및 정보 획득’(92.3%. 복수응답) 이었다. 이용 연령은 

10대 99.9%, 20대 99.9%, 30대 99.5%, 40대 89.6%, 50대 

60.1%, 60대 38.5%로, 전 연령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7). 

이처럼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있으며, 그 이용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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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중요성도 점

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더불어 인터넷 광고는 괄목할만한 성장

을 보여 왔고, 2012년 대한민국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1조 8,560억 원보다 5.3% 성장한 1조 9,540억 

원으로 집계(아시아투데이 2013, 2월 12일) 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광고는 의료계에서도 광고의 중요한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인터넷매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2011년 개정(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 된 의료법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1일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사전 심의대상을 확

대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는, “인터넷 방

송이나 포털 사이트는 매체가 정형화 돼 있어 사전 심의에 무리가 

없으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고 없

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 매체를 심의하는 데 무리(코리아

헬스로그 2012, 4월 23일)”가 있어서이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

스나 주요 포털사이트에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를 게재하더라도, 



- 3 -

이 광고를 통해 접속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면 심의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리아헬스로그 2012, 

4월 23일).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의료법의 구속력이 적용되는 대상이긴 하지

만 사전심의 등의 1차적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허위・
과장성, 유인성, 때로는 진료과목에 따라 선정성이 있는 내용들이 

게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상호

고발을 통한 시정조치, 비정기적 홈페이지 점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민간단체를 통한 단속 등이 현 규제의 방안들이기에, 이러한 

홈페이지들의 위법적 요소를 통제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현 시대에 있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관

련 정보를 얻는 중요 통로이며, 광고로서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검색광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의료소

비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전 한 번쯤은 들어가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

급된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의 특성(수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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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그 특성상 수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

고 생기기도 쉽기에 이를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홈페이지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 방안

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3. 연구 방법   

  현대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검색하

고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키워드 검색방법

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서도 광고 경쟁이 특히 치열한 의료분야 중 하나

인 피부미용시술 관련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그 예시로 하여 의료

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규제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의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관련 실무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

에서 현 의료법상의 규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이를 준

수하는지, 실무자들이 느끼는 현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

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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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의료광고 규제 현황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홈페이지 관리 방안 모색에 

참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1. 연구의 틀).

제2장 용어 개념 정의

2.1. 의료광고

2.1.1. 의료광고의 정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를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

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

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12, 2). 

  또한 의료광고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

보에 대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채널을 통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인지 및 설득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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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명

↓

문헌고찰

↓ 사례   분석

문제점 확인 ⇐

↓ 관련 실무자 인터뷰

해결책 탐색 ⇐
   

비교제도론적 고찰

↓      

고찰            

↓

결론 및 제언

     

그림1. 연구의 틀.



- 7 -

는 커뮤니케이션이라 볼 수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들에게는 그들

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2011, 4).

2.1.2. 의료광고의 특수성  

  의료광고는 다른 분야의 광고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

라는 1951년 현 「의료법」의 전신인 「국민의료법」 제정 때부터,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

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선 규제

가 강한 편이다. 이는, 의료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전부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 적정진료, 인도성, 공익성 등도 함께 추구하는 것

이 의료의 목적이기에(이상헌 2012, 5), 의료광고는 다른 광고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전문인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

이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일임되므로 다른 사업에서 보기 어려운 

전문인 지배 현상이 나타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정혜신 2002, 9). 

이러한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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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광고의 경우, 경쟁 과다로 인한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혹은 진료비 인하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의료와 의료광고의 이러한 측면들은, 비용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측면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2.2. 인터넷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2.2.1. 인터넷 광고의 정의와 유형

  인터넷 광고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미디어 혹은 다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통해 

홍보하거나 물리적인 세계와 동일하게 각종 이벤트나 서비스를 하

는 멀티미디어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린 커뮤니케이션활동을 말한다

(안성혜 2003, 243).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광

고 채널과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 광고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

1) 광고유형 ‘(1)-(5)’는 박인식(2010, 10-13)의 논문을 요약정리 하였으며, ‘(6), (7)’은 이

경권(2008, 294-295)의 논문을 요약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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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너(banner)광고

  가장 널리 쓰이는 온라인 광고로, 웹 사이트 내의 특정 위치에(주

로 상단) 있는 직사각형 띠 모양의 광고 이다. 움직임이 없는 고정

형 배너(static banner), 여러 가지 표현요소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

한 애니메이션 배너(animation banner), 일방향(one way)에서 쌍방

향(two way)으로 작용이 가능하도록 배너의 기능을 확장한 인터렉

티브 배너(interactive banner), 배너 안에서 이미지, 그래픽, 사운

드, 동화상 구연이 가능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리치미

디어 배너(richmedia bann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틈입형(interstitials) 광고

  웹페이지에서 다음 웹 페이지로 넘어가는 사이에 돌출되는 광고

로, 무조건적인 노출이 가능하여 주목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사용자 측면에서는 시간 낭비, 웹 사이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공간 제공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 컨텐츠형(co-branded contents)광고

  기존의 협찬광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사이트에 스폰서

(sponsor)를 제공하여 회사의 로고나 브랜드 네임을 명시함으로써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다.

(4) 이메일(e-mail)광고

  확보된 개인 전자우편 계정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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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방법으로 광고주와 고객의 일대일 접촉 효과를 도모하는 

광고이다. 수신인을 특화시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

가 광고에 대한 친밀도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

(5) Text 광고

  웹 사이트의 초기 또는 다음 페이지(sub-page)에 텍스트 형태로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그 사이트의 컨텐츠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어 보다 많은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이

다.

(6) 검색광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했을 때 관련 사이트가 페이지

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기업과 브랜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화나 서비스를 관심 있어 하는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

는 좋은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액제광고방식(CPM)’과 ‘종량제

광고방식(CPC)’이 있다.

(7)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웹상의 공간을 방

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집합체로, 유형은 ‘브로셔웨어

(brochureware: 기업이나 브랜드가 자신을 직접 소개)’, ‘쇼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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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biz: 사용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오락적 요소나 특정 정

보 내용을 웹사이트 내용에 포함하여 수용자들의 재방문을 유도)’, 

‘유틸리테리언(utilitarian: 특정 마케팅 전략에 따라 예비 가입자 모

집, 고객 불만 접수, 판촉 캠페인 등의 내용을 포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인터넷 광고 중 홈페

이지광고로서, 대부분 ‘브로셔웨어’의 형태와 ‘유틸리테리언’ 형태의 

복합적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곳으로, 특

정 모양새를 갖춘 정보장소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때는 1989년으로, CERN(유럽물리입자연구소) 산하의 

어느 물리학 연구소 직원들이 연구 성과물을 좀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한 전달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고, 연구 결과물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어 나간다는 것에서 '페이지'란 용어를 도입하

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대부분 문서 전송을 중심으로 인

터넷이 사용되었는데, 이 때 '웹 사이트'라는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

게 되었다고 한다(김종표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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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운영 방식과 특징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제작방식과 운영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방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2) 

(1)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할 때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찾

아갈 수 있는 주소(도메인)를 신규 등록한다. 

(2) 제작하고자하는 홈페이지 유형을, 정보전달과 소개를 위한 ‘기업

형 홈페이지’ 혹은 금융결제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중 어

느 것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홈페이지

의 경우, 이용자들이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

는 결제 시스템이 더해진다. 

(3) 홈페이지 유형이 결정되면 서버 운영을 결정한다. 서버 운영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서버를 이용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하는 운영서버 및 시스템을 일정 비용을 지불

하여 이용 할 수도 있다. 

2) (1)-(4) 의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후이즈’와 ‘고도몰’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으며, (5) 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검색등록 이

용안내’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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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페이지 주소

신규 등록

↓

 (2) 홈페이지유형결정
§ 기업형 홈페이지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

 (3) 서버 운영 유형 결정
§ 자체 서버 운영

§ 홈페이지 솔루션업체 이용

↓

  (4) 홈페이지 제작  

↓

 (5) 포털 사이트

무료검색 등록

§ 상위 노출 시         

유료 검색광고 등록

그림 2. 홈페이지 제작・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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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내용들이 결정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입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전체적인 웹사이트 

기획은 웹 기획자와 함께 진행하며, 시스템 변경은 홈페이지 개발자

와, 디자인 제작 및 변경은 웹 디자이너와 작업을 진행한다.    

(5)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는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무료 검색 등록을 신청한다. 네이버의 경우 사이트 

주소와 대표 전화를 입력한 후 등록신청정보(사이트 명, 분류, 설명, 

등록자 정보 등) 등록이 가능하다. 무료로 사이트 검색과 지도 검색

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언제든지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특정 검색어에 대한 상위 노출을 희망할 시에는 유료 검색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는 “의료

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기도 하

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 매체를 심의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

다(코리아헬스로그 2012, 4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제작과 등록, 수정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별다른 제제 없이 이

루어지고 있고, 수정과 등록의 물리적∙시간적 제약 등도 없다. 

  또한 홈페이지의 제작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양을 기본으로 한다

는 제제도 없기에, 각 제작 기관의 의도 등에 따라 그 양도 매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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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 기능

과 홍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에, 대부분은 데이터양이 상

당히 많은 편이다. 

  이처럼 수정이 수시로 가능하고 그 양도 방대한 의료기관의 홈페

이지를 일일이 사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

한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2.4.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광고매체적 특성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광고매체로서 보이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신문이나 기타 광고에 비해 의료소비자

의 적극성이 개입되는 편이다.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매체

를 보던 중 의료소비자 의도에 상관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소비자가 직접 클릭, 검색, 주소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해 자발성이 개입된 상황에서 보게 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의료소비자의 적극성이 보다 개입되는 광고매체이기

에, 홈페이지는 의료기관에게 점점 중요한 광고매체로 인식되고 있

다3).

3) 정택준 (2009, 27)은, 이러한 소비자의 적극성이 개입되는 인터넷 광고의 특성을‘기존

의 대중매체와 다른 인터넷 광고의 특징은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광고내용에 접

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에 이원성을 가진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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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로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특히 검색광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전 한 번쯤은 들어가 확인해 보게 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보편화, 일반화에 발맞추어 의료소비자가 해당 의

료기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는 비

율도 점점 증가해 갈 수 밖에 없다. 

(3) 광고자 입장에서 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다. 타 광고에 비

해 인터넷 홈페이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의 갱신이 가능하다. 정

해진 포맷에 맞게 그림 파일과 텍스트만 바꿔주면 간단히 끝나기에, 

추가 비용 역시 데이터베이스화된 홈페이지면 거의 들지 않는다. 따

로 배포하거나 인쇄해야 할 비용도 없는 것이다(이명화 2003, 12).

(4) 광고나 정보의 양에 제한이 없다. 홈페이지의 페이지 수나 콘텐

츠 양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정보나 광고

성 내용들 역시 광고주의 의도나 용도에 따라 제한 없이 실을 수 

있다4).

(5)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소비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광고매

체이다. 인터넷 광고매체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용공간의 특성 상 

4) 정호(2010, 17)는, ‘인터넷은 시간과 지면을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 비용도 제작비

와 유지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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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팅 창을 이용한 질의응답 형식

의 실시간 소통도 가능한 정도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치료 후

기, 질의응답 등의 의료소비자들의 의견이나 궁금증 등을 해소하고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소비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며(이를 

역으로 광고에 활용하기도 한다) 의료소비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확

인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5).

 

제3장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분석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례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홈

페이지의 적절한 규제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그

림 3과 같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을 사례 분석해 보고

자 한다.

5) 박영석(2001, 8)은, ‘인터넷을 이용한 웹광고는 기존의 4대 매체광고와는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반응

과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기존의 광고가 대부분 한 방향의 

메시지 전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터넷 광고에서는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와 소비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광고주와 소비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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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기관 진료과목 선정

↓

검색 키워드 선정

↓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

다빈도 검색 노출 의료기관 선정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그림 3.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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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선정

  2011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광고, 사후심의 강화와 인터넷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마

련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홈페이

지 광고의 의료법 위반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의 의료법 위

반 사항을 총 11가지 항목6)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의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2011, 1-3).

표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진료과별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현황7) 

진료

과목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 한의원 비뇨기과 총합계

위반

건수
98 92 89 77 73 34 463

                                 

6) 11개 항목은, 1. 검증하기 힘든 내용, 2.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 타 의료기관 비방,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6. 수술 전후 사진 및 시

술 장면, 7. 가격 게시 및 가격 혜택, 8. 환자체험담, 9. 유명인사 체험담, 10. 허위 과장

된 표현, 11. 의료진 소개 미구비 이다.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고서(2011, 10-11)의 표를, 진료과별 위반 건수만 따로 분리하

여 위반사례가 많은 순서로 재편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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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은 1998년 처음 대한 피부과 개원의협의회

가 발족되면서 급격히 확산되었고, 2002년도에 와서는 피부과 병원

의 90% 이상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실시하게 되었다(정은진 2006,  

3). 요즘은 피부과를 전문으로 수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하여 메디컬 에스테틱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피부과 진료 홈페이지

에서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

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경쟁 가속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위반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이처럼 경쟁이 과열화 되고,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

인 피부미용시술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3.2. 검색키워드 선정

  우리나라는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 인구가 2000년  

44.7%(19,040천명)에서 2012년 78.4%(38,120천명)로, 12년 만에 

이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인구의 2/3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

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 이러한 인터

넷 사용의 증가 등과 맞물려,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하여 인터넷 광고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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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시장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가 라

디오 광고 시장을 능가하고, 머지않아 인쇄 광고 시장을 넘어설 것

이라는 전망이다(데일리메디 2012, 10월 15일). 이러한 시대적 흐

름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검색은, 주변 지인의 권

유, 신문· 잡지 등의 광고와 더불어 의료기관 선택의 주된 방법이 

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사례 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선정에 중

립을 기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는 중요 경로 중 하나

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여 대상 의료기관을 정하고자 한다.

  현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메디컬 에스테틱의 주된 시술 영역

에는, 피부질환으로 간주되는 문제성 피부처치, 박피, IPL(Intense 

Pulsed Light), 각종 레이저(Nd-Yag, CO2), 미용 성형, 재생수술 

관리, 반영구화장, 비만, 두피 클리닉, 색소침착(기미, 검버섯, 잡티, 

주근깨 등), 여드름, 아토피, 혈관성 피부질환, 정상피부의 건강한 

관리(정은진 2006, 4) 등이 있다. 이 중 치료적 목적 보다는 미용 

목적이 강한 시술인, “필링, 박피, IPL, 레이저시술, 기미, 검버섯, 

잡티, 주근깨, 여드름, 붉음증(안면홍조), 미백, 모공” 이렇게 12개 

단어를 위반사례 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검색어로 정하였다.

8) 정은진(2006, 82) 논문의 설문지 15번 문항 참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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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빈도 검색 노출 의료기관 선정

  검색엔진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포털사

이트인 “네이버9)”를 이용하였다. 위에서 선정한 피부미용시술 관련 

12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후, 각 키워드별로 검색 된 10개 

기관들을 총괄하여, 검색 노출 정도를 산출하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

여 검색하면 화면에 10개씩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검색 결과가 나오

게 된다. 앞서 선정한 피부미용시술 관련 12개 키워드를 네이버 검

색창에 입력하여 총 120건의 검색결과를 얻었고(부록 B-1), 이를 

검색 노출 횟수에 따라 정리하였다. 

  검색에서 5회 이상 노출 된 7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으

며, 이외에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징적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몇 

개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을 같이하는 

의료기관 1개10), 한의원11) 1개, 비의료기관12) 2개, 이렇게 4개 기

9)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랭키닷컴(www.rankey.com)’의 2012년 조사결과에서, 종합포털 

분야 1위, 포털검색 분야 1위로 나오고 있다. ‘랭키닷컴’은 웹사이트 순위 분석 전문 사

이트로, 국내  인터넷 분석 사이트로는 가장 많은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오세종 

2011, 142)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랭키닷컴의 순위 산정 기준

은 랭키닷컴의 무료배포 툴바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 인구통계학적 근거에 의해 선정된 

패널들의 웹 서핑 내역을 토대로 순위를 측정한다. 패널이 방문한 웹사이트의 User 

Session Visits(한 시간 이내에 동일 사용자가 동일 웹사이트 방문한 내역을 제외한 방

문자 수)를 추정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데이터라 볼 수 있

다.

   (‘랭키닷컷’ -[도우미]-“순위정보 서비스”의 내용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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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다. 단, 비의료기관 두 곳은, 피부미용시술 관련 비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가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을 적용할 때 허위․ 과장 

등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로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예로만 활용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위반에 대한 집계

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3.4.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3.4.1. 위반 기준항목과 항목별 위반 예시 정리

  위에서 선정한 11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어

느 정도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그 위반의 기준으로 삼

을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의 의

료광고 관련 항목들13), 그리고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14), 

10) 검색결과 중 ‘000성형외과피부과’라 하여 통합된 이름으로 나온 곳이 있었으나 실제 

홈페이지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곳은 홈페이지 최상단의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 한줄 설명에서만 ‘피부

과 성형외과 네트워크’라 나와 있고, 홈페이지 상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함께 치료하

는 방식을 명시하진 않아 제외하였다.

11) 근래에는 양방의원에서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의 피부치료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의

원 중 검색노출이 많이 된 한 곳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12) 피부관리실 등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피부미용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기관과 더불

어 이런 시설도 이용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인 입장

에서 피부미용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관리실도 같은 선상에서의 선

택 대상일 수 있기에, 의료기관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피부관리실 사이트를 분석해 보

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본다. 위의 조사된 기관 중, 비의료기

관은 총 다섯 곳이었으며, 이 중 두 곳은 화장품 전문 판매사이트여서, 다른 한 곳은 제

모기 판매 이벤트 사이트여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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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2011년 시행한 ‘인터넷 홈페이지 의

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심의 위반의 기준으로 삼았던 11개 항목15)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의 위반 내용이 더 잘 들어나는 형태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기준 항목을 정하였다16). 

  이를 통해 정리한 17개 기준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17)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6. 유명인사 체험담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사용, 의료 무관 경력, 전현직 

13)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내용은, 부록 A-1로 정리하였다.

14)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을 1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항목>

   1. 의료광고의 주체, 2.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3.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

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5.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6. 경력 관련, 7. 비교광고·비방광고, 8.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 9. 

부작용 관련, 10. 진료과목 표시 관련,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12.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13. 허위ㆍ과장 광고, 14.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5. 선정적 광고, 16. 의학·한의학 협진, 17. 기타

15) 11개 항목은, 1. 검증하기 힘든 내용, 2.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 타 의료기관 비방,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6. 수술 전후 사진 및 시

술 장면, 7. 가격 게시 및 가격 혜택, 8. 환자체험담, 9. 유명인사 체험담, 10. 허위 과장

된 표현, 11. 의료진 소개 미구비 이다.

16) 의료법- 심의기준- 본 논문의 기준항목 비교 내용은 부록 A-2로 정리하였다.

17) 기간과 시술대상을 명시한 할인 등의 이벤트는 위반사례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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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불가능한 경력, 의료봉사 내용, 객관적 근거자료 없는 수술건

수․  환자건수 등)

8. 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9. 치료 전∙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14.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17. 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기준으로 정한 17개 항목들의 해당 예시는, 의료법과 심의 위원

회에서 제시한 예시,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고서, 관련 기사,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 온 전문가 칼럼 등에서 제시한 예시 항목들 중 “피부

미용시술 관련 예시”만을 총괄하여 정리18)하였다. 의료법, 심의위원

회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함으로써, 홈페이지 위반사례 지적에 

본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다.

18) 해당 예시는 부록 A-3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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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의료기관 홈페이지 사례 분석 결과 

  위 17개 항목의 각 위반 예시를 기준으로, 상기 선정 된 9개 의

료기관과 2개 비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홈페이지의 내

용들 중 위반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캡쳐하고, 캡쳐 내용 중 어떤 

콘텐츠가 어떤 규제 항목에 위반되는지를 표시한 후, 이러한 총 위

반 항목들을 총괄 집계19)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9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위반사항들을, 위반 횟수가 많은 항목 

순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4와 같다.   

 (1)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이 총 155건으로 전체의 

26.4%, ‘12. 허위ㆍ과장된 표현’이 총 149건으로 전체의 25.3%을 

차지하여, 이 둘의 비율이 50.7%을 차지할 정도로 위반이 가장 많

은 항목이었다. 

 (2) 8~10% 정도씩을 차지하는 다빈도 위반 항목들의 내용은,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80건(13.6%),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56건(9.5%),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55건(9.4%), ‘8. 타 의료기관 비교・비방’ 48건

(8.2%) 이었다.

19) 각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부록B-2로, 9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기준항목별 

위반횟수는 B-3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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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9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기준항목별 위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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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

트)’,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은 각각 16건(2.7%), 13건(2.2%), 10

건(1.7%), 4건(0.7%), 2건(0.3%)으로 나타났다.

(4) 전체 17개의 항목 중 총 5가지의 항목(‘의료인이 아닌 광고주

체’, ‘유명인사 체험담’,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에 대한 위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술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은 위 조사에서도 가장 위반율이 높

은 항목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일이 집계하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홈페이지의 시술들에서 안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정 시술

에 대한 부작용 안내 누락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

한 정보의 누락이다. 더군다나 ‘허위∙과장된 표현’이 그 다음으로 많

은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가 해당 시

술의 장점만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를 하지 않음으

로써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고 현혹하는 쪽으로 광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전문인에게 지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치료 전・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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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타 의료기관 

비교・비방’의 내용들 역시 치료를 권장하고 유혹하기 위한 방법들

이다. 그리고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평

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역시 의료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유인하는 내용들이다.

  참고로,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부분은,  기존 판례20)에

서 기간과 대상 명시가 있었던 이벤트의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었기에, 경품 행사를 행하거나 유인성이 다소 

있어 보여도 기간과 대상을 명시한 경우는 위반사례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선착순 100명 한정’이라 하여 기간과 대상을 명시한 듯

하지만, ‘선착순 100명 한정 조기종영 임박!’ 등의 문구(그림 5)를 

통해 유인성이 상당해 보이는 이러한 류의 이벤트들이 많았다. 이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편법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한

다. 

20)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을 시술하면 50% 할인해 준

다”는 광고 때문에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

비를 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며, 기간과 시술대상을 제한하고 

있기에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중앙일보헬스미

디어 2012,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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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반사항에 해당은 안 되지만 유인성이 있는 이벤트.
  

  이러한 가격할인 이벤트는 위반 사항 집계에서 제외시키기는 하

였지만, 기간과 대상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의료 소비자

에겐 유인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격 할인’ 등의 광고 문구를 접하게 되면, 불필요

한 치료나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1 -

3.5. 소결

  의료법과 심의기준을 토대로 정리한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의료

기관 홈페이지 콘텐츠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체크해 보았다. 조사결

과 9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했다. 9개 기

관 중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91건, 가장 적은 곳은 23건이었

다. 홈페이지의 페이지 수가 많고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위반 건수도 

더 많았다. 

  의료기관들이 가장 많이 위반 한 항목은 ‘시술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과 ‘허위∙과장된 표현’의 사용 이었다. 이 두 항목이 위반의 

50% 이상을 차지 할 정도이다. 또한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치

료 전・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

적 근거가 없는 내용’, ‘타 의료기관 비교・비방’의 내용들도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가 해당 시술의 장점

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의 판단을 흐리고 현혹하는 쪽으로 광고하는 측면이 있으며, 시술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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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부관리실 두 곳의 홈페이지를 살펴 본 결과, 피부미용 관

련 비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보다 허위과장성 

광고 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의 이들 홈페이지의 위반사항 건수는 많지 않았다(00피부관

리실 총 7건, △△피부관리실 총 1건). 이는 피부관리샵의 경우 의

료기관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편이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

가 많지 않고,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페이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사례연구는 피부미용시술 관련 9개 의료기관과 2개의 비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기

에, 이 조사 결과를 의료계의 현실이라 단언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

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병원을 조사자 임의로 정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현대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검색하는 보편적 방식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번 사례조사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의료기관 홈페

이지들의 광고 유형을 보여주는 일반적 예시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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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홈페이지 제작 실무자 인터뷰

  홈페이지 제작 실무자들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상의 규제를 어

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법적 규제와 현장에

서의 괴리감, 법적 규제의 현실적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 관

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홈페이지 

제작자 중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명에 대한 

대면 심층인터뷰와 추가 5명에 대한 온라인 인터뷰 형태로 진행하

였다.

  기본 질문 항목은 개인 특성에 관한 질문 5문항, 홈페이지 제작 

경력 관련 2문항,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기준으로 한 의료법상의 규

제 세부항목 질문 17문항, 기타 의료기관 홈페이지규제에 관련된 

항목 3문항 등,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부록C-1) 하였다. 

4.1.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에서는 서울 강남 소재의 유명 피부 관련 의료기관 홈

페이지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경력 10년차의 홈페이지 디자이너 1

인과 홈페이지 개발자 1인을 인터뷰하였다(2013.03.17 진행).  의료

기관 홈페이지 의료법 위반사례에서의 17개 기준항목과 예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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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고, 이들이 홈페이지를 디자인・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

용들이 의료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항목임을 알고 있었는지, 제작 

과정 중 이러한 사항과 관련 된 애로점 등은 없었는지 등을 질문하

였다(부록C-2).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작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홈페이지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작실무자들은, 의료기

관의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구속력이 적용되는 대상임을 모

르고 있었다.

  둘째, 실무자들은 수정 요청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등의 홈페이

지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교체해준다고 한다.

  심층인터뷰에서 확인 된 위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추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4.2. 온라인 인터뷰

  보다 정량적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제작 실

무자 5명에게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5개의 의료기관 홈페

이지를 제작해 본 경험을 지닌 홈페이지 제작자 3명과 의료기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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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제작한 경험은 없으나 기타 다른 브랜드 홈페이지를 제작

한 경험이 있는 홈페이지 제작자 2명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전체 17개 기준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1~5 척도로 나누어, 

전혀 모른다(1), 모른다(2), 보통이다(3), 잘 안다(4), 매우 잘 안다

(5)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17개 항목에 대해 ‘모른다(전혀 모른다, 모른다)’ 

57.6%,  ‘알고 있다(잘 안다, 매우 잘 안다)’ 20%로 나왔다(부록 

C-3).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실무 제작자는 20% 정도인 것이다.

  온라인 인터뷰결과를,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경험 유무에 따라 

인지도 차이가 어떠한지를 표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참여대상자가 응답한 17개 항목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도는 약 

2.4점으로, ‘보통(3)’보다 낮으며 ‘모른다(2)’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

냈다. 

   ‘타 의료기관  비교・비방’, ‘치료 전・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허위ㆍ과장된 표현’,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항목에서는 ‘보통(3)’에 

가까운 인지 정도를 나타내어 다른 항목들보다는 인지도가 높게나

왔다. 또한, 해당 항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험 여부에

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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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경험에 따른 의료법 인지정도

17개 기준항목에 대한 인지여부

인지도21)

(Awareness)

A

22)

B

23)
평균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2.7 2.0 2.4점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1.3 1.5 1.4점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2.3 2.5 2.4점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3.0 2.0 2.6점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2.7 1.5 2.2점

6 유명인사 체험담 2.7 1.5 2.2점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2.3 2.0 2.2점

8 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3.3 3.5 3.4점

9 치료 전․  후․사진의 편법적 활용 3.3 3.5 3.4점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2.7 1.5 2.2점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2.3 2.5 2.4점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3.3 3.5 3.4점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2.0 1.5 1.8점

14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1.3 2.0 1.8점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1.0 1.0 1.0점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3.0 3.5 3.2점

17 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2.3 2.5 2.4점

총계 2.4점

21) 인지도: 1점: 전혀 모른다 ~ 5점: 매우 잘 알고 있다.

22) 그룹A: 의료기관홈페이지 제작경험 있음

23) 그룹B: 의료기관홈페이지 제작경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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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홈페이지 제작자의 경

우 ‘환자유인’,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유명인사 체험담’, ‘시술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환자 체험

담, 치료후기’의 항목에서 제작 경험이 없는 제작자들보다는 다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잘 안다’가 아닌 ‘보

통’ 또는 그 이하인 ‘모른다’ 였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지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의료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공

하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4)’

에 가까운 3.8점의 척도가 나왔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의료법 관련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대답하였다. 

4.3. 소결

  위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란 것을 제작 실무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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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보다 눈에 잘 띄고 선명한 이미지로 각

인되길 원할 수밖에 없다. 제작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콘텐츠

가 어떤 내용이나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

다면, 광고 문구는 언제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를 갖게 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자

극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 소재를 찾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의 기본 내용은 의뢰자인 의료인들이 

작성해서 제작 실무자들에게 주게 되지만, 구체적인 문구나 디자인, 

이미지 콘텐츠 등은 제작 실무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

무자들의 인식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적 요

소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이유를 한 가지 더 확인 한 셈이

다.

  물론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형태가 아닌 몇 명을 대상

으로 한 인터뷰였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편화하기엔 다소 부족

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 현장의 실질적

인 인식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의료법적 규제의 한계와 

문제의 실질적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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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 고찰

 의료광고, 특히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규제는 어떠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

한 나라인 독일, 규제가 더 약한 미국의 경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 제도의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에 참고하고자 한다.

5.1. 의료광고 규제

5.1.1. 우리나라

  1951년 국민의료법(현 의료법의 전신) 제정 당시에는 전문과목 

표방 이외의 광고는 금지되었을 정도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

격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한된 경우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포지티브방

식의 규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관한 일체 의료광고를 금지한 법률) 및 이

에 대한 처벌 규정 동법 제 69조가 위헌 판결24)을 받으면서(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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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2005.10.27, 2003헌가3) 의료법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7년,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

고, 이후 의료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

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가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한 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하지만 심의 대상 매체가 

몇 종류로 한정되어 이를 피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사전 심의를 받

지 않고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되는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상헌 2012, 1).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매체 등의 불법성과 허위성, 과장성 등

으로 인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

라, 결국 2011년 8월 의료법 개정에 이러한 전반적 인터넷 매체들 

역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4) 서울에서 00안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2001. 7. 30경부터 2002. 2. 경까지, 해당 안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외국에서 연수한 약력(경력), 라

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해당 의사는 이를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고 기존 의료법

의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위법조항이 보

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적지 않음은 물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약

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경권 2008, 27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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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광고 규제 내용의 변천>25)

제 ․ 개정일 내용

1951.09.25 -전문과목만 표방 가능, 이외의 광고 전면 금지

1962.03.20
-인쇄물, 방송 또는 대중광고 금지 조항 신설

-의료기관의 표식 관련 사항 보건사회부령 근거 조항 신설

1965.03.23 -진료과목의 표시 허용

1973.02.16 -허위과대광고금지조항 신설

2002.03.30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

광고 금지

2005.10.27

*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관한 

일체 의료광고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동법 제69조 위헌판결 

  (헌법재판소 2003헌가3)

2007.01.03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가능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의료광고 금지 기준 추가

-TV·라디오를 제외한 전 매체에 의료광고 가능

2009.01.30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의 범주를 명시

2011.08.04

-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추가 

(기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인터넷 신

문 // 추가: 교통시설․ 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주

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10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 짙은 글씨 내용이 중요 변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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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의료광고 관련 규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왔고,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 된 범주의 내용26) 외에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방식이다.

5.1.2. 미국  

  미국은  1970년 말까지 미국의사회(AMA)가 자체적으로 의료광

고를 금지했지만,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이러한 광고금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982년 이것이 반경쟁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을 받아내면서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이상헌 

2012, 7).

  현재 미국은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광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으며, 의료광고만을 따로 규제하는 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미국

의사협회(AMA)의 의료윤리규정(Code of Medical Ethics)에서도 허

위내용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면 TV, 

라디오 등 어떤 매체에도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이상헌 

2012, 8).

  미국의 의료광고는 FTC의 소비자보호국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25) 각 제․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의료법> 연혁”부분을 참고하였

다.

26)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범주와 내용은 부록 A-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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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TC는 안전성, 효과 그리고 해당 광고를 하는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자질을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사후심의하고 있는데, 이들

은 주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위주로 광고를 심사

하고 있다. 한편 FTC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병원 의료광고를 

주로 심의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 의료기관의 광고물들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승희 2008, 19).

5.1.3. 독일 

  독일의 의사,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과 ‘의사직업

규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직업규칙에 따라 의사의 광고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법적 규제

  “부정경쟁방지법(UWG)”, “치료광고법(HWG: 치료 분야에 있어서 

광고에 관한 규칙)”, “형법” 등에 의사・의료기관의 광고를 규제하

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치료광고법”에서는 의약품과 치료의 효

과가 확실하게 기대될 수 있는 인상을 주거나 그 의약품을 장기적

으로 사용해도 아무 유해한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광고는 

사람을 현혹하는 광고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사와 의료종사자가 가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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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임신중절을 하는 것 같은 광고행위는 처벌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경권 2008, 289-290).

(2) 의사직업규칙

  독일연방의사회와 각 주 의사회가 정하는 ‘의사직업규칙’은 사실

상 법률과 같은 수준의 구속력이 있고, 단순한 자율규제는 아니며,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법적 근거로서 이용되고 있다(이경권 2008, 

290-291).  의사직업규칙 제27조에서는, ‘의사직업규칙은 의사직업

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

사에게 직업을 위반하는 광고 (특히 권고하고, 오도하고 비교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27). 

  이에 의하면 의사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

으로 ① 다른 의사에게 정보 제공, ② 간판의 설치, ③ 신문 등에의 

공시, ④ 처방전 등에의 표기, ⑤ 진료소 내의 환자에게 정보제공, 

⑥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상에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

다(이경권 2008, 291). 

27) 이경권 (2008, 290) 논문 각주39의 내용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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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

5.2.1.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법 개정 이후, TV․ 라디오를 제외한 전 

매체에 의료광고가 가능해지게 된다. 대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인터넷 신문이 그 대상이다. 

  이후 인터넷매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2011년 

개정(2012년 8월 5일 시행) 된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

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사전심의대상 매체 외에, 교통시설․ 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

디오,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 사전 

심의대상에 추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국민에게 바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

해 인터넷 등 의료광고가 다수 게재되는 매체를 사전심의대상에 포

함,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

다. 이번 개정으로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 대부분이 사전심의 대상이 된 것이

다.  “인터넷 방송이나 포털 사이트는 매체가 정형화 돼 있어 사전 

심의에 무리가 없으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수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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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 매체를 심의하는 

데 무리(코리아헬스로그 2012, 4월 23일)”가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

지, 블로그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 전/ 후의 심의 대상 매체를 정리해보면 표 3

과 같다.

표 3. 의료법 개정 전/ 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개정 전28) 2011.08.04. 개정 후29)

신문, 잡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

이트

*짙은 글씨 내용이 개정 후 추가 된 내용

28) 2009년 개정 의료법 [시행 2009.5.1] [법률 제9386호, 2009.1.30, 일부개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내용 요약

29) 2011년 개정 의료법[시행 2012.8.5] [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 제57조

(광고의 심의)의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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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는 의료법의 구속력이 적용되기는 하지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열린

마당FAQ 2012, 12.), 2011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매체특성상 정보의 양을 방대하게 실을 

수 있고 수시 수정과 삭제가 용이하다는 점, 또한 시대적 특성상 인

터넷을 이용한 정보 이용과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홈페이지 이용 의

료소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료기관의 홈

페이지는 의료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중요 매체인 것에 비해 의

료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광고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증하듯,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내용들에는 허위∙과장된 내용, 유인

성의 내용, 선정적 내용들이 넘쳐나며 시술들에 대한 부작용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5.2.2. 미국  

  미국 의료광고는 광고매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이경권 2008, 292). 또한 

기본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제제를 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의료광고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단, 미국의 인터넷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의료광고와는 다른 문제

가 발생하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CPC(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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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lick) 방식의 광고는 사람들이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배너

(banner)를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마다 의

료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소개하거나 소

개받은데 대해 어떠한 비용도 내거나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

며, 이를 어길 경우 회원 자격 박탈 등 협회 내 자체적인 처벌 외에

도 소개비를 금지하는 연방 및 주의 반부당수수료법(anti-kickback 

laws)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인터넷 의료광고

는 환자가 받고 싶은 치료를 인터넷 의료광고 사이트에 올리면 의

료기관들이 거기에 맞는 시술 방법이나 비용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

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을 피하

기 위해 환자만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기관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상헌 2012, 8).

5.2.3. 독일 

 의사직업규칙 D보칙 6호(컴퓨터정보 인터넷상의 공개가능한 의사

정보)의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광고가 가능하며, 의사는 일반시

민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34가지 정보를 게재

할 수 있다고 한다(이경권 2008,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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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인터넷 의료광고에 게재가 가능한 34가지 정보>

(1) 의사의 이름 

(2) 진료소의 주소, 전화/FAX (e-mail과 홈페이지주소를 포함) 

(3) 의사가 있는 취지와 간판에 게재 가능한 의사칭호 (전문의, 중점학력, 

추가칭호) 

(4) 진료시간

(5) 의사관련의 학위(예: 박사호) 

(6) 의사로서의 직함(예: 진료부장) 

(7) 의사관련 이외의 학위(학부명을 표기) 

(8) 공동진료소 등의 명칭과 의사명

(9) 자택의 주소, 전화/FAX번호

(10) 보험의의 인가를 받는 취지

(11) 일차진료를 행하는 의사가 있는 취지

(12) 병원 내에서 개업하는 의사가 있는 취지, 경우에 따른 병원명

(13) 당일 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취지

(14) ‘교수’가 있는 취지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을 보충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15) 의사의 특별한 진찰과 처치가 입수 가능한 취지

(16) 해당 의사의 전문영역에 한하여 특별한 진찰과 진료의 방법

(17) 졸업 후 연수취득의 상황 

(18) 전문 과목

(19) 의사회에서 인정된 자격 

(20) 진료소개설자의 생년

(21) 개업면허를 취득한 연월일

(22) 개업일

(23) 특별 진료시간

(24) 외국어의 어학정도

(25) 종교

(26) 장애자를 위한 특별한 설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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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료 시간 이외의 연락방법

(28) 진료소의 공공교통기관에 따른 접근

(29) 주차장의 유무

(30) 진료소 스태프의 사진

(31) 진료소의 로고

(32) 어떤 진료소조합에의 가입유무

(33) 자조그룹에의 협력의 유무

(34) 개업상의 휴가와 대리진찰 등의 통고

5.3. 소결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규

제 입장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정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제의 정도는 “독일> 우리

나라> 미국”의 순으로 엄격하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1

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료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2005

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내용상 의료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또한 파급력이 큰 일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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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가
의료광고에 대한 

기본 입장

인터넷 광고에 대한

허용사항 / 제한사항

우리

나라

․ 일부 광고 불가내용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면적 허용

․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의 범

주를 명시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인터넷 광고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

미국

․ 거의 전면적 허용(의료광고를 

일반 광고와 마찬가지로 취급. 

매체에 대한 제한도 없음)

․ 허위광고, 기만 광고 등 공공

성을 해치는 경우만 제한

․ 사후 심의제 시행

․ 인터넷 광고도 별다른 규제 

  없음

(단, 환자가 받고 싶은 치료를 

인터넷 의료광고 사이트에 올리

면 의료기관들이 거기에 맞는 

시술 방법, 비용 등을 경쟁적으

로 제시하는 역경매 방식)

독일

․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다른 의사에게 정보 제공, 간

판 설치, 신문 등에의 공시, 처

방전 등에의 표기, 진료소 내의 

환자에게 정보제공,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상에 정보공개의 

경우)

․  인터넷상의 광고 가능. 

․ 홈페이지에 34개의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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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여러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의료기관간의 상호 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나, 독일 등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허위, 과장광고, 선정적광고 등 위해한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

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해 기존 의료법상의 규제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이로 인

해 의료법이 대폭 수정 된 만큼, 독일 등과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

한 독일 등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위해한 광고환경에 노출되는 

의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여과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수 있는 

34개 항목은, 실제 의료소비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항목으로, 이를 

참조하여 광고의 ‘권장콘텐츠’와 같은 형태로 활용해도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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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관리방안

  2011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병원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제외

한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가 심의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에 비하

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나 인터넷 신문은 심의를 거치게 되더라도, 이를 통해 접속한 병의

원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이 아니기에 허위・과장광고 등이 성행하기 

쉽다. 복지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

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

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헬스로그 2012, 4월 23일).

  앞서 언급한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고서에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관련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3). 현실적

으로 사전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

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규제의 필요성에는 시민단체와 관계당국이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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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정비 

  비급여 항목의 가격고시․ 가격할인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의료법, 

대법원 판례와 심의기준의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급여항목의 가격고시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따로 표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30)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비급여 항목

의 가격 명시는 환자유인으로 보지 않으며, 통상 의료법에서 금지하

는 환자유인행위는 급여에 한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시할 수 없

다고 규정31)하고 있으며, 광고에 시술 비용을 표시할 경우 이를 환

자유인행위로 간주하여 사전심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중앙일

보헬스미디어 2012, 7월 12일). 

30)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

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3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2012) 

  7. 비교광고․ 비방광고  (3)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

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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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항목 치료에 대한 할인광고를 놓고도 해석이 갈리고 있

는데, 대법원판례32)에서 피부과시술과 임플란트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인 광고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금액과 관련한 광고는 비교 광고가 되

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

전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가격할인 등을 광고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 

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때문에 비급여 항목 치료

의 비용 할인광고 역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중앙일보헬스미디어 2012, 7월 12일).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법에서의 규정과 행정해석, 대법원

해석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광고주들이 광고 시 가장 처음으로 거

쳐야 하는 관문인 심의위원회의 해석만이 그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적 해석으로 보아 비급여 항목의 

가격 명시나 할인은 허용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명시, 

할인이 적절하지 못하고 의료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해

석이라면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2) 각주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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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 명시를 

환자유인으로 보지 않음

대법원 판례
비급여 항목 할인 광고가 

환자유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비급여 항목의 가격할인은 “환자유인”, 

  금액 관련 광고는 “비교광고”로 규정 

→ 심의 통과시키지 않음 

그림 6.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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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과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

회가 만들어졌는데, 심의위 입장에서는 의료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을 고려하므로 가격을 명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진 않는다”고 답했다(중앙일보헬스미디

어 2012, 7월 12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 명시는 환자유인으로 보

지 않으며, 통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는 급여에 한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현재 사전심의대상이 아니기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고지

나 가격할인 이벤트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할 수 있다. 이를 심의위

원회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환자유인, 비교광고에 해당하므로 행정고

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고지, 가격할인은 의료

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사항이 아니기에 시정이나 행정처

분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이 아니기에 이러한 가격고지, 가격할인 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

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다른 의료광고는 비급여 항목이라 

할지라도 가격고지나 가격할인 광고는 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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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엇갈리고 상충되는 기준의 통일과 정비가 우선적

으로 필요해 보인다.

6.2.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5년 헌

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판결문 [결정요지]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

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

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그

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

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

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10.27.).”

  이 판결문의 내용이 의료광고에 기대하는 사회와 소비자의 입장

을 대변하는 것이라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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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권장 콘텐츠 마련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

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현재 의료법이 법령과 사전심의를 통해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범주를 표시하고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

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따르도록 강제

하는 것은 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의 형태인 

“권장 콘텐츠” 로서 제시되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권장 콘텐츠”는 앞서 살펴본 독일의 인터넷 의료광고에 게재가 

가능한 34가지 정보,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참고

하여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안하는 방식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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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위반사례집 정리

  각 관련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위반 사례를 총괄한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료법과 심의기준에서 제시하는 큰 항목들과 몇몇 예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콘텐츠가 의료법에 위배되는 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

이다. 

   광고에서의 환자 치료후기 활용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의 ①항 2호33)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5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

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34)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규

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게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

니라 로그인 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이는 

33)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

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

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4)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5는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 5.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1)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2)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  

   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불허한다.

       (저명인사: 연예인이 내워하여 직접 치료받은 경우 시술 전․ 후 사진도 가능함. 

       단, 시술외 부위 및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요함)

   (3) 광고 내용 중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치료경험담으로 간주한다.

   (4) 환자, 의료인의 직접 경험담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  

     험(증상 등)인 것처럼 기술한 내용은 불허한다.

   (5) 시, 수술 전․ 후 사진에서 “중년남성, 20대 중반여성” 등의 표현은 환자경험담으로   

   비춰질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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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이나 심의기준 등만을 참고해서는 실질적 규제내용

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의료법에서의 규정에 관련된 구체

적 지침이나 위반 사례들을 총괄하여, 이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에 “권장 콘텐츠”와 해당 “의료법”, “심

의기준”, “위반사례집” 등이 포함된다면, 홈페이지 제작 실무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의료광고 관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

다는 부분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용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

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6.3. 의료기관 홈페이지 URL의 등록 의무화

  현재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관리하는 주요 

관련당국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운영 홈페이지35)를 보면, 이 중 “공공보건

3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최하단부를 보면, 사업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홈페이지는 현재 22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

복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하늘” 장사종합정보, 보건복지부 어린이, 통계포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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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36)홈페이지가 있다. “공공보건포털”은 보건서비스와 관련 된 

정보 제공 홈페이지이다. “공공보건포털”의 [클릭 우리동네 보건소]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공공보건기관이란? / 보건기관 찾기 / 우리

동네 보건소식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항목에 추가되는 항목을 마련하여 각 시, 

군, 구의 읍/ 면/ 동 단위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을 등록하도

록 규정한다면37),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URL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한 곳에 등록

이 된다면,

  첫째,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감독과 

단속이 용이해 질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일제 점검이나 감독

을 위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등록 돼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검의 

편이성은, 의료기관 스스로도 홈페이지에 위법한 사항을 광고하는 

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료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공공보건포털, 보건산업통계홈

페이지, 국가건강정보포털,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인․ 허가민원, 식품나라, 장애인 사회

활동지원, 아이사랑 보육포털, 복지로, 마음 더하기 정책포털, 나눔문화, 세종특별자치시)

가 나와 있으며,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는 이 중 보건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

이다.

36) 공공보건포털 http://g-health.kr/portal/index.do
37)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하기보다 현재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을

까 하는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 시, 군, 구별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을 등록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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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자제하는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에게도 정보제공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읍/ 면/ 동 별로 의료기관의 이름이 모

두 등재되도록 하고, 그 옆에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코너가 구성된다면, 의료소비자들이 읍

/ 면/ 동 별로 어떤 의료기관들이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볼 수도 있기에게 정보제공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홈페이지 중 하나인, “국가건강정보포

털”38)의 요양기관 검색기능과 같은 검색기능을 도입해도 좋을 것이

다. “공공보건포털”의 [클릭우리동네보건소]-[보건기관 찾기] 메뉴

에서는, 시, 군, 구 별 보건소만 검색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URL 등

록 메뉴를 만든다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병・의원 찾기] 메뉴와 

같이, 일반 의료기관 검색도 가능한 기능을 만들면 좋을 듯하다(그

림7). 이러한 기능이 잘 활성화 된다면, 의료기관에게도 이러한 

URL 등록이 단순 감시의 기능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통로라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8)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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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보건기관 찾기 기능 ]

[“국가건강정보포털” 병・의원 찾기 기능 ]

그림 7. 의료기관 검색기능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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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홈페이지 URL을 등록하는 부분에, 위에서 제안한 “홈페이

지 권장 콘텐츠”와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등을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한다면, 시민들 역시 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

관의 홈페이지 정보가 허위, 과장성이 있는 건 아닌 지 검색 해 볼 

수도 있고, 위반 사항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옴부즈맨 활동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 론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홈페

이지를 정보획득의 통로로 이용하는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적은 비용으로 방대한 콘텐츠를 실을 수 있고 또한 수

시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

가에 발맞춰 점점 중요한 광고수단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

다.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의 방대함과 수정 용이성은 사전 심의를 

불가능하게, 그리고 심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이다. 인

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2011년 의

료법 개정에 인터넷 매체들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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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홈페이

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료계의 경쟁 심화와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들이 맞물

림으로서, 더군다나 사전 심의도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기관

의 홈페이지에는 허위․과장광고, 유인성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는 피부미용시술 관련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사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내용은 방대하게 실을 수 

있으므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내

용과 사진,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피부미용시술이나 성형 관련 허위과장광고와 선정적 광고, 시

술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가 누락된 광고, 유인성 있는 이벤트를 통

한 유혹적 광고 등은,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기 쉽고, 시술에 대

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다. 위에서

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도, 피부미용시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소비자 유인과 현혹 정도가 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

넷 홈페이지의 특성(방대한 콘텐츠 양, 수정의 용이성)을 고려한 의

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개발자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실무자들이 이러한 홈페이지 콘텐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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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적용 하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

인했다. 이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들이 위법적이고 소비자들에

게 유해한 의료정보 형태로 가기 쉬운 현실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의료법 규제 체제를 비교해보면, 미국, 

우리나라, 독일의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미국은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와 일반 광고에 차이를 두지 않고 사

후 심의를 통해 공공성을 해치는 광고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

일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제한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의료광고를 허

용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에의 광고 제한과 사전 심의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합리

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안점 몇 가지

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의료광고 관련 법 규정과 심의 규정의 불일치 등, 관련 규정의 정

비가 우선 필요하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행정당국, 법원, 

의료광고 심의규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일선에서의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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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유용한 콘텐츠, 의료광고와 관련 된 의료법, 

의료광고의 심의기준 그리고 의료법이나 심의기준을 위반한 의료광

고의 예시 사례집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

인’ 과 같은, 관련 내용의 총괄적 정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URL 등

록을 의무화하고 이곳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함

께 싣는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위반 점검이 용이해 질 뿐 아니

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효과, 의료 소비자의 옴부즈맨활동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

반이 보다 적절히 규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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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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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관계 법규

A-1.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내용 정리

  

  현 의료법39), 의료법시행령40), 의료법시행규칙41) 상에 명시 된, 허용되

지 않는 광고에 관련 된 항목만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인․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39) 의료법[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40)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3753호, 2012.4.27, 일부개정] 

41)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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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에 의료광고

(2)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

․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

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

  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

  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

  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

  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

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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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종합병원 등)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

  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의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사용 불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병의원 25개과, 수련치과병원 

  10개과, 한방병의원 8개과이다. 

  1) 종합병원：병의원 25개과 + 치과10개과 진료과목 표시가능

  2) 병의원：25개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

  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

  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

  경의학과, 응급의학과

  3) 수련치과병원 : 10개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

  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의원 : 8개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

  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5) 요양병원 :병의원 25개과 + 한방병의원 8개과 진료과목 표시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

  의 1 이내로 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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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7조 3항)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

선․ 유인하는 행위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의료법 56조 1항)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심의기준1) 의료광고의 주체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의료법 56조 2항 1호, 의료법시행령 23조 1항 1호) 평가를 받지 아니

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심의기준3)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의료법 56조 2항 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가 있는 내용

▷ (심의기준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  (심의기준5)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6. 유명인사 체험담

A-2. 의료법-심의기준-본 논문 기준항목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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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 2항 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가 있는 내용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2호)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

▷(심의기준6) 경력 관련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사용, 의료 무관 경력, 전현직 판단 

불가능한 경력, 의료봉사 내용, 객관적 근거자료 없는 수술건수․  환자건

수 등)

(의료법 56조 2항 3호, 의료법 시행령 23조 3항)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의료법 56조 2항 4호)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

는 내용

▷(심의기준7) 비교광고․ 비방광고 

→#8. 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의료법 56조 2항 5호,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5호) 수술 장면 등 직

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

▷(심의기준8) 환부의 치료 전․ 후 비교 사진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의료법 56조 2항 6호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 

▷(심의기준9) 부작용 관련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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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 2항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심의기준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11. 객관적 검증 힘든 내용

√ (의료법 56조 2항 8호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기준12)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홈페이지 관련사항 아니어서 제외

√ (의료법 56조 2항 10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심의기준14)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홈페이지 관련사항 아니어서 제외

(의료법 56조 3항)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심의기준13) 허위ㆍ과장 광고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2호) 환자의 치료경험담

▷(심의기준5)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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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40조 1항)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을 종류 명칭과 혼동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고유 명칭으로 

사용 

▷(심의기준2)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14. 의료기관명 표기사항 위반

(의료법 시행규칙 41조) 법에서 지정한 병의원 25개과, 수련치과병원 

10개과, 

한방병의원 8개과 이외의 진료과목 표시 

▷(심의기준 10) 진료과목 표시 관련 

▷(심의기준 16) 의학․ 한의학 협진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지 않음 

√ ▷(심의기준7) 비교광고 비방광고

→ 본 논문은 비급여항목의 가격표시 관련내용은 사례에서 제외42)

▷(심의기준15) 선정적 광고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 심의기준17) 기타: 특정 광고 내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글씨크기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 

→#17. 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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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17개 기준항목 별 의료법, 심의기준 위반 예시

  아래에서는 의료법과 심의 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시, 심의위원회 FAQ에

서 제시한 예시(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열린마당 FAQ 2009, 10), 경실련 보

고서의 예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11-22) 관련 기사(코리아헬스로

그  2012. 9월 12일, 메디파나뉴스 2012, 2월 24일), 블로그와 카페에 올

라 온 전문가 칼럼(장보혜 2011, 네이버블로그포스트 2011) 등에서 제시

한 예시 항목들 중 “피부미용시술 관련 예시”만을, 본 논문의 17개 기준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의료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되는 피부미용시술 관련 예시>

#1. 환자유인 (경품행사 및 이벤트)

-병원에 오는 주요 환자들에게 병원이 직접 상품권 발행은 불법

-소셜커머스와 같은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공동구매 통한 할

  인은 불법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가능

  (예: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

  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 할인’ -대상과 기간을 명시했으므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 치료해 드립니다’ 

-‘치료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마일리지 적립’

-‘종아리 제모 시 겨드랑이나 코 밑 제모 5회를 서비스로!’ 

-‘수험생과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바비 눈 코 성형을 진행하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눈가 or 미간 보톡스(30만원 상당) 무료 시술’

-‘백지영 싸인 CD 증정 이벤트’

42)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광고심의위원회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다. 의료법 시

행규칙42조의2. 3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따로 표시

하여야 한다 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7. 비교광고 비방광고 항목의 (3)] 

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적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리는 기준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급여항목의 가격표시 관련 내용은 위반사례에서 제외하였다. 

(그림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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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000를 통해 00000치과를 방문해 주신 분 들 중 치료후기를 남

  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플러스혜택을 드립니다’

-‘영상보고 아이 건강 챙기고 푸짐한 행운의 경품까지!’

-‘event1. 라식수술 검사만 해도! 보습화장품(고운세상피부과미스트)을 드

  립니다 

  event2. 이벤트기간 내 라식수술 받으면! ‘아이메이크업’ 강의 무료 초대’

-‘00성형외과만의 특별한 고객감동/ 파격적인 시술비용과 수준 높은 의료

  기술로 고객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겠습니다’

-‘1. 무통 라식, 라섹 160만원->90만원 2.개인맞춤 라식, 라섹 180만원  

  → 130만원 3.블루 라식, 라섹 200만원 →160만원’ 

-‘피부가 고와야 여자! 30% 할인’

-‘00성형외과에서 수험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event1. 열심히 

  공부한 당신!? 이제는 예뻐지자! 시크릿 눈성형+다이아몬드 레이저 

  = 190만원→ 90만원 event2. 수험생보다 더 고생하신 어머니! 당신 또

  한 주인공입니다. 시크릿 복합눈성형+루비레이저=210만원→120만원’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명칭을 광고에 표현할 수 있음(단, 

  네트워크 명칭을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허)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 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한다.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광고해야 한다.

-네트워크 명칭에 진료과목 표기 불허.(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특정과만 집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진료과목ㆍ진료내용만 진

  료하는 것은 아님)

  ex) OO네트워크 → 가능 / OO피부과 네트워크 → 불허

-네트워크 명칭에 특정 의료인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단, 망자는 제외)  

  ∵ 특정인물의 이름을 네크워크 명칭에 사용할 경우 특정인물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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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소속 전 의료기관에 상주 및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ㆍ수술 실적 광고 시 해당 병원만 사용 가능하고 네트워크 소속 다른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

-네트워크병원에서 ‘본점’, ‘분점’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역명 

  표현은 가능.

  (예:OO 네트워크 서울점, 부산점 등)

-네트워크 광고에서 “대표원장”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은 광고할 수 없다.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

  를 사용하여 술기․ 시술명을 표시할 수 없다. (예: ‘골드 해피 리프트’에

  서 ‘골드 해피’라는 시술명 불인정함)

-‘암치료를 위한 세포은행 업무개시’ 관련 광고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허.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 광고는 동 시술이 인정되지 않는 시술이

  므로 불허.

-PRP(자가혈피부재생술)는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불허.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해선 안된다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

  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에 대한 광고 시에만 '반영구적', '거의 없다'라는 

  표현 가능. (예: 확대 효과가 반영구적이다(×))

-‘해방’이란 문구에서 “해방”은 완치의 의미가 있으므로 “치료”로 수정.

-치료효과 보장 성격의 단정적인 문구 및 과대표현

  ; ‘시술 1시간 후 효과가 즉시 나타남’, ‘부작용이 전혀 없고’,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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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로 10년이 젊어짐‘ 등

-‘라식 및 기타 시․ 수술 후 평생A/S를 지원’한다는 표현은 지속적인 

  관리로 수정.

-‘완전치료 보장’

-‘부작용 없는 완벽한 수술을 위한...’

-‘평생보장제도 실시’

-‘확실한 해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비교’

-‘새로운 정상’

-‘1회의 치료만으로 영구적 해결’

-‘단 1회 시술로 영구적인 만족효과’

-‘체내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10분이내 효과’

-‘부작용 없음’

-‘절대 안전’

-‘생존률 0%인 말기암 환자 완치사례’

-‘(근거없이)~효과가 입중되고 있다’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부피기준 3.5배까지 확대’

-‘90% 이상 복원율, 95% 이상 만족도’

-‘놀라운 치료효과’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우수의료기

  관’,‘000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등의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단, 의료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예. 유니세프 등)나 정부로부터 인정받거

  나 지정받은 내용은 근거에 준하여 객관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인정 예: 유니세프 지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단, 지정기간 적시)

  이 경우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 발표내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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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정 예: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결과 5개 항목에서 우수기

  관 지정

  > 불인정 예: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

-의료와 관계없는 인증마크 등이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인증으

  로 오인될 수 있을 경우 사용을 불허한다(예: ISO 서비스인증 등)-‘ISO 

  인증’은 의료기술에 대한 인증이 아니므로 표시 불가

-공인학회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한 "우수의료기관(시설) 인증" 등의 표기

  는 정부위탁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특정기업(회사)과 협약체결 광고는 불허(단, 의료관련기관 및 병원 간 협

  약체결은 可) 예) 경남소방본부 지정병원 협약체결 → 불허/  롯데자이

  언츠 프로야구단 지정병원 협약체결 → 불허

-지식경제부의 경영혁신표창은 의료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불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련 내용 및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관

  련 사진”등의 표기는 국내 의료소비자에게 광고주체 의료기관이 타의료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오인․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범위, 평가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 요망.(관련 근거자료 반드시 첨부)

-‘대표 스타 100인이 선정한 대한민국 best brand 안과 1위 ’

-‘엠파스 지식검색 선정병원’

-‘네이버 지식인 위촉 상담의’

-‘머니투대이 브랜드 대상 노인전문 임플란트치과 “0플란트 치과그룹”’

-‘스포츠월드가 선정한 이 시대의 명의’

#6. 유명인사 체험담

-치료후기는, 병원 방문 명사 소개 글은  로그인 이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불허한다

-연예인이 내원하여 직접 치료받은 경우 시술 전․ 후 사진도 가능함. 단, 

  시술외 부위 및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요함.

-‘스타주이어쇼 붕어빵의 마스코트! 000가족이 W안과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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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000님의 골드리프팅 주름및 피부관리’

-‘스타 체험기 스타들을 믿고 선택한 00안과’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사용, 의료 무관 경력, 전현직 판단 불가능

한 경력, 의료봉사 내용, 객관적 근거자료 없는 수술건수․  환자건수 등)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다.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의료와 무관한 학력기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를 불허한다. (예: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회의 이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의, 지역 홍보대사 등).

-전직․ 현직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 현직을 판단할 수 없는 경력은 

  불허

-수상경력은 국가, 정부기관, 공인학회에서 받은 것만 인정.

-약력 중 학회원 표기는 국내외 공히 해당국가 의사회 또는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 한함

-의료인의 경력사항 표기 중 ‘TPI이수’, ‘OOO이수’ 등 이수는 6개월 이상

  의 경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고상 표현 불가.

-의료인의 경력 표기 시 “의료봉사”에 대한 내용 기재는 불허

-시술 및 수술 내원 환자 수 기재 시 제3의 공인기관(ex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 시 허용.

  (광고주체 의료기관의 자체적 자료는 불허) (예: ‘A병원 유방암 수술 

  3000건’(×)

-수술건수 광고 시 ‘기간’적시 (어느 기간 동안 몇 건 시술인지)

-정확한 시뮬레이션 진단 시스템과 4천명의 임상최다경험 축적(×)

#8. 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 직역 간 비교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의학․ 한의학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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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비교의 예> 

  (예1)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예2) 이 분야에 대해 한방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예3)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했다.             

  (예4)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직역의 시술

  방법 등이 우수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 특정의료인․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진료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전문의에

  게 진료 받을 시 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명백한 비

  방광고로 본다..

-“수술 없이”, ‘약물 없이’등 ‘OO없이’의 표현은 시ᆞ수술방법에 대한 비교적 

  표현으로 불허한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수술없이 다스린다(×)

-입체적인 얼굴을 위한 시간 단 5분! 수술없이 가뿐한 쁘띠성형 (×)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하루에 무리하게 많은 수

  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검사가 힘들 수 있으

  며 검사 개수는 많아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많은 수술로 인

  한 피로감으로 의사의 판단력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의사에게나 

  하루에 할 수 있는 적정 수술 개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수술을 하

  면 병원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받은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겨 줄 수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수술하

  지 않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저통증, 저출혈, 염증완화 효과’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수술 전ㆍ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

  우 과장ㆍ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키로 함.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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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

  하여 광고하는 것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나 환부 사진은 심의위원

  회에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환부 사진을 싣는 경우 

  마치 그 의료기관의 치료 사례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 광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

  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네트워크 계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또한 네트워크 광고 내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사진 게재 시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을 명시

  하여야 한다.

-치료 후의 사진 기간은 3개월 이상만 허용하되, 그 치료방법으로 인한 교

  과서적인 치료기간과 상당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치료 기간

  을 기재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특별히 잘 된 한 건의 사례로 환

  자 유인의 소지가 있음)

-전․ 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이므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

  정한다.

-질환의 예시로 표기된 사진도 내원 환자인 경우 환자동의서 첨부

-전후사진의 치료기간 누락

-동일한 조건에서의 촬영 위반; 포토샵 이용, 메이크업효과, 전문 사진기

  술 등의 사용으로 시술 효과를 과대포장

-환자 동의서 누락

-시술효과 포장 우려; 특별히 잘 된 소수의 시술 전후 사진만을 게재해 

  대다수의 경우 시술이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음.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수술 전ㆍ후 사진’은 시ㆍ수술명에 대한 정보제공이 누락되어 환자 현혹, 

  오인의 소지가 강하므로 해당 시ㆍ수술명 및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적시토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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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

  도록 한다.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한다.

-참고; 한의협에서는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만 사용하게 하고 있음.

-사회성을 획득한 일반명 표기 시 사안별 가능여부를 판단키로 하되, 광고

  주체 의료기관의 독자적 정의는 불허.

 (예시) “하트라인, 에그라인”등의 용어 표기 시 서술적 표현(달걀모양의 

  얼굴형 등)은 가능하나 광고주체 의료기관의 독자적 정의(세련되고 아름

  다운 얼굴라인을 만들어 주는 키워드 등)는 불허.

-“콜라겐을 자극하여 꺼진 피부를 채운다.” 또는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

  를 채워 피부탄력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은 불허.(“000을 이용하여 콜라

  겐을 자극한다.” 가능)

-“의사가 보톡스를 맞는다.”는 내용은 의사가 해당 시술 및 의약품을 추천

  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불허.

-심부․ 심층피부재생술은 불허하되, 이를 심부․ 심층박피술로 수정.(단, 이 

  경우 심장독성이 있을 수 있다 및 심장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 반드시 표기)

-'헬륨레이저'라는 일반명칭 사용은 광치료에 대해 가능.

-피부과 광고 중 ‘안색정화’는 불허.

-‘튼살’은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튼살제거’라는 표현은 ‘튼살치료’로 

  표기.

-피부과 광고 중 ‘자외선B 치료법’,‘단파장자외선B 치료법’은 표기 가능.

-‘레티스토닝’은 ‘레이저 토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신조어이므

  로 불허.(무분별한 신조어 남용방지)

-‘레이저 미세절제술’은 ‘레이저요법’,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로 수정.

-마이크로심부피부재생술 및 심부피부재생술은 불허.

-여드름 스케일링은 스킨 스케일링 또는 여드름 치료로 수정.

-“웨딩관리”는 피부미용사의 영역과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용어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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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병동’은 불허.(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별한 병동, 병원 등의 오인의 

  소지)

-의원급의 협진관련 내용은 불허하되 진료연계, 자문의뢰 등의 표현은 

  가능.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한다,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등에서의 근본

  적이란 표현은 불허.

-난치성질환이란 표현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표현 

  가능.(단, 완화된표현인 만성질환이란 표현은 可)

-“휜다리교정”, “척추교정”, “평발치료” 등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 해당단어에 “교정 및 치료”문구 삭제.

-다른병원과는 다른 000만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약의 장기복용, 음식보다 안전합니다(×)

-60년 전통의 내성 없는 한방 코질환 전문 스프레이(×)

-국내 최초 코질환전문 한방 건강기능식품(×)

-시술 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하이테크' → 첨단으로 변경 요망.

-'패키지 치료'는 '복합치료'로 표현.

-‘마취사고’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동 

  내용을 연관시킨 광고는 불허.

-‘알러지’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알레르기’로 사용 

  권고.

-‘삭피레이저’는 ‘박피레이저’로 수정 요청키로 함.

-팝업테라피, DCS치료, DDS치료는 근거 요청.

-혈액순화요법은 불허.

-수술 성공률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표기는 불허.

-극세내시경 표현은 불허.(가는내시경으로 수정요청)

-비수술적으로 귀두전체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조루증이 치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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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최대화, 최소화 등 ’최상급’ 표현 및 ‘극대화’ 표현은 불가능.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고’, ‘최신’, ‘A+’, ‘전문’, ‘특화’, '특성화', ‘명

  품’, ‘선구자’, ‘획기적’ 등의 문구는 삭제.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

-‘하루 만에 검진에서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 치료 후 회복․ 처

  치기간이 필요하므로, 치료 후 기간을 적시토록 하거나 ‘치료’를 ‘시술’ 

  또는 ‘수술’로 수정. (단,‘환자ㆍ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병

  기 표기 시 허용)

-‘쌍커플수술 120만원, 앞트임 가능’-앞트임에 별도의 추가요금을 받으

  면서 이런 내용 설명하지 않는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

-‘간단한 필러로 젊어진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정확하다’

-‘매직코성형 보형물NO 생착률UP 콧대에서 코끝까지OK 일상생활 바로

  가능’

-‘최소절개 최소통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드름 6주만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3~4개월씩 걸렸던 여드름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0000한의원만의 치료법’

-‘One Day, 하루면 충분합니다’

-‘20분 이내 간단한 시술’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이건 기적’ 침 하나로 세 명의 인생이 달라졌다’

-‘다른 치료 듣지 않는 성기능장애 수술로 고친다’

-‘최첨단 치료법’

-‘최신의 장비와 노하우’

-‘최첨단, 최신기종의 레이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기구’

-‘검증된 앞선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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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엘리트 의료진’

-‘국내최초...’

-‘최고진료 및 시술제공’

-‘다양한 임상경험과 독창적인 노하우’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존 요법보다 5배 안팎의 생명력 강화’

-‘다른 방법에 비해 치료 결과가 좋고, 기간이 짧으며, 부작용도 적어’

-‘어떤 수술법보다 뛰어나다’

-‘유일한 치료방법’

-‘최신 기능’

-‘최첨단 조직공학’

-‘다른 시술법에 비해 엄청난 효과’

-‘다른 시술법에 비해 최고로 안전한’

-‘세계가 인정하는 획기적인’

-‘최고급 시설’

-‘무통, 통증 없는’

-‘맞춤치료’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치료후기는, 병원 방문 명사 소개 글은  로그인 이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환자치료경험담은 아니나, 가상의 인물을 마치 실존 인물처럼 기술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오인 및 현혹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불허.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시, 수술 전ᆞ후 사진에서 “중년남성, 20대 중반여성”등의 표현은 환자경험

  담으로 비춰질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시, 수술 전ᆞ후 사진에서 “중년남성, 20대 중반여성”등의 표현은 환자경험

  담으로 비춰질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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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

  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43)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

  시할 수 있다. (지정받은 전문병원 외에는 ‘00전문’이란 표현 사용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종합병원에

  서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매직', '명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 

  사용 가능하나 해당 단어를 독자적으로 사용은 불가 

  (예: 매직의원 – 여러분에게 매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 뒤에 ‘클리닉’ 표기 불가. 단, 질병, 신체부위, 등 의료와 관련된 

  용어 뒤에서만 표기할 수 있다.(예: ‘안티에이징클리닉’ 표기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에 ‘센터’ 사용 불허. 단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건강검

  진센터’와 ‘고객만족센터’에서 센터 표현은 가능.

-개설허가증 상의 의료기관명과 다른 경우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 병행표기 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의료기관 부속 연구소 등 부속기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여 실적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관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과’ 표시는 의료법령상 인정된 것에 한하고(전문과목, 

  진료과목)나머지는 진료내용으로 표시함.

-의료광고에서 표기 불가능한 세부 전문의 제도를 대신한 ‘전공’이란 용어

43) <전문병원 지정 분야 >

지정분야 의 과 (18) 한 방 (3)

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척추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형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한방부인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보건의료제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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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용 불가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비춰지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예: 피부과전문의 광고내용

-의료광고에서 표기 불가능한 세부 전문의 제도를 대신한 ‘전공’이란 

  용어도 사용 불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라는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예: 소아정신과 전

  문의(X), , 미국수면 전문의(X), 내시경 전문의(X), 수부외과 전문의(X), 

  순환기내과 전문의(X)/ 정신과 전문의(O), 내과 전문의(O), 외과 전문의

  (O), 산부인과 전문의(O))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비춰지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예) 피부과전문의 광고내용 : “피부․ 성형외과 30년 경력의 축적된 노하

  우로 친절하게 진료 합니다” → 불허(단, 성형외과를 성형수술 또는 성

  형으로 표기할 경우 허용)

-의학 및 한의학 복수면허를 소지했더라도, 광고상 '의학 한의학 협진'이라

  는 문구 사용 불가.(단, '의학 한의학 동시진료'는 표기 가능)

-‘반영구 시술로 유명한 전문병원’

-‘00전문클리닉’

-‘남성전문, 여성전문’

-‘최고의 전문가’

-‘암전문, 전립선전문’

-‘코질환 전문’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헤드라인 부분에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문구는 불가.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ㆍ선정적 광고(예: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이

  미지 등)는 불허.

-이미지라 하더라도 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델이미지를 사용한 광

  고는 진료내용(비교기과, 산부인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적 광고로 비춰지

  는 경우 불허.

-의료광고 정서상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 ‘섹스’, ‘대머리’, ‘무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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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의 제한 없이 화면에 게재; 유방시술 전후 사진 모자이크처리 없이 

  게재 등은, 홈페이지가 연령제한 없이 아동, 청소년들도 출입이 자유로운 

  것을 감안하면 첫 화면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면 배치되는 것

#17. 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특정 광고 내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글씨크기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

  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한 경우 해당 내용의 글씨크기를 최소 본문과 

  동일 또는 헤드카피의 1/2사이즈로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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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결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URL

1.필링

추천필링전문피부과 차앤유의원 www.cnuclinic.co.kr

필링시술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알라딘필링전문 끌림365의원 www.y365.co.kr

필링 예지미의원 www.jnd7.com 

필링 전문 지영에스떼 www.jyestee.co.kr 

로하스정신과의원 www.lohasdoctor.com 

필링 미앤미의원 피부과 www.mimimi.co.kr 

필링 전문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아나파미의원 www.anapami.co.kr 

윈의원 토탈뷰티클리닉 www.wynnclinic.com 

2.박피

필링시술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해초박피전문샵 www.peelface.com 

박피 미앤미의원 피부과 www.mimimi.co.kr

박피 끌림365의원 피부과  www.y365.co.kr

박피 톡스앤필의원 www.toxnfill.com

피부재생 미벨의원 www.mivel.co.kr/

박피 BLS의원  www.blsclinic.com

교대박피 아프로디테의원 www.apclinic.co.kr/

박피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모공축소 전문 조창인한의원  www.natural1075.co.kr

부 록 B. 홈페이지 분석 예시

B-1. 12개 키워드의 네이버 검색 결과

 (2012.10.31. p.m. 5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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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PL

IPL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IPL 미앤미의원 피부과  www.mimimi.co.kr

애비뉴엘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www.avenuelclinic.co.

kr

IPL은 브라운피부과 의원 www.braunskin.co.kr 

클럽미즈9 라미체의원 www.lamiche.co.kr 

IPL잘하는곳 설레임플러스 www.bsskin.co.kr 

로하스정신과의원 www.lohasdoctor.com 

IPL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윈의원 IPL 토탈뷰티클리닉 www.wynnclinic.com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4.레이저

시술

부산정맥류 다리안흉부외과의원 www.okvein.co.kr 

김창수의원 레이저시술 www.hazi.co.kr 

그랜드피부과 성형외과의원 
http://skin.grandsurg

ery.com/skin

레이저시술 예지미의원 www.jnd7.com 

클린업피부과의원 네트워크 www.upskin.co.kr 

트리아뷰티코리아 공식 이벤트 www.mytria.co.kr 

종로 본산부인과의원 www.jongrobon.co.kr 

임플란트중심 수플란트치과병원 www.suplant.com 

추천레이저시술전문 차앤유의원 www.cnuclinic.co.kr

선의원 www.seonclinic.com 

5.기미

기미 치료 나헌식한의원 www.n-hs.co.kr

리버스의원 뷰티클리닉 www.reverseclinic.com 

닥터포유의원 종로점 www.dr4ujongro.co.kr/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기미 앤의원 피부클리닉  www.ann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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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색소전문 미앤미의원  www.mimimi.co.kr

기미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기미 예지미의원  www.jnd7.com

윈의원 기미 토탈뷰티클리닉 www.wynnclinic.com

기미의 해결 브라운피부과의원 www.braunskin.co.kr 

6.검버섯

수많은 검버섯치료 스위스의원 www.swissbeauty.co.kr 

리버스의원 뷰티클리닉 www.reverseclinic.com

검버섯치료 편강한의원 www.wwdoctor.com

검버섯제거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검버섯치료 아이러브피부과의원 www.iloveskin.kr

검버섯치료 연세스타피부과 www.starskin.co.kr 

유레카피부과의원 www.eurekaskin.com/ 

검버섯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검버섯 일맥미의원 www.ilmaekmi.com 

강한피부과의원 검버섯치료 www.kangskin.co.kr 

7.잡티

잡티제거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리버스의원 뷰티클리닉 www.reverseclinic.com 

잡티치료 아이러브피부과의원 www.iloveskin.kr 

잡티 톡스앤필의원 www.toxnfill.com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잡티전문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윈의원 잡티 토탈뷰티클리닉 www.wynnclinic.com 

기미제거 타토아의원 www.tatoa.co.kr 

추천잡티전문피부과 차앤유의원 www.cnuclinic.co.kr 

잡티제거 연세지움피부과 www.ziumskin.com

8.주근깨 수많은 주근깨치료 스위스의원 www.swis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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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깨치료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닥터포유의원 종로점 www.dr4ujongro.co.kr/

주근깨치료 아이러브피부과의원  www.iloveskin.kr

주근깨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주근깨전문 브라운피부과의원 www.braunskin.co.kr

주근깨전문 글로웰의원  
www.freckle.glowell.c

o.kr/

여드름치료, 규림한의원  
http://skin.kyurim.co

m/new/ 

피부성형 세련피부과의원 www.serionskin.com 

9.여드름

여드름 나헌식한의원 www.n-hs.co.kr

한방 여드름치료 미래솔한의원 www.miraesol.com 

여드름치료, 규림한의원 
http://skin.kyurim.co

m/new/

리버스의원 뷰티클리닉 www.reverseclinic.com 

여드름치료 리뉴미피부과의원 www.rnmeskin.com 

여드름 고운얼굴한의원 www.goun-clinic.com 

여드름전문 브라운피부과의원 www.braunskin.co.kr 

클린업피부과의원 여드름 www.upskin.co.kr 

여드름 치료 허브한의원 www.ahclinic.co.kr 

전통있는 강남테마피부과의원  www.themeskin.kr

10.안면

홍조

안면홍조치료 나헌식한의원 www.n-hs.co.kr 

안면홍조 미래솔한의원 www.miraesol.com 

안면홍조 하나로기경희한의원 www.immunehg.com 

안면홍조치료 피레토한의원 www.pyreto.com 

안면홍조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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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추천피부과 차앤유의원 www.cnuclinic.co.kr 

맑은숲한의원 안면홍조 www.o2clinic.co.kr

안면홍조치료, 명옥헌한의원 www.myungokhun.co.kr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클린업피부과의원 안면홍조 www.upskin.co.kr 

11.미백

동탄 엘레슈의원 미백 www.dtellechou.co.kr 

리버스의원 뷰티클리닉 www.reverseclinic.com 

미백 전문 지영에스떼 www.jyestee.co.kr 

여드름치료, 규림한의원 
http://skin.kyurim.co

m/new/

아나파미의원 www.anapami.co.kr 

친절한 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미백 미앤미의원 피부과 www.mimimi.co.kr 

문제피부전문 미백신비앙 www.sinbiang.kr 

미백 앤의원 피부클리닉 www.annbeauty.co.kr

럭셔리화장품 스케다 www.skeda.co.kr 

12.모공

모공치료 아크네마인드 의원 www.acnemind.com/ 

닥터포유의원 종로점 www.dr4ujongro.co.kr/ 

여드름치료, 규림한의원 
http://skin.kyurim.co

m/new/ 

모공문제라면 브라운피부과의원 www.braunskin.co.kr 

연세엘레슈의원 인천주안점  www.icellechou.co.kr

친절한피부치료, 유앤아이의원  www.uni114.co.kr 

로하스정신과의원 www.lohasdoctor.com 

모공 앤의원 피부클리닉 www.annbeauty.co.kr

모공 추천 메이저피부과 www.majorskin.co.kr 

윈의원 모공 토탈뷰티클리닉 www.wynncli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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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11개 홈페이지  분석 예시

  위반사례의 분석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진행하였다. 각 의료기관 홈페이

지의 콘텐츠 중, 본 논문에서 정한 17개 기준항목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들어간 콘텐츠 화면을 캡쳐하고, 그 중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에 위반되는

지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조사대상으로 한 11개 홈페이지 각각에 대해 이

러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지면관계상 17개 기준항목별 대표적 예시에 대

한 캡쳐화면만을 본 논문에 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

리한 11개 홈페이지 각각의 위반 내용을, 위반이 많았던 항목 순으로 정리

하였다.

<사례조사 예시>

-‘1회치료만으로도 효과있는’ →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000피부과만의 IPL노하우’ → 11.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4주만에 깨끗하게 치료’ →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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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개 기준항목별 위반 예시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드립니다’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 PRP; PRP는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여 불허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부작용이 거의 없는’, ‘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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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헬스조선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대한민국 의료건강 우수사례선정’ 

-‘YTN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베스트 레스틸렌 지정클리닉 선정’ 

-‘서울대학병원의료경영고위과정(AHP) 연구과제부문금상(1위)수상(대표)’ 

#6. 유명인사 체험담 ;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Restylane Asia Pacific Esthetic Master Class' 

-'Korean general practitioners association-Korean primary care 

  society' 

-'한 줄기세포 임상학회 등 수료’ 

-‘SBS 수퍼모델 지정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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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

#9. 치료 전∙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치료전후사진; 치료기간, 치료횟수 표시 않음.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시술의 장점만을 설명하고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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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정품 보톡스와 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원인 0000’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지방 조직만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14.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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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바디 라인이 다 드러나는 

  사진 사용

-엉덩이 완전 노출 사진 사용

#17. 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위반 의료기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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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개 홈페이지의 위반 내용 정리 

1. A의원  www.majorskin.co.kr  2012.11.19.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32회) 

-‘깨끗히 지우자!’

-‘피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의 번거로움을 완벽하게 해소’

-‘자외선 노출의 부담 최소화’

-‘여드름 흉터는 심하게 곪은 상태에서 피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피

  부가 깊게 패여 생깁니다’ 

-‘치료효과 극대화’

-‘부작용 최소화’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피부손상 최소화’

-‘홍반 최소화’

-‘통증과 부작용 최소화’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최적화된 진료’

-‘피부손상은 최소화’

-‘피부재생에 가장 효과가 좋은 2940mm 어븀야그 레이저’

-‘예민한 분들에게도 트러블이나 부작용 없이 시술’

-‘피부손상을 최소화’

-‘피부표면의 열손상을 최소화’

-‘얼굴탄력, 잔주름 개선하여 안면윤곽의 효과’

-‘비수술요법 중 가장 선호되는 시술’ 

-‘후유증 없이’

-‘기미는 방치하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자신의 피부진단, 치료효과를 극대화’

-‘피부의 진정과 보습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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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주파’

-‘최적화된 맞춤형 시술’

-‘개인피부에 맞는 정확한 에너지, 최적화된 맞춤시술’

-‘세계 최초 고주파 시술법 프로그램’

-‘최적화된 맞춤형 시술’

-‘최적화된 효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최첨단 의료기기’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31회) 

; 명시한 시술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시술에 있어 누락되어, 일일이 캡쳐

  하고 개수를 세기 힘들었음. ∴ 다른 위반사항 있는 부분의 시술 설명에

  서만 체크해 봄.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10회)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8회) 

-‘1회 치료만으로도 효과 있는’

-‘4주 만에 깨끗하게 치료’

-‘1회만으로 여드름 60%↑ 치료효과가 있는’

-‘25개월까지 효과가 지속’

-‘부작용이 거의 없는’

-‘평균 3회 시술로 80% 치료효과’

-‘2주 간격 3회 치료로 모공 축소 효과’

-‘최소 25개월까지 지속’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7회) 

-‘000피부과만의 IPL노하우’

-‘000만의 특별한 치료’

-‘최첨단장비’

-‘피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정통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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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피부과만의 여드름 집중 치료방법’ 

-‘혈관질환 전문 레이저’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3회) 

-‘수술 없이’

-‘비수술요법 중 가장 선호되는 시술’

-‘절개를 가해 신체변형을 일으키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

  운 쁘띠성형’

2. B피부과 www.rnmeskin.com  2012.12.06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22회)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9회) 

-‘지방 조직만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 

-‘시술시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시술 후 수술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명품지방이식’

-‘멍과 붓기가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명품 비절개 모발이식’ 

-'프로페시아는 현재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는 탈모치료제입니다' 

-’꿈의 안면거상술!’ 

-‘피부속 나이가 10년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효과는 물론 피부의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좋은 주사입니다’

-‘약물로 다스려지지 않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미국명품 제모 레이저’ 

-‘주사 몇 대로 얼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110 -

-‘안면거상술과 동일한 효과!!’ 

-‘타겟이 되는 지방조직을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제거’ 

-‘주변조직 및 혈관 손상이 거의 없어’ 

-‘시술 후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안전성을 확실히 입증’ 

-‘깨끗이 없앨 수 있습니다’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12회) 

-‘아큐 땀샘흡입술’ 

-'기존 레이저 시술보다 월등히 높은 효과’ 

-‘동안라인 변신’ 

-‘3차원 PRP’ 

-‘PRP로 생착률 UP' 

-'헤어라인 교정‘ 

-‘수술 없이 파괴하는 최신 치료법’ 

-‘신데렐라 주사’ 

-‘펄스지속기간 조절기능으로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치료가 가능’ 

-‘안전하고 더욱 효과적인 레이저입니다’ 

-‘아큐 얼굴 지방성형’ 

-‘아큐리프트’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9회) 

-‘수술없이 효과적으로’ 

-‘명품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없이 주름을 없애는’ 방식

-‘수술하지 않고도’ 

-‘수술 없이’ 

-‘수술이나 주사가 아닌’ 

-‘수술 없이 파괴하는 최신 치료법’ 

-‘칼을 대지않고 주름과 피부탄력을 동시에 해결’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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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9회)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총 6회) 

-‘수험생 20% 할인이벤트’; 수험생에 한해 진행하고 있으나, 진행 기간 명

시하지 않음 

-‘모발이식시 기본 두피관리1회 + 모자이크 1회 무료 시술’

-‘IPL 1회 무료 이벤트’ 

-‘모발이식시 기본두피관리 1회 + 모자이크 1회 무료시술]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드립니다’

-‘아큐리프트(부위당)+IPL 1회 서비스 +크라이오셀관리 1회 서비스’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6회) 

-‘3회 정도의 시술시 거의 90%이상의 치료효과’

-‘액취증 재발률 ZERO에 도전!’ 

-‘반영구적인 효과 높은 만족도’ 

-‘비만상태로 다시 돌아가는‘요요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1회로도 뛰어난 효과’ 

-‘단 한번의 시술만으로도’ 

3. C의원 www.uni114.co.kr 2012.12.08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23회) 

-‘매 2분마다 여성 1명이 자궁경부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평생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 샤워, 직장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안전한 체형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안전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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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상처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세계최고 제모레이저’  

-‘영구 제모’ 

-‘특수 제조된 스펙트라 로션(카본 로션) 

-‘최첨단 <듀얼 펄스 엔디 야그 레이저>’  

-‘최신 레이저 시술기법’ 

-‘400%의 놀라운 침투율!’  

-‘최대10,000%까지 피부 침투율을 증대시키는’ 

-‘세계 유일의 대표적인 첨단 시스템입니다’ 

-‘민감한 사람도 누구나 치료를 쉽게받을 수 있다’ 

-‘표피의 멜라닌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주위의 정상 조직

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10분이 당신을 10년전으로 되돌려 준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시술 부위는 거의 자국이 없이 감쪽같아’ 

-‘피부, 미용성형의 명품! 레스틸렌&쥬비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름제거 주사제’ 

-‘인체 피부와 동일한 물질로 부작용이 없으며’ 

-‘죽은 피부만을 글리콜 산 용액으로 녹여내는’ 

-‘주사만 맞으니 간편하고, 부작용도 드뭅니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20회)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9회) 

-‘피부 표면은 기본, 피부 속까지 개선을 원한다면 당연히’ 

-‘1회 치료만으로도 탁월한 효과!!’ 

-‘1회 시술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1회 치료 후 60~70% 제거가 가능. 2회 치료 후 최대 90%까지 제거가 

  가능’ 

-‘2~3일 기다릴 필요 없이 시술즉시 전문의와 함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고가인 에스틸렌비탈 100%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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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르고 드라마틱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마와 눈가, 입가에서 나이를 지우고 싶을 때’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8회) 

-‘ 정품 보톡스와 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원인 0000’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지방분해 주사’ 

-‘부작용이 적어 미국, 일본에서는 첨단의 미용 치료법으로 인정’

-‘이온/ 초음파 투입 치료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냉동요법과 달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성형 및 피부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물광탄력주사’ 

-‘울트라V라인’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총 3회) 

-기간,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이벤트

-‘방문 후 시술, 관리 사진을 SNS에 올려주시면 3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이벤트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3회) 

-‘수술 NO!’ 

-‘다른 주사요법이나, 수술요법과는 다르게’ 

-‘성형외과적 시술보다 간편하고 수술에 대한 부담과 비용면을 고려할 때 

  오히려 효과적인 시술법’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3회)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총 1회) 

-사진 모델의 가슴라인과 엉덩이 라인이 다 보이는 사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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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의원 www.reverseclinic.com  2012.12.10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11회) 

-‘000 1년관리로 해결!’

-제모 관리가 1년 동안 무제한!?‘

-‘무제한 제모 , 무제한 비만관리’

-‘멜라인 색소의 흔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1회 시술로도 피부 속 콜라겜을 재생’

-‘1회의 시술로도 알 수 있는 효과’

-‘시술직후 약 2시간 뒤 흔적 없이 일상생활가능!’ 

-‘비만관리 무제한으로? 카복시 무제한패키지’

-‘단 한번의 시술로도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

-‘지지효과의 30~50%는 반영구적으로 남아 시술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해지고 싶다면? Power Botox'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0회)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

-‘열손상 없이 멜라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

-‘기존IPL의 개념을 뒤흔드는 AFT’

-‘시술 부위의 색소성 질환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치료가 가능’

-‘주변 정상 조직에는 손상이 최소화’ 

-‘주름, 탄력, 흉터, 모공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시술 후 붓기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 

-‘아이스크림 녹듯이 지방이 녹는다면??’

-‘단시간에 성형수술과 동일한 효과’ 

-‘시술 흔적이 거의 남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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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8회)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7회) 

-‘3D 울쎄라’ 

-‘동양인 피부에 맞는 레이저화이트닝’

-‘난치성 기미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난치성질환이란 표현은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표현 가능)

-‘세계적인 레이저 회사인 ALMA사의 장비’

-‘흉터치료의 신개념 치료방법’

-'파워보톡스‘ 

-‘신개념 보톡스 시술’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5회) 

-‘수술이 무섭다면? 수술 없이 높아지는’

-‘수술 NO! 흉터 NO! 칼을 대지 않고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짧은 시술시간, 비수술적 방법으로 부담이 적음’ 

-‘성형수술과는 달리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수술없이 5~20분 정도만에 코끝과 콧대를 교정하는 비수술용법의 시술’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총 1회) 

-‘레스킬렌에서 선정한 우수병원’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1회) 

-치료전후사진; 치료기간, 치료횟수 표시 않음.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총 1회) 

-바디 라인이 다 드러나는 사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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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의원 www.mimimi.co.kr 2012.12.11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15회)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14회) 

-‘1년 이상 오래지속’ 

-‘2년 지속 효과오래’ 

-‘미션 임파서블! 내 사전에 여드름이란 단어는 없다!’ 

– ‘72시간의 놀라운 변화’ 

– ‘기미와 칙칙한 피부톤, 이제는 레이저치료로 맑고 깨끗하게!! 잡티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000만의 윤곽몰딩법(노하우)을 더한다!’ 

– ‘저가 보툴리눔톡신들과 비교하지 마라!’ 

– ‘미앤민만의 굿시술 포인트(노하우)를 더한다!’ 

– ‘저가 병원들과 비교하지 마라’ 

– ‘한번의 시술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 ‘VIP 영구제모’ 

-‘1:1 맞춤형 제모시스템’ 

-‘원하는 부위의 지방만 쏙쏙!’ 

-‘저가와의 비교를 거부한다! 000 만의 격이 다른 노하우!’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14회)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총 13회) 

–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 ‘프로농구단 서울 SK나이츠 공식지정병원’ 

-'헬스조선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대한민국 의료건강 우수사례선정’ 

-‘YTN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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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레스틸렌 지정클리닉 선정’ 

-‘서울대학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연구과제부문 금상(1위) 수상(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병원 선정’ 

-'사용건수와 우수한 임상 사례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레스틸렌 베스트 

사용 클리닉으로 선정’ 

-‘레스틸렌 제조사인 Q-mad사와 스웨덴 대사로부터 감사장을 수상’ 

-‘YTN 대상, 우수의료기업 수상’ 

-‘레스틸렌 베스트 클리닉’ 

-‘스컬트라 500 Vials 시술 기념패 수상’ 

-‘정품 보톡스 디스포트 우수병원 선정’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12회) 

– ‘수술&수면마취 NO!’ 

– ‘지방채취수술 NO!’ 

– ‘저기필러/ 병원들과 비교하지 마라!’ 

– ‘수술&수면마취 NO!’ 

– ‘수술없이 예뻐진다?!’ 

– ‘수술 없이 예뻐지자!!’ 

-‘부위에 따라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에게 시술 받아야’ 

– ‘비수술! 수술, 마취 없이 주사를 이용한 시술법’ 

– ‘수술없이도 강력한 시술?!’ 

– ‘수술없이 간편하게?’ 

– ‘수술없이 예뻐지자’ 

– ‘수술없이 지방을 쏙쏙!!’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총 9회)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Restylane Asia Pacific Esthetic Master Class' 

-'Korean general practitioners association-Korean primary care 

society'

-'한 줄기세포 임상학회 등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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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퍼모델 지정강사’ 

-‘한불친선협회(AFC) 자선모금바자회 후원활동’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 선정’  

-‘주요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의학적인 도움말 지원’  

– ‘쁘띠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7회) 

-‘필링과 피부재생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신 치료법’

-‘격이 다른 코필러!’ 

– ‘격이 다른 미백 레이저(IPL)’ 

-'수술을 받지 않고서도 수술을 받은 듯한 효과' 

– ‘신개념 기술이 집약된 진보된 초음파 장비’ 

-‘최신 영구제모 레이저 장비를 보유’ 

-‘국내 최초’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총 3회) 

-‘000 팡팡 이벤트: 필러/ 보톡스 물광폭탄’ ;  기간,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이벤트

-'2010~2012 시즌동안 홈경기장을 찾는 관중들께 000만의 특별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선착순 100면 한정 조기종영 임박!’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3회) 

-‘울트라 V리프팅’ 

-‘수백건 임상노하우’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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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의원 www.braunskin.co.kr 2012.12.15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20회)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2회) 

-‘주사로 성형효과 필러’

-‘최첨단 장비 도입’

-‘리프팅 장비 중 가장 진보적이며’

-‘최신의 트랜드를 반영하는 장비만을 구비’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허가받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콜라겐 생성’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효과’

– ‘원하는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치료법’

–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 ‘최고급 앰플을 사용하여 피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 최상의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맞춤 케어’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11회)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9회) 

-‘확실한 리프팅 효과’

–‘효과가 확실한 스컬트라’

–‘각 분야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 나지 않는 단한번의 시술!’

–‘최대 25개월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기존 실리프팅보다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터치업시술을 한 번 더 받으면 효과가 1년 이상 오래 유지’

-‘연 1~2회 정도의 시술로 깨끗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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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5회) 

-‘칼 안대고’

–‘수술 하지 않고 초음파를 집속시켜 … 리프팅 시킵니다.’

–‘비수술적 방법 ’

-‘수술처럼 마취나 회복에 대한 부담이 없이 간단하게 시술’

-‘일반 에스테틱과 달리’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4회) 

-‘유일하게 리프팅 장비로 FDA 승인을 받은’

-‘FDA에서 허가한 최초의 리프팅 장비’

–‘체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 주름을 개선시키고 꺼진 볼륨을 회복시키

  는 새로운 개념의 필러입니다.‘

–‘100% 천연 화장품인 무어스파’

 #1.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총 1회) 

-‘000 할인 DAY; 매주 화(보톡스)/ 수(물광주사)/ 목(필러) 할인’

  ; 대상과 기간 명시하지 않음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총 1회) 

– ‘PRP’; PRP는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여 불허 

 #7. 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총 1회) 

(인정되지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사용, 의료 무관 경력, 전현직 판단 불가

능한 경력, 의료봉사 내용, 객관적 근거자료 없는 수술건수․  환자건수 등)

-‘스컬트라 교육 및 hand-on course를 이수한 전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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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의원 www.wynnclinic.com  2012.12.16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17회)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3회) 

-‘귀족수술’

-‘매끈하고 탄력 있는 긴 다리, 지방흡입으로 가능합니다’

-‘가느다란 팔로 변신’

-‘최소 절개만으로 입체성형’

-‘일상 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경락마사지 효과 극대화’

–‘인체에 가장 안전한 특수 고주파 적용’

–‘맑고 투명한 피부로 재탄생’

–‘치료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피부 탄력을 근본적으로 되찾게 해줍니다’

-‘윈클리닉이 대한민국 보톡스 NO.1’

–‘단시간에 성형수술과 동일한 효과’

–‘가장 안전한 명품필러’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7회) 

-‘흉터가 생긴다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식한 지방세포는 생성된 후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 그 효과가 

  반영구적입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가 빠릅니다’

-‘확실하게 지방세포 파괴’

-‘지방세포를 단 시간내에 파괴’

-‘1회 시술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효과’

-‘주름개선 효과는 최소 25개월이상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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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6회) 

-‘자신의 신체조직을 이용하므로 문제점이 적어 다른 시술에 비해 안전한 

  시술’

-‘여드름 흉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메조리프트(메조테라피+페이스리프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국내에서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부에서 생성한 콜라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스컬트라는 피부에서 생성된 콜라겐보다 유해사례 발현율이 더 적습니다’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2회) 

–‘수술하지 않아도’

-‘성형수술과는 달리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2회)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총 1회) 

–‘PRP에는 …… 등의 성장인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총 1회) 

-‘레스틸렌에서 선정한 우수병원’

8. H의원 www.bsskin.co.kr 2012.12.16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총 22회)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22회) 

-‘000플러스만의 신개념 스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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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비 최대효과 만족도 1위시술’

-‘MAGIC SPICULE’

–‘000플러스의 스피큘링 프로그램에만 있는’

–‘표피자극을 최소화’

–‘최소시술로 최대효과를’

-‘복잡한 트러블도 간편하게 치료’

-‘울쎄라는 지금껏 그 어떤 레이저도 도달하지 못했던 피부 가장 깊숙한’

  곳의 근막층을 수축’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최신 IPL 레이저, 최신의 IPL’

–‘피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피부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

-‘예민한 피부도 걱정 없는 색소치료’

-‘동양인에 가장 적합한 시술법’

-‘제모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모 전문기계!’

-‘효율을 극대화’

-‘거부반응 및 부작용을 최소화’

-‘특수 원심분리’

-‘최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부분과 양을 정확하게 진단, 예측’

-‘지방이식 후 부작용 최소화’

-‘최소한의 부작용, 전혀 부작용이나 이물감이 없고’

–‘15분만의 당신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습니다’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14회) 

–‘72시간의 약속’

-‘90일간의 지속적인 효과 발생’

–‘주름의 종결자’

–‘단 1번의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NO흉터!’ 

–‘명품IPL’

-‘다양한 경우에도 맞춤 치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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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털과의 정쟁 제모전용 레이저로 전쟁을 끝내자’

-‘흉터, 튼살 고민 이제 레가토로 전부 날리세요!’

-‘1:1 맞춤시술로 완벽하게!’

–‘수술 없이 30분이면 OK (마취포함)’

-‘25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개인 맞춤형 지방이식’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동안 유지비법의 그 주사’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8회) 

–‘마취NO! 수술NO!’

–‘지방흡입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없이 자연스럽게’

-‘수술없이 피부를 동안으로 비수술 안면거상술 울쎄라’

–‘절개나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아닌’

–‘NO수술!’

-‘비수술 안면거상술’

-‘수술 없이 더욱 오똑한 코 만들기!’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7회) 

–‘여드름의 염증균을 박멸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합니다’

-‘안정하게 지방세포만 파괴’

–‘피부속 콜라겐을 가득 채워’

-‘난치성 색소질환 치료시술’

-‘동안성형’

-‘PRP 시술을 병행하여 생착률을 성공적으로 높임’

-‘생착율을 극대화시킨 PRP 지방이식’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총 1회) 

-모델 그림의 가슴 라인이 다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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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한의원 http://skin.kyurim.com/new/ 2012.12.20 현재 홈페이지

[여드름/ 한방성형/ 두피탈모 홈페이지44)]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1회) 

–‘치료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필링 후 색소침착이나 표면 과민반응이 최소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3D 입체 침술로 흉터복원 최적화’

-‘화학자극 없는 자연재생 요법’

-‘부작용 걱정 없는 안전한 치료’

-‘정교한 맞춤시술 진행’

–‘30분 동안(童顔) 마술!’

–‘피부가 약해지는 부작용 없이 지속적인 흉터 복원’

–‘5~10년 전 동안으로 돌아가기’

–‘한약을 통해 두피를 안정화시키고 탈모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9. 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총 6회) 

-치료후기 자체의 열람은 규정에 맞게 로그인 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치료전후 사진이 보이도록 게시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약간의 편법성이 보인다.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2회) 

–‘고급필링’

–‘90%이상 흉터 복원 가능’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총 1회) 

–‘흉터전문한의사’

44) I한의원은, [다이어트]/ [여드름, 한방성형, 두피탈모]/ [생리통, 여성질환] 이렇게 셋으

로 나누어 각 질환별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취지에 맞

는, [여드름, 한방성형, 두피탈모] 홈페이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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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타 의료기관 비교 ․  비방 (총 1회) 

-‘레이저 치료의 한계를 극복’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1회) 

-‘동안침’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총 1회) 

-엉덩이 완전 노출 사진 사용 

10. 00피부관리실 www.jyestee.co.kr  2012.12.20 현재 홈페이지

위반사항들을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5회) 

–‘세계 최고 품질의 식물성 원료를 최적의 배합률로 조합하여’

-‘특수 마스크와 특수 앰플을 사용합니다’

-‘세계적인 해양요법의 선두주자인 피토메르’

-‘균일하고 결점 없는 맑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가장 안전한 필 트리트먼트’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총 1회) 

–‘명품 웨딩 스파 테라피’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총 1회) 

-‘과학적인 안정성과 효능,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11. △△피부관리실 www.peelface.com 2012.12.20 현재 홈페이지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총 1회) 

–‘양파껍질처럼 한 꺼풀 벗겨버리고 싶다면’ →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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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

No.

A

의원

B

의원

C

의원

D

의원

E

의원

F

의원

G

의원

H

의원

I

한의원

1 0 6 3 0 3 1 0 0 0

2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1 1 0 0

4 8 6 9 11 14 9 7 14 2

5 0 0 0 1 13 0 1 0 1

6 0 0 0 0 0 0 0 0 0

7 0 0 0 0 9 1 0 0 0

8 3 9 3 5 12 5 2 8 1

9 10 9 3 1 14 11 2 0 6

10 31 22 20 8 15 20 17 22 0

11 7 12 8 7 3 4 6 7 1

12 32 19 23 10 7 12 13 22 11

13 0 0 0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0

15 0 0 0 0 0 0 0 0 0

16 0 0 1 1 0 0 0 1 1

17 0 0 0 0 0 0 0 0 0

총계
91

회

83

회
70회

44

회

90

회

64

회

49

회

74

회
23회

B-3.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기준항목별 위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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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홈페이지 제작 실무자 인터뷰

  C-1. 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법․ 윤리학과 

보건학 석사 5학기 박경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현실적 규제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의료법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 합니다. 총 2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에 응해주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 구 자: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과 보건학석사 박 경 라

  지도교수: 손명세 교수님 

본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께는 연구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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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이하 ② 31세 이상 ~ 40세 이하 ③ 41세 이상 ~ 50세 이하 ④ 51

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이상

4.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소재지 ④ 기타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 AE ② 홈페이지 개발자 ③ 홈페이지 디자이너 

④ 기타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질문

6.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현재까지 몇 개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셨습니까?

① 0개 ② 1~5개 ③ 6~10개 ④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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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콘텐츠에 관한 질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회사홈페이지

/쇼핑몰 제작과는 의료라는 것을 다룬다는 특성상 달라야 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의료광고

로서 부적합하여 거부될 가능성이 큰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신 

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환자유인(경품행사 및 이벤트)”

(예) 종아리 제모 시 겨드랑이나 코 밑 제모 5회를 서비스로 (X)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9.“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예)네트워크병원에서 ‘본점’, ‘분점’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0.“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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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암치료를 위한 세포은행 업무개시’ 관련 광고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허.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1.“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예)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

구는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2.“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예)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

관’, ‘000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3.“유명인사 체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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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불허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4.“오해 유발하는 경력소개”

(예)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를 불허 한다

   (예: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회의 이사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5.“타 의료기관 비교․  비방”

(예)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6.“치료 전․  후․ 사진의 편법적 활용”

(예) 수술 전ㆍ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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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장ㆍ현

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키로 함.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7.“시술 관련 부작용 안내 누락”

(예)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

시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8.“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예) “의사가 보톡스를 맞는다.”는 내용은 의사가 해당 시술 및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불허.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19.“허위ㆍ과장된 표현”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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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0.“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예)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치료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1.“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

(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종합병

원에서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2.“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

(예)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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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명칭을 전문의라는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예: 소아정신과 전문의(X))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3.“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

(예)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ㆍ선정적 광고(예: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등)는 불허.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4.“중요 사항 작은 글씨로 안내”

(예) 특정 광고 내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글씨크기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한 경우 해당 내용의 글씨크기를 최소 

본문과 동일 또는 헤드카피의 1/2사이즈로 수정하여야 함.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해당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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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규제 관련

25.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의료법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6.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의료법에 준하여 제작해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27.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시 의료법관련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이 모호하다 

② 현실적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규제가 있는 게 너무 번잡하다. 

③ 기타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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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의료법의 규제 대

상인 것을 알고 있나?

-답변: 현재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제작 의뢰를 받아, 홈페

이지를 오픈하고 마무리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

러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질문: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은?

-답변: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홈페이지 기획안이나 텍스트 

및 이미지 콘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된

다. 따라서 그것들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기반 지식이 전무하며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

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주는 사안

에 대해 위반사항을 먼저 지적해서 수정을 먼저 제안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의뢰한 의료기관의 수정 요청에 따라 수동

적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C-2. 심층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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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홈페이지 작업 후 수정 작업 요청이 자주 들어오

는지?

-답변: 홈페이지 본래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작업 완료 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수정사항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의 텍스트 및 이미지 

등의 컨텐츠를 교체해주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 작

업의 경우, 처음부터 확인되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작업이 추가되는 것이기에 제작자들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해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4. 질문: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규제 예시 등을 담은) 같은 것이 생긴다면 어떨지?

-답변: 기존 경험들로 인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작 가이

드라인”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제작 의뢰 단계에서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걸러 질 것이기에 환영하는 입

장이고, 제작과정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기에 이를 적

극 활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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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온라인 인터뷰 결과

17개 기준항목에 대한 

인지 여부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

이다

4

잘안다

5

매우

잘안다

1. 환자유인

  (경품행사 및 이벤트)
1 1 3 ․ ․ 

2. 의료인이 아닌 광고주체 3 2 ․ ․ ․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2 1 ․ 2 ․ 

4.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1 1 2 1 ․ 
5.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1 3 ․ 1 ․ 

6. 유명인사 체험담 1 3 ․ 1 ․ 
7. 오해 유발하는 경력 소개 1 2 2 ․ 
8. 타 의료기관 비교ㆍ비방 ․ 3 2 ․ 
9. 치료 전ㆍ후사진의

   편법적 활용
․ 2 1 2

10. 시술관련 부작용안내 누락 1 2 2 ․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1 2 1 1 ․ 

12. 허위ㆍ과장된 표현 ․ 1 1 3 ․ 
13. 환자 체험담, 치료후기 2 2 1 ․ 
14. 의료기관 명칭의

 표기사항 위반 
3 1 ․ 1 ․ 

15. 인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전공 표시
5 ․ ․ ․ ․ 

16.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 ․ 1 2 2 ․ 
17. 중요사항 작은글씨로 안내 1 2 1 1 ․ 

총계 (total 85) 23 26 19 15 2

백분위 (%) 27 30.6 22.4 17.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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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Rational Managements for 

Medical Institution’s Homepage

      Park, Kyungra 

     Graduate Program in Medical Law and Ethic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ional ways to manage 

medical institution’s websites. Beacause nowadays so many medical 

customers get information from medical institution’s homepages. 

Medical advertising may affect national health. 

  On investigation about some medical institution's advertising , we 

can presume that medical institution's website contents and 

informations tend to encourage, tempt or mislead medical 

consumers.

 On the interviews with website designers and developers, most of 

them do not know medical institution’s homage contents should 

comply with Medical Service Act.

  And comparison studies on regulations among Korea, 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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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have been made to seek alternative regulations on medical 

institution's advertising.

  T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ly, the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and aligned. 

Sinc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among civil authorities, courts, 

an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ve Committee. 

  Secondly, it will be good to make "guidelines for Medical 

Institution’ s Homepage" where people can easily look up helpful 

informations, related Medical Service Act, Deliberation Criteria, and 

violation cases.

  Thirdly, I suggest that every medical institution register homepage 

URLs in the website "G-health" which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Ministry of Health. Then monitoring and supervising websites are 

gonna get easier, and self-regulation may work.

 

Key words:  medical institution's homepage, 

        regulations on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ve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