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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뇌졸중은 만성질환이며 환자와 가족들의 정
보의 교육 요구가 높고,자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가 많으나 그 정보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웹사이트의 현황을 분석

하고,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야후코리아‘에서 ‘뇌졸중’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이트의 현황과

적절성을 평가하였다.연구도구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의
적절성을 평가한 김정은 외 3인(2003)의 도구와 인터넷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
가 기준을 제시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뇌졸중
관련 정보 적절성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

이트는 총 226개이었다.다루고 있는 정보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정의 97개 사
이트(43%)였고,종류 76개 사이트(34%),증상과 치료가 각각 73개 사이트
(32%),위험인자 70개 사이트(31%),예방 72개 사이트(32%),응급처치 54개
사이트(24%)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가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대상자는 뇌졸중 관련 사이트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상담의 활용도는 129개 사이트(57%)였고,게시판의 활용도는 179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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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79%)로 높게 나타났다.

2.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적절성 평가 결과
1)목적성 영역에서는 목적 67%,대상 60%,사이트명 93%,URL/Domain

명 47%가 명시되어 있었다.
2)내용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목적,대상,주제 각각 100%로 적절성이 매

우 높았으며,내용의 일관성과 내용의 정확성은 각각 87%,73%로 적절성이
높았고,표현방법의 다양성 47%,내용의 범위/깊이는 53%로 적절성이 다소 낮
았다.또한 자료의 출처 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 사
이트는 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3)권위성의 영역에서는 저자표시 87%,저자 연락처 93%,저자의 전문성

80%로 높게 나타났다.
4)신뢰성 영역에서는 지원기관기재,지원기관 연락처 각각,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상호작용성 영역에서는 관리자 연락처 67%,방명록과 같은 의견 수렴

할 수 있는 기전은 80%로 높았으나,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는 60%에
불과했다.
6)용이성 영역에서는 사이트 맵 67%,검색기능 73%로 나타났으나,사용법

이나 도움말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7)지속성 영역에서는 처음 제작일 표시 80%,최종 갱신일 표시 13%,최근

정보게시일 80%,외부링크 67%로,갱신일 표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비밀보장성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기전 47%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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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뇌졸중 관련 환자나 그들의 가족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사이트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성 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정보제공의 목적이 분명

치 않고,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낮으며,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상자들이
더 깊은 자료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질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한 점,지속적인 사이트 관리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최종 갱신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최신의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상에 제시한 개선점들이 보완된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뇌졸중 환

자와 그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가 될 것으로 본
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뇌졸중,인터넷,정보 적절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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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

III...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정보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컴퓨터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특히 의학 분야의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크고,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으로 대표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를
통한 화상 자료나 동영상 자료,음성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전달이 가
능해져서 앞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교환이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유선미,박정희,정유석,박일환,이상
훈,박선령,1997).
인터넷상의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은 일반인들이 자신

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국내에서도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아
쉽게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불 정확하여,
이를 잘못 적용하면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 될 수 있으며,이는 인터넷의 특성
상 건강정보에 관한 비전문가도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이들이 제공
하는 정보는 그 정보의 사용자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남미,김진,탁계래,현태선,1999).
본 연구는 높은 유병률과 이환율로 인해 관심이 높고,우리나라 사망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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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이며,단일 장기 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는 뇌졸중(통계청,2003)에 대한 인
터넷상의 정보들을 취합하고,이들 뇌졸중 관련 정보들이 과학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뇌졸중(Stroke)은 뇌에 정상적인 혈액공급을 방
해하는 뇌혈관장애로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 마비 증상이 있
다.뇌졸중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20대 25명,30대 76명,40대 396명,50대
1693명,60대 3457명,70대 이후 5758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는 질환으로,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인
39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고령사회에 진입을 전망하고 있으므로(통계청,2003),뇌졸중 유
병률은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또한 뇌졸중 환자를 담당하는 가족은 의료지
식이 없고,환경적 준비나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돌봄
으로서 정신적 위기감,신체적 불편감,죄책감,불안감,사회적 고립감,우울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김소선,1992).
뇌졸중 환자와 가족의 부담감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요

구도를 예로 들 수 있으며,유성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원 및 퇴원시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 최대 평점 4점에 입원 시에는 3.11점,
퇴원 시에는 3.03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교육요구도가 가장 높
은 영역은 입원 및 퇴원 시 모두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이었으며,그 다음이 환
자 추후관리영역,환자간호영역,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영역,입
원생활안내 영역 순이었다.이에 뇌졸중 환자와 가족의 교육 요구도는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간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참

고 해야 할 사항들로서,과학적 근거를 가진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사용자 편의
를 최대한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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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춘 웹사이트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김정은,김의숙, 고일선,
강석민,2003).
인터넷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일질환

에 대한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 연구가 국내에서는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평가하여,잘못된 정보 때문에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고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의의
가 있고,인터넷상의 뇌졸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내용을 제시하여 사
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보들 간의 서로 다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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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뇌졸중에 대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취합하고,이들 뇌졸중 관련
정보들이 과학적,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평가,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적절성 평가
‘평가’는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건강정보의 질을 판

단함을 의미한다(보건사회연구원,2002),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상의 뇌졸
중 관련 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평가한 김정은외 3인(2003)의 도구와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기준을 제시한 한
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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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정정정보보보․․․교교교육육육 요요요구구구

뇌․심혈관계 질환은 다른 직업병과 달리 갑자기 발생하며 생명을 앗아가거
나 영구적인 신체기능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중대사고 발생과 같은 성격을 가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 등 그 발병 위험인자를
꾸준히 잘 관리함으로써 작업관련성이 크지 않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는 일차적 예방관리가 어느 만큼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며,이들
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배혜경,2003).
본 연구는 높은 유병률과 이환율로 인해 관심이 높고,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이며,단일 장기 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는 뇌졸중(통계청,2003)에 대한 인
터넷상의 정보들을 취합하고,이들 뇌졸중 관련 정보들이 과학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써 흔히 중풍이라고 불린다.뇌졸중은 허혈성 병소

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 질환과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허혈성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병리학적 이상이 발생되어 국소적으로 정상적 뇌혈류의 장
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대한신경외과학회,1996).뇌졸중(Stroke)은
뇌에 정상적인 혈액공급을 방해하는 뇌혈관장애로.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마비 증상으로,뇌졸중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0대 25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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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76명,40대 396명,50대 1693명,60대 3457명,70대 이후 5758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으로,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전체 인구의 8.3%인 39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2019
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도달,고령사회에 진입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통계청,2003),뇌졸중 유병률은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는 20%가 급성기에 사망하고 생존하는 경우에도 과반 수 이상

이 운동장애,언어장애,감각과 인식장애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을 저하시키고
있고,이러한 질병 특성상 환자의 이행과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뇌졸중이 많은
불구를 초래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유지와 기본적인
간호를 대신 할 누군가의 도움이 요구되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한다고 하였다.김미희(1997)의 연구에 의하면,뇌졸중 환자의 가족이
질병,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의사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다고 하였으며
신문,잡지,메스컴,간호사의 순서로 간호사에 의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어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박정
하,2000).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박혜경(2003)의 재가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

중 이차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증가되고,건강위험지
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뇌졸중 환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이
혜진,이향련,1997;강현숙,1984)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정도와
자가간호 이행,우울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등에 효과적임을 증명했다.
그럼으로,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뇌졸중 환자 가족은 정보나 교육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돌봄 과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돌봄의 어
려움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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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상황에서 교육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교육이 명확하지 않고,너무
복잡하거나,너무 일반적이거나,대상자들의 관심 문제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박정하,2000).
선행연구(김소선,1994;안수연,1997)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와 가족이 만성

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
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가족은 닥친 환자의 상황에 놀라게 되고,환자의 의식 유무,마비상태,입원

기간,합병증,회복가능성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울하게 되며,장기화된다면
암담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성기연,2004).또한 의료지식이 없고 환경
적 준비나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돌봄으로서 정신적
위기감,신체적 불편감,죄책감,불안감,사회적 고립감,우울감,절망감,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소선,1994).가
족은 환자의 이행을 강화시키고 환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서 환자
의 재활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환자의 건강지각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남미숙,1996).또한
지식과 정보,기술의 증가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들
의 부담감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므로 환자나 가족을 위
한 교육은 그들이 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에 합당하게 제공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홍순남,1996).따라서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의 교육 또
한 중요하며,퇴원 후에도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
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유성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원 및 퇴원시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 최대 평점 4점에 입원 시에는 3.11점,퇴원 시에는 3.03점
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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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 모두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이었으며,그 다음이 환자 추후관리영역,
환자간호영역,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영역,입원생활안내 영역
순이었다.
뇌졸중 환자가족과 간호사의 뇌졸중 퇴원 교육 요구도 조사를 비교한 성기

연(2004)의 연구에 의하면,교육요구도가 상위 10순위인 항목 중 뇌졸중의 합
병증과 예방법,뇌졸중의 예방과 재발방지 방법,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
한 처치와 대처방법,예후,뇌졸중의 증상,치료과정,안정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총 7개의 항목이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모두 교
육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뇌졸중의 원인,장애 범위 내에서 환
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방법,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서만 높게 나타났고,욕창 예방 및 관리방법,적절
한 자세와 체위변경,배뇨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서만 높
게 나타났다.보호자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심리적 안식처를 얻는
방법,기관절재 간호방법,다른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치료계획에 다
른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경우 교육요구
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마사지,침술,민간요법 등의 작용과 효과항목이었
고,개인적 시간을 갖기 위해 환자를 맡기는 방법,환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박효선(1998)의 연구에 의하면,뇌졸중 환자 가족은 질병,치료 및 간호와 관

련된 정보요구와 신체기능수준과 관련된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기관절개관 관리,비위관 관리 및 위관 관리,재활 및 운동과 관련된
관리,응급상황관리,배뇨관리 및 욕창관리 등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수연(1997)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배우자가 처음 증상이 발
현 했을때 대처방법과 뇌졸중의 치료방법,투여되는 약물처방과 향후 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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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뇌졸중의 예방 및 합병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퇴원환자의 욕구에 대한 오정은(2001)의 연구에 의하면,의료적 문제,

가정문제,경제적 문제,사회.심리적 문제,직업문제,성 문제,재활정보,기타
필요한 서비스 등의 욕구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강선미(2005)는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자가간

호수행이 필요함으로 입원 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체계
적인 뇌졸중 이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질병 관련 지식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수행이 높아져 치료 이행 순응도가 증진되고 나아가서
는 뇌졸중의 재발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 가족은 영양,위생,배설,투약,환경 관리,일상생활 동작과 운

동 돕기 등 신체적 문제를 관리하는데,특히 환자를 드는 것,목욕,이송,실금
의 관리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이며,전문적 간호활동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족
은 가정에서 의료인을 대신하여 치료적 활동을 수행해야하므로 환자의 신체적
문제를 비롯한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뇌졸중 환자
가족의 간호 요구는 주로 환자의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간호요구와 질병 및
치료,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정서적지지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정보 및 교육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뇌졸중 환자나 가족의 부담감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정보 추구 행위로 나타나는데(안수연,1997),이러한 지
식은 뇌졸중 환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삶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찾
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환자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에 대한 위험성은 증
가하며,가족의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환자 간호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뇌졸중 간호 웹사이트 개발 및 적용 평가한 강영미(2003)의 연구에서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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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중 간호 웹사이트를 적용한 후의 대상자들은 뇌졸중 질환에 대한 지식과 약
물투여작용과 부작용,체위변경 및 욕창간호,관절운동,배뇨간호에 대한 지식
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고 하였고,비위관 간호와 기관 절개관 간호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인 지식을 인터넷으로 획
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고,또한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었다고 하
였다.따라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간호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며 알기 쉽게 제시
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강영미,2003).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고 걱

정하며 치료자에게 의지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병원들은 주치의의
면담과 담당 간호사의 설명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주위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계속적인 치료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강선미,2005).
따라서,퇴원 후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감은 증가할 것이며,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뇌졸중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인터넷은 이미 특정 인구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정보전달매체의 단계를
지나 누구나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이는 또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일반인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인터넷의 보
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다(신정하.성홍관.김철한.고재성.우광
훈,2000).
또한,최근에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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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과대 혹은 허위선전을 하거나 책임이 불분명한 건강상담 등 많은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Silberg& Lundberg,1997).
또한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간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참고

해야할 사항들로서,과학적 근거를 가진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과 구
조를 갖춘 웹사이트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김정은,김의숙,고일선,강석
민,2003).
뇌졸중은 질병의 특성상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은 대부

분 당황하고 걱정하여 치료자에게 의지하게 되며(남선영,1998),그들은 갑작스
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원인,예후 등에 대한 정보와 자가 간호 수준이 저하
된 환자관리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박정하,2000).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퇴원 후에도 자가 관리가 필요하여 정보가 절실

히 필요한 실정으로 환자 교육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의 건강 관
련 사이트들이 정보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어(김정은 외
2003,강세원,2003),본 연구자는 뇌졸중에 대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평가하
여,잘못된 정보 때문에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고,인터넷상의 뇌졸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내용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
보들 간의 서로 다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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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건건건강강강정정정보보보의의의 평평평가가가 기기기준준준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도 무
제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건강정보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소득의 증
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반 대중까지도 의학지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으며,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
적인 매체로 인터넷이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인터넷이 포괄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더구나
유해정보와 같은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공은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된다.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건강정보로부터 원하는 양질
의 정보를 찾아내고,유해정보를 걸러내고 선택하고,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과 동시에 의무이지만,정보제공자 역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
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Jadad& Gagliardi,1998).
웹사이트의 건강 및 질환정보의 질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평가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인터
넷의 보건의료정보의 타당성과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criteria)을 고
안하고,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국외의 경우 건강관련 사이트
를 평가하는 평가도구,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항목별로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고,개별 평가 도구들의 적절성에 대한 논
문까지 발표된바 있다(신정하 등,2000).다음은 국내외의 건강관련 웹사이트
평가도구의 사례에 관한 것이다.
보건 의료계는 웹사이트 상의 건강 정보의 질을 평가를 위한 여러가지 기준

들을 개발하였으며,국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HON code를 들수 있
다.제네바에 있는 HON(HealthontheNet)Foundation에서는 보건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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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대한 실천강령(codeofconduct)을 선포하였고,웹상에서 획득 가능한
의료 및 건강정보의 질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
침으로 로고를 웹사이트상에 표시해 준다(http://www.hon.ch).그리고 미국의
학협회(AMA:AmericanMedicalAssociation)가 웹사이트상의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며,산업계에서는 자기 통제가 관리규제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믿어 Hi-Ethics(HealthInternetEthics)와 e-HealthEthics
Intitiative등 자발적인 윤리강령을 만들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며,너무 자율
성이 강조되면 실천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MedCERTAIN(MedPICSCertification
and Rating Trustworthy Health information on the Net)이 국제적인
e-health프로젝트로서 진행되었고,일반 소비자 및 전문가들이 위해한 건강정
보를 길러내고 양질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별,선택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자율 표식제(self-labelling)인 자기 등급 및 제 3가 등급시스템 모델을 수립하
였다.이 외에 e-Health Code ofEthics 및 OMMI(Organizing Medical
NetworkedInformation),HII(HealthImprovementInstitute)기준들도 제시되었
다(정영철,2001).각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http://
www.healthpark.or.kr/quality_manage/를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HON Code는 권위성,상호

보완성,개인의료기밀,정보 출저,정보정당성 저자의 투명성,후원이 투명성,
광고의 정직성에 대한 것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내용에 관한 원칙,광고 및 후원의 원칙,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의 원칙,전자상거래의 원칙 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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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Hi-Ethics(HealthInternetEthics)에서는 프라이버시,건강관련,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제 3자 와관계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소유 및 재정지
원에 대한 공개,광고와 제 3자에 의해 후원 받는 정보내용에 대한 구분,판촉,
환불,무료 할인 항목 및 서비스,건강정보내용의 질,저작권 및 책임감,자가
평가도구에 대한자료원 및 유형공개 전문성,자격,상호관계의 투명성,신뢰성
제한점의 공개,피드백을 위한 기전 등이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다.
MedCERTAIN의 경우는 평가항목을 정보제공자와 사이트 명세를 나누어 정

보제공자는 신분확인,피드백,운영 등을 평가하였고,사이트 명세는 사이트 확
인,컨텐츠,공개,정책,서비스,접근성,질 등으로 평가하였다.
HII(HealthImprovementInstitute)에서는 목적/계획,내용과 신뢰성,상호작

용성/사용자 친미성,가시적 설계/혁신,평가 등을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OMMI(OrganizingMedicalNetworkedInformation)에서는 평가항목을 상황

(Context), 내용(Content), 형식(format)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상황
(Context)의 항목으로는 영역,대상명시,저자의 권위와 명성,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범위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
내용(Content)에서는 범위,정확성,최신성을,형식(format)에서는 접근성,디자
인과 레이아웃,사용의 용이성 등이 포함되었다.
Silberg와 Lundberg(1997)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건강정보에 대한 내

용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자성,자료의 출저,소유성,최
신성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정보의 질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가지 항목은 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기본기준(corestandards)으로 여겼고,웹

제작자 혹은 편집 위원회는 적어도 4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웹 페이지만을 게제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Silberg와 Lundberg가 제시한 기준은 이를 이용한 연구
에 따르면 건강정보의 정확성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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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HSWG(HealthSummitWorkingGroup)에서는 신뢰성,내용,공개,링크,디

자인,상호작용성,경고 등의 7가지 영역으로 평가하였으며,DISCERN에서는
신뢰도,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의 질,전반적인 평가로 나누어 기준을 두었다.
DISCERN Instrument는 방송,신문 같은 매체에서 의료정보를 평가하기 위

한 도구를 개발되었으며,인터넷 의료정보 질 평가에 쓰기 위해 약간 수정을
가한 것으로 건강정보 이용자가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
록 개발한 것이다.이 척도는 근거의 과학적 질이나 정확도를 측정한 것이 아
니고 정보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거의 명백성과 근거의 균형
성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건강정보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대한의료정보학회,대한의사협회,한
국보건 사회연구원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와 연구들이 시도 되었다.
손애리(2000)는 여러 평가도구 및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건강정보 관

련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준의 지침을 제
시하였으며 이 기준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건강정보 인터넷 사이트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으로 내용(content),저자성(authorship),목적성(purpose),심미성(pageaesthetics),
기능(functionality),피드백(contactadderssandfeedbackmechanism)및 비밀 보
장성(privacy)의 7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또한 이 중에서도 내용의 정확성
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내용성(content)과 저자성(authorship)에 대한 기준은 항
상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미(1999)은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기준을 신뢰도,내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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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련 문제,디자인 및 기술관련 문제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정영철과 박현애(2000)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규제 및 건강정보 평

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목적성(명확성),적절성,정확성,
신뢰성,용이성,권위성,환류성,지속성의 8가지 기준으로 32개의 항목으로 이
루어진 건강 정보 평가도구,평가계의 틀을 개발하였으며,개발된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의 기준으로 목적성(명확성),적절

성,정확성,신뢰성,용이성,권위성,환류성,지속성의 8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3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각 평가항목에 대한 응답유형을 5가지 Likertscale
을 사용하여 점수화 한 후 최상,상,보통,하,최하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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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건건건강강강정정정보보보 평평평가가가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건강 정보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는 평가 대상 및 사이트 선정방법,평
가기준 등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특정 단일 질환을 대
상으로 한 경우도 있으며,여러 건강 정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웹사이트 전체의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웹사이트의 건강 정보
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진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여기서는 단일질환을 대상으
로 건강정보 웹사이트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Griffiths& Christenses(2000)의 우울증에 관한 웹사이트 분석에서는 우울증

사이트 21개를 내용의 질 평가 측면과 웹사이트의 유용성 측면으로 분석하였
다.내용의 질 평가 측면에서는 우울 임상진료지침과 부합하는 정도(Guideline
score),우울증 관리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수준(issuescore),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Globalscore),중재법에 대한 추천(intervention
recommended),우울증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원의 제공(Sourceof
helprecommended)을 평가하였으며,웹사이트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Silberg
Score(1997)로 저자성(authoship),자료의 출저(reference),소유성(ownership),
최신성(currency)으로 평가하였으며,각 중재에 대한 근거의 수준(levelof
evidencescore)을 평가하였다.그 결과 전반적인 정보의 질이 부족하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특히 정보의 과학적인 근거부족을 언급하고 있었다.
Lissman& Boehnlein(2001)의 ‘우울증과 치료’에 대한 웹사이트 평가에서는
2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우울증의 9가지 증상과 5개의 주된 진
단 기준,3가지 기본 치료법에 대한 언급에 대해 사정 하였고,그 결과 전반적
인 정보의 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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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t등(2001)의 발목 염좌에 관한 웹 사이트 분석에서는 전문가 검색
(expert’ssearch)과 의사 검색(doctor’ssearch)이 행해졌는데,전문가 검색에서
는 32개의 웹 사이트 중 9개만이 발목 염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으며,의사
검색에서는 61개 웹 사이트 중 27개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전문가 검
색에서는 하나의 사이트만이 모든 질의 항목을 충족시켰고,의사 검색에서는
항목을 충족시키는 사이트가 없었다.검색에 있어서는 정보 전문가에 의한 검
색이 정보의 질과 웹사이트의 신뢰성이 더 우수했으나 전반적인 웹 사이트의
정보의 질은 부족하였다.
Reed& Anderson(2002)의 폐경과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한 25개 웹 사이트

를 사실정보(factualinformation)와 사이트의 질로 분석한 결과,사이트의 정보
적 가치의 평균은 3.129(5점척도),웹 사이트의 평가평균 점수는 3.5(5점척도)
를 나타내었다.웹 사이트 소유주에 따라 정보의 질이 관련이 있었으며,웹 사
이트에서 폐경과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정보가 다소 모호하였고,상업적 사
이트의 경우는 충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Impicciatore등(1997)의 소아 발열에 관한 41개 웹 사이트 평가에서는 열

(fever)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체온의 기준과 체온을 측정하는 신체의 적합
한 부위,열이 났을 때 대처하는 약물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의사에게 가야
하는 증상을 항목으로 하여 정확성(accurancy),완전성(completeness),일치성
(consistency)을 평가하였다.그 결과 정확성에서는 41개의 웹페이지 중 4개만
이 규정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특정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바

저자성,자료출저,소유성,최신성,상호작용성,심미성,정확성 등의 다양한 항
목들이 웹 사이트의 유용성과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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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특정 단일질환에 대한 웹사이트 평가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국외에 비해서 국내 사이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부분
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신정하 등(2000)의 간염 관련 건강정보 웹사이트 182개를 분석한 연구에서,

웹페이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과학적 건전성과 내용상 누락이나 과
장,내용의 유해성에 대해 평가하였다.과학적 건전성이 인정되는 웹페이지는
전체 73.1%로 나타났으며,필수 정보의 누락은 전체의 9.3%,과장은 26%,유
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7.0%로 나타났다.상당부분이 과학적인 타당
성을 갖추고는 있으나,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도 상당수 존재 하였다.주
로 한방정보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의 정보에서 보건의료행
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혜경(2003)은 고혈압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과학적 건전성 여부,정

보의 충분성 및 필수적인 누락 여부,정보의 유해성 여부,보건교육적 측면에
서의 정보의 유익성 여부에 대해 53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웹사
이트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과학적 건전성 평가에서 92.5%가 과학적으로 인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났고,필수정보의 누락은 전체의 35.9%에서 나타
났으며,과장성의 경우 15.1%였고,정보의 유해성 평가는 10～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희,임민정,이영성(2002)의 암 정보 분석 연구에서는 총 87개의 웹사이

트를 선정하여 웹사이트 개설자의 신뢰성,후원의 명료성,정보 게재형식,이용
의 편리성,정보내용의 신뢰성의 5개분야,17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연구 결
과 웹사이트 평가 총점 19점에 평균 10.3점을 보였으며,암 관련 웹사이트의
제공기관 조사결과 시민연대,호스피스 선교회 등의 기관 및 단체가 26.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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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실,김지현(2003)의 장루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는 국내 6개 사이트,국외 3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용 평가와 사이트 유용성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내용의 평가 항목으로는 장루시술의 원인 및 일반
적 정보,장루관리법,일상생활정보,장루의 합병증,응급상황정보,장루제품의
선택 및 구입정보,장루보유자의 심리적 지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사이트 유용성 평가에서는 저작성,유통성,목적,용이성,피드백,비밀보장
성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연구결과 전체적 웹 사이트의 평가는 국내 사이트
가 미국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미국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한
간호사의 관리와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목적성과 용이성 면에서
국내 사이트 보다 우수하였다.
홍은주(2000)는 인터넷상의 의약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일

반인의 측면에서 한글과 영어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예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평가 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사이트의 신뢰성,사
용의 편리성,일반사항으로 나누어 의약정보 내용과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고혈압’,‘Hypertension’을 키워드
로 하여 국내외 각각 30개 사이트를 평가하였다.결과는 정보의 신뢰성과 편리
성에서는 국내외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사이트의 신뢰성,일반사항에서는
국외가 국내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항목별로 자료의 보완
성과 내부검색 엔진의 유무,사이트의 목적,제작자의 명시,재정적 후원 명시,
비밀보장,피드백의 항목에서 모두 국내가 국외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특정 단일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바,웹사이트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목적성,권위성,신뢰성,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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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상호작용성,용이성,지속성 등이 있었으며,내용의 평가에서는 과학적
건전성,정보의 충분성,필수 정보의 유해성,보건교육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유
익성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강세원,2003).
김정은 등(2003)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에

서는 186개 종합병원 사이트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련 정보 제공 여부와 정보
량을 평가하였으며,고혈압에 관련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16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목적성,내용의 적절성,귄위성,신뢰성,상호작용성,용이
성,지속성의 7가지 영역의 27문항으로 평가하였다.평가 결과 종합병원의
27%만이 고혈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16개의 고혈압 관련 웹사이트
평가에서는 75%가 사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가지고 있었으
나 50%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았고,50%만이 최근 정보 게시 일을 표시하고
있었다.국내의 건강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수적으로만 팽창 했을
뿐 질적으로는 미비하다는 것과 국내 건강관련 사이트들의 질 평가 기준이 아
직 마련되지 못한 현실은 향후 인터넷 건강정보의 개발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암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질병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이트의 개발이 시급함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가 많으나 그 정보가 많으나 그 정보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되지 않아 환자나 그 가족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제
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의 적절성을 평가한

김정은 외 3인(2003)의 도구와 인터넷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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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뇌졸중 관련 정보 적절성
평가도구로 8개 항목 2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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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과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야후코리아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뇌졸중‘을 키워드로 검
색한 웹사이트이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평가한 김정은외 3인(2003)의 도구와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기준을 제시한 한
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8개 항목 28
문항의 도구이다.
도구는 목적성,내용의 적절성,권위성,신뢰성,상호작용성,용이성,지속성,

비밀 보장으로 구성되었다.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자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신경과 전문 간호사가 평가 하였으며.채점자 간 신뢰도는 kappa
값 .84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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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뇌졸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검색엔진으로 일반
인의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검색어가 들어있는 각각의 웹사이트 내의 모든 ‘웹
페이지’를 검색해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이를 모두 수집한 뒤 분류,연구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야후 코리아’검색엔진을 선정하였으며,정보의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Yahoo.co.kr의 검색 사이트로 검색어는
뇌졸중으로 하였다.

검색 시기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적절성 평가
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이트 15개를 선정하였고,선정된 사이트는 부록 1에
제시 하였으며,검색된 웹사이트 중 다음의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시
켰다.
① 문서의 내용 중 뇌졸중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② 뇌졸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특정 뇌졸중에 관한 정보만 담고 있
는 경우

③ 검색은 되었으나 해당 사이트의 연결이 안 된 경우
④ 이미 중복되어 있는 사이트인 경우
⑤ 검색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뇌졸중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이트와 동
일한 경우

⑥ 의학 평가 기준인 본 연구의 평가도구로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한의학 정
보를 다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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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 자료는 SPSSwin10.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연구도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kappa값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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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뇌졸중’을 키워드로 하여 야후코리아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현현현황황황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전체 262개의 사이트가 검색되었고,이들 사이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학/
건강/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의학상
식,의학정보,의학포럼,의학용어사전,의학상담,건강정보,건강강좌,건강백
과,질병정보,질병백과,등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또한 특수클리닉이라는
메뉴 아래에 뇌졸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이는 대부분의 다른 사이
트들이 클리닉 소개의 메뉴에서는 진료의 시간이나 의료진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서,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뇌
졸중 질환 정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사이트가 질환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웹서비스 기능 중에서 뇌졸중 관련 정보제공,의료상담,게시판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뇌졸중 관련 정보제공의 내용으로는 정의,종류,증상,
위험인자,치료,예방,응급처치로 구분하였다.또한 메뉴 상에는 표시되어 있
으나,실질적으로는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
고,웹사이트의 뇌졸중 관련 정보 제공 기관으로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개인
병원,제약/일반회사,자치단체/복지법인,민간사설,백과사전,웹사이트 중복,
웹사이트 폐쇄된 곳으로 분류되었으며,정확한 현황 분석을 위해 백과사전 3개
사이트,웹사이트가 중복된 4개 사이트,웹사이트가 폐쇄된 29개 사이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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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여 226개의 사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이에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 제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1>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 제공기관 (n=226)

제공기관 실수 백분율
대학병원 6 3
종합병원 78 35
개인병원 51 23
제약/일반회사 6 3
자치단체/복지법인 14 6
민간사설 71 31
계 226 100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 제공기관별로 살펴보면,대학병원과 제약/일반
회사에서는 총 226개의 사이트 중에서 각각 6개 사이트(3%),자치단체/복지법
인에서는 14개 사이트(6%)로 낮게 나타났고,종합병원과 민간사설에서 각각
78개 사이트(35%),71개 사이트(31%)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정보제공의 유무
는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개인병원에서는 51개 사이트로
(23%)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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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 현황 (n=226)

제공유무
정보내용

유 무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정의 97 43 129 57
종류 76 34 150 66
증상 73 32 153 68

위험인자 70 31 156 69
치료 73 32 153 68
예방 72 32 154 68

응급처치 54 24 172 76
상담 129 57 97 43
게시판 179 79 47 21
기타 215 95 11 5

인터넷상의 뇌졸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226개로 우선
웹사이트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정의는 97개의 사이트
(43%),종류는 76개의 사이트(34%),증상과 치료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사
이트는 73개의 사이트(32%)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이것은 뇌졸중에 대한 개념 홍보 에서부터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보
완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인자는 70개 사이트(31%),예방은 72개 사이트(32%),응급처치는 54개

의 사이트(24%)로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대상자는 뇌졸중 관련 사이트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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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뇌졸중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
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한편,상담은 129개의 사이트(57%),게시판의 활용도에서는 179개의 사이트

(79%)로 높게 나타났다.대부분 자유로이 의료 이외의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고,일부 사이트에서는 의료상담과 게시판을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으며,방명록 기능만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기타 내용에서는 병원의 소개나 병원 홍보내용과 진료시간 요양원 이용
요금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22...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국내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15개 사이트를 선정하여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 하였다.
평가는 본 연구자와 현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신경과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뇌졸중 관련 정보의 적절성을 각각 평가
하여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결과들은 함께 재평가하였으며,이 과정의 분석
은 단순한 예/아니오로 평가하였다.이결과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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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
(((nnn===111555)))

영영영 역역역 항항항 목목목 평평평 가가가 내내내 용용용
평평평 가가가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실실실수수수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실실실수수수 분분분율율율

목목목적적적성성성

목적명시 사이트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거
나 알수 있다. 10 67 5 33

대상명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
나 알수 있다. 9 60 6 40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하다. 14 93 1 7

URL/
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명이
적절하다. 7 47 8 53

내내내용용용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목적 내용이 사이트의 목적에 부합
된다. 15 100 0 0

대상
주제

내용이 의도한 대상에 적절하다.
내용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적절하다.

15
15

100
100

0
0

0
0

표현방법의
다양성

표현방법이 의도한 대상에 적합
하고 다양하다. 7 47 8 53

내용의
범위/깊이

전반적이고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8 53 7 47

내용의
일관성

일정 주제하에 제공되는 정보
들이 일관성이 있다. 13 87 2 13

내용의
정확성

내용중에 잘못된 정보가 없고
정확하다. 11 73 4 27

출처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1 7 14 93

권권권위위위성성성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기되
어 있다. 13 87 2 13

저자 연락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
(e-mail,tel)가 있다. 14 93 1 7

저자의
전문성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다. 12 8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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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뢰뢰뢰성성성
지원기관
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기재
되어 있다.

14 93 1 7

　지원기관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

14 93 1 7

상상상호호호
작작작용용용성성성

관리자
연락처

사용자가 질문을 할수 있도록
관리자의 e-mail이 제공되고 있다. 10 67 5 33

의견수렴
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다.(Q& A,
게시판,방명록)

12 80 3 20

업무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다.
(Q& A답변,처리사항 게시 등) 9 60 6 40

용용용이이이성성성

사이트맵/개
요

사이트맵이 있어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10 67 5 33

사용법
/도움말

사이트 사용밥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이 있다. 0 0 15 100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 기능이
있다 11 73 4 27

지지지속속속성성성

처음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
되어 있다 12 80 3 20

최종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
되어 있다. 2 13 13 87

최근정보
게시일

게시판 등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의 게시일을 알수 있다. 12 80 3 20

외부링크
모든 링크가 연결이 되며,자료
원이 적절하여 추가정보를 제
공한다.

10 67 5 33

비비비밀밀밀
보보보장장장성성성

개인정보
보호기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
지고 있다. 7 47 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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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성
목적성 영역의 4문항을 보면 목적의 명시는 10개의 사이트(67%),대상의 명

시는 9개의 사이트(60%)로,대부분 기관의 소개라거나 기관대표의 인사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고,목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명시되고 있었으며.사이
트의 이름과 목적 또는 내용이 적절한가에서는 1개의 사이트(7%)를 제외한 모
든 사이트가 적절하였다.URL/Domain명의 적절성에서는 7개의 사이트(47%)
로 절반이상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영역의 8문항에서는 목적과 대상,내용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에 적절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각각 100%로 적절성이 매우 높았으며,내용의
일관성과 내용의 정확성은 각각 13개의 사이트(87%),11개의 사이트(73%)로
적절성이 높았고,표현방법의 다양성에서는 7개의 사이트(47%),내용의 범위와
깊이에서는 8개의 사이트(54%)에 불과하여 적절성이 다소 낮았다.또한 자료
의 출처 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 사이트는 1개의
사이트(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다)권위성
권위성 영역의 3문항에서 저저의 표시는 13개 사이트(87%),저자 혹은 정보

제공자의 연락처가 있는 사이트는 14개의 사이트(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저자의 전문성으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분야의 권위자인가에서는
12개의 사이트(80%)로 높게 나타나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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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신뢰성
신뢰성 영역의 2문항에서는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등

의 기재와 연락처의 명시는 자신의 기관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
었으므로 1개의 사이트(7%)를 제외한 곳에서 모두 명시되어 있어 적절성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마)상호 작용성
상호 작용성 영역의 3문항에서는 사용자가 질문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e-mail이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는 10개의 사이트(67%)로 나타났으며,Q&A나
게시판,방명록과 같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있는 곳은 12개의 사이
트(80%)노 높았으나,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는 Q&A 답변과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9개의 사이트(60%)로 낮게 나타났다.

바)용이성
용이성 영역의 3문항에서는 사이트 맵/개요가 제공되는 곳이 10개의 사이트

(67%)였고,사이트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에서는 15개의 사
이트 모두 없어 정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에,사이트 내
에서의 검색기능이 있는 곳은 11개의 사이트(72%)로 높게 나타났다.

사)지속성
지속성 영역의 4문항에서는12개의 사이트(80%)에서 처음 제작 일을 표시하

여 높게 나타났으며,지속적인 사이트 관리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13개의 사이트(86.7%)에서 최종 갱신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최신의 정보인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게시판 등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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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알 수 있는 사이트는 12개의 사이트(80%)로 높게 나타나 웹사이트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외부로의 링크가 되어 자료원이 적절하
여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10개의 사이트(66.7%)로 나타났다.

아)비밀보장성
비밀보장성의 1문항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8개의 사이트(53.3%)로 절반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보호기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누출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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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111...논논논의의의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단위가 아닌 ‘웹사이트’
단위의 정보를 검색해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야후 코리아’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였다.
검색도구의 선정에 있어서 ‘야후 코리아‘이외의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을 시

도하지 않아 다른 검색엔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상당수의 평가 가능 대
상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이는 본 연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개 항목 28개 문항의 도구이다.8가지 영역
으로는 목적성,내용의 적절성,권위성,신뢰성,상호 작용성,용이성,지속성,
비밀보장성이며,적절성 평가는 예/아니오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웹사이트 선정 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맞는

15개의 사이트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이 과정에서 선정된 15개 사이트가 뇌
졸중 관련 정보가 웹사이트를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다양한 뇌졸중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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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논논논의의의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많이 있었지만,정보의 현황
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 이유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자신들의 홈
페이지들이 기관의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개발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약간의 서비스라는 측면의 질병관련 정보의 제공은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이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볼 때 더욱 그 문제가 확연히 들어 나
는데,대부분의 건강관련 사이트들이 정보의 깊이와 범위에 있어서 기초 수준
에 머물러 있어서 전문 고급 정보를 인터넷에서 입수하기란 아직 미흡한 것으
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적절성 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정보제

공의 목적이 분명치 않고,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낮으며,자료의 출처가 불분
명하여 대상자들이 더 깊은 자료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한 점,지속적인 사이트 관리
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최종 갱신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최신
의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고혈압 관련 웹사이트 분석한 배혜경(2003)의 연구에서 의학정보나 약

학정보 보다 민간요법 및 기타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았으며,당뇨병 관련 건강정보 웹사이트 평기기준을 개
발한 강세원(2003)의 연구에서도 많은 사이트들이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내용
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실제적으로 당뇨병환자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
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못하였으며,국내 고혈압 사이트
정보 분석한 김정은 외(200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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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련 사이트들이 정보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
것과 본 연구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뇌졸중 환자 가족과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교육 요구도를 비교한 성
기연(2004)의 연구에서는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뇌졸중의 예방과 재발방
지 방법,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대처방법,예후,뇌졸중의 증
상,치료과정,안정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조사 되었으며,보호자들은 뇌졸중의 원인,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
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방법,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
해 궁금해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유성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과 환자 추후관리영역,환자간호영역,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
에 대한 정보영역에 대해 요구도가 높았으며,박효선(1998)의 연구에서도,뇌졸
중 환자 가족은 질병,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정보요구와 신체기능수준과 관련
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기관 절개관 관리,비위관 관리 및 위관 관
리,재활 및 운동과 관련된 관리,응급상황관리,배뇨관리 및 욕창관리 등의 요
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오정은(2001)의 연구에 의하면,의료적 문제,가정
문제,경제적 문제,사회․심리적 문제,직업문제,성 문제,재활정보,기타 필
요한 서비스 등의 요구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 제시한 뇌졸중 관련 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요구와 개선점들이 보
완된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인
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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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본 연구에
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웹사이트가 상당수 국내 인터넷상에 업로드(upload)되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인터넷상의 뇌
졸중 관련 정보를 본 연구와 같이 분석하여 한시적인 분석이나마 현황을 파악
하는 것이 향후 인터넷상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검색도구의 선정문제이다.본 연구에서는 개별 웹페이지를 검색해주
는 야후코리아를 선택하였으며,여러 가지의 검색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는 뇌졸중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한 1회적 평가라는 제한점을 가지며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 및 관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양의 국내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많이 되어있지 못한 이유도 있다.인터넷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일질환에 대한 건
강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연구가 국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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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웹사이트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야후코리아‘에서 ‘뇌졸중’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이트의 현황과

적절성을 평가하였다.연구도구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의
적절성을 평가한 김정은 외 3인(2003)의 도구와 인터넷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
가기준을 제시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뇌졸중
관련 정보 적절성 평가도구이다.
검색 시기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

이트는 총 226개이었다.다루고 있는 정보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정의 97개 사
이트(43%)였고,종류 76개 사이트(34%),증상과 치료 73개 사이트(32%),위험
인자 70개 사이트(31%),예방은 72개 사이트(32%),응급처치 54개 사이트
(24%)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가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따라서 대상자는 뇌졸중 관련 사이트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
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상담의 활용도는 129개 사이트(57%)였고,게시판의 활용도는 179개 사

이트(79%)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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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의 적절성 평가 결과
1)목적성 영역에서는 목적 67%,대상 60%,사이트명 93%,URL/Domain

명 47%가 명시되어 있었다.
2)내용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목적,대상,주제 각각 100%로 적절성이 매

우 높았으며,내용의 일관성과 내용의 정확성은 각각 87%,73%로 적절성이
높았고,표현방법의 다양성 47%,내용의 범위/깊이는 53%로 적절성이 다소 낮
았다.또한 자료의 출처 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 사
이트는 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3)권위성의 영역에서는 저자표시 87%,저자 연락처 93%,저자의 전문성

80%로 높게 나타났다.
4)신뢰성 영역에서는 지원기관기재,지원기관 연락처 각각,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상호작용성 영역에서는 관리자 연락처 67%,방명록과 같은 의견 수렴

할 수 있는 기전은 80%로 높았으나,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는 60%에
불과 했다.
6)용이성 영역에서는 사이트 맵 67%,검색기능 73%로 나타났으나,사용법

이나 도움말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7)지속성 영역에서는 처음 제작일 표시 80%,최종 갱신일 표시 13%,최근

정보게시일 80%,외부링크 67%로,갱신일 표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비밀보장성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기전 47%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뇌졸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으나 뇌졸중 관
련 환자나 그들의 가족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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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절성 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정보제공의 목적이 분명
치 않고,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낮으며,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상자들이
더 깊은 자료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질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한 점,지속적인 사이트 관리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최종 갱신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최신의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상에 제시한 개선점들이 보완된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뇌졸중 환

자와 그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인터넷상의 뇌졸중 관련 정보가 될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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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첫째,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뇌졸중에 관한 웹사이
트 컨텐츠 개발을 위한 요구도를 파악한 뒤 문헌고찰 및 기존의 사이트 내용
을 근거로 뇌졸중 관련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
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퇴원 후에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감은 증가할 것이며,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뇌졸중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으로,추후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뇌졸중 관련 정보와 선행 연구된 뇌졸중 환자와 가족
들의 입원 또는 퇴원시의 교육 요구도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적용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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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부부부록록록111>>>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항항항목목목

1)목적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사이트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밝

히고,그 목적과 대상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
서는 목적성에 대한 평가는 목적제시,대상제시 뿐만 아니라 대상 사이트의 목
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사이트명과 URL/Domain명의 평가도 포함하였다.

2)내용의 적절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용이

사이트의 목적과 대상,주제,표현방법의 다양성,내용의 범위/깊이,내용의 일
관성,내용의 정확성,출저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3)권위성
저자(편집자)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e-mail.Tel)의 표기 여부와 저자의

전문성에 대한 것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4)신뢰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및 건강정보의 신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을 기재하고,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지원 기관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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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호작용성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와의 정보교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자가 질문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e-mail이 제공되고 있는지,사용자의 의견수
렴을 위한 기전여부와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 3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였다.

6)용이성
사용자가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

이트맵에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이 가능한지를 보는 개요와 사용법/도움말
기능과 검색기능에 대한 것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7)지속성
사이트의 내용 등에 관한 지속적인 갱신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처음 제작일

표시,최종 갱신일 표시,최근 정보 게시일,외부링크등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
하였다.

8)비밀 보장성
개인 정보 보호원칙에 대한 명시 또는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관한 정책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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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항항항목목목 상상상세세세내내내용용용

기 준 문 항 상 세 설 명

목적성
목적명시 사이트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다.
대상명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나 알 수 있다.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용에 적절하다.

URL/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명이 적절하다.

내용의
적절성

목 적 내용이 사이트의 목적에 부합된다.
대 상 내용이 의도한 대상에 적절하다
주 제 내용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적절하다.

표현방법의 다양성
내용의 범위/깊이

표현방법이 의도한 대상에 적합하고 다양하다.
전반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내용의 일관성 일정 주제 하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관성이 있다.
내용의 정확성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없고 정확하다.

출처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권위성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기되어 있다.
저자 연락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e-mail,tel)가 있다.
저자의 전문성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분야의 권위자이다.

신뢰성
지원기관 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원기관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

상호작용성

관리자 연락처 사용자가 질문을 할수 있도록 관리자의
e-mail이 제공되고 있다.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다.(Q& A,게시판,방명록)

업무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다
(Q& A답변,처리사항 게시 등)

용이성
사이트맵/개요 사이트맵이 있어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사용법/도움말 사이트 사용밥법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말

기능이 있다.
검색기능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 기능이 있다

지속성

처음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최종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최근정보 게시일 게시판 등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의 게시일을

알 수 있다.

외부링크 모든 링크가 연결이 되며,자료원이 적절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비밀보장성 개인정보보호기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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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대대대상상상 사사사이이이트트트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명             명             명             명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명명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http://stroke.yu.ac.kr
http://www.eunhyehosiptal.com
http://www.jungdream.co.kr
http://friendclinic.com/neuro_info/2.ht
http://www.dizzyclinic.com
http://www.ohmydoctor.co.kr
http://ijungpung.com/index.html
http://www.kinm.co.kr
http://neuro-park.com
http://jymhos.com
http://www.hyomind.co.kr
http://helath.saha.busan.kr
http://medicity.com/jilbyung/naejol.html
http://dootong.com/stroke
http://myhome.naver.com/osj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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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444>>>인인인터터터넷넷넷상상상의의의 뇌뇌뇌졸졸졸중중중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도도도구구구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평가 날짜:
평가자:
영영영역역역 항항항목목목 평평평가가가내내내용용용 평평평가가가결결결과과과

목목목적적적성성성

목적명시 사이트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거
나 알 수 있다. □ 예 □아니오

대상명시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거
나 알 수 있다. □ 예 □아니오

사이트명 사이트의 이름이 목적 또는 내
용 에 적절하다. □ 예 □아니오

URL
/Domain명

사이트의 URL/Domain명이 적
절 하다. □ 예 □아니오

내내내용용용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목적 내용이 사이트의 목적에 부합
된다 □ 예 □아니오

대상 내용이 의도한 대상에 적절하다 □ 예 □아니오

주제 내용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적절하다. □ 예 □아니오

표현방법의
다양성

표현방법이 의도한 대상에 적합
하고 다양하다. □ 예 □아니오

내용의 범위
/깊이

전반적이고 깊이있게 다루고 있
다 . □ 예 □아니오

내용의
일관성

일정 주제 하에 제공되는 정보
들이 일관성이 있다. □ 예 □아니오

내용의
정확성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없고
정확하다. □ 예 □아니오

출처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 예 □아니오

권권권위위위성성성 저자 표시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기되
어 있다. □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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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락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
(e-mail,tel)가 있다. □ 예 □아니오

저자의
전문성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해당분
야의 권위자이다. □ 예 □아니오

신신신뢰뢰뢰성성성

지원기관
기재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
인/기관/단체등이 기재되어있다. □ 예 □아니오

지원기관
연락처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
인/기관/단체등의 연락처가 명시
되어 있다.

□ 예 □아니오

상상상호호호
작작작용용용성성성

관리자
연락처

사용자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e-mail이제공되고있다. □ 예 □아니오

　
의견수렴기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는 기전이 제공되고 있다.(Q&
A,게시판,방명록)

□ 예 □아니오

업무처리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
다 (Q & A답변,처리사항 게시
판등)

□ 예 □아니오

용용용이이이성성성

사이트맵
/개요

사이트맵이 있어서 전체 사이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 예 □아니오

사용법
/도움말

사이트 사용밥법에 대한 설명이
나 도움말 기능이 있다. □ 예 □아니오

검색기능 사이트내에서의검색기능이있다 □ 예 □아니오

지지지속속속성성성

처음제작일
표시

사이트의 처음 제작일자가 표시
되어 있다 □ 예 □아니오

최종갱신일
표시

사이트의 최종 갱신일자가 표시
되어 있다. □ 예 □아니오

최근정보
게시일

게시판 등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 의 게시일을 알 수 있다. □ 예 □아니오

외부링크
모든 링크가 연결이 되며,자료
원이 적절하여 추가 정보를 제
공한다.

□ 예 □아니오

비비비밀밀밀
보보보장장장성성성

개인정보
보호기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
지고 있다. □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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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nnnAAApppppprrroooppprrriiiaaattteeennneeessssssooofffSSStttrrroookkkeeerrreeelllaaattteeeddd
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ooonnnIIInnnttteeerrrnnneeettt

Kim,SunHui
DepartmentofCriticalCar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rewasacontinuousincreaseinthedemandfrom patientsandtheir
families forinformation on stroke,a chronic disease,as they required
self-carepractices.A lotofstrokerelatedinformationwassuppliedonthe
Internetbutitwasnotevaluatedastoappropriatenesssothatpatientsand
theirfamilieshadlimitsintheuseoftheinformation.
ThisstudyinvestigatedstatusofstrokerelatedwebsitesonlocalInternet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the information and to do descriptive
investigation.
The study investigated status ofwebsites retrieved by keyword of

'stroke'onInternetportalsiteofYahooKoreatoevaluateappropriateness.
Toevaluateappropriatenessofstrokerelatedinformation,thestudymade
useofnotonly toolsofKim Jeong-eun etal(2003)whoinvestigated
hypertensionrelatedinformationonInternetbutalsotheevaluationtoo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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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relatedinformationthatsupplementedtheoneoftheKoreaInstitute
forHealth andSocialAffairs(KIHASA)investigating appropriatenessof
healthinformationonInternet(2002).

Thefindingswereasfollows:
1.As many as 226 websites supplied stroke related information on

Internet,forinstance,97websites(43%)ofdefinitions,76websites(34%)
oftypes,73websites(32%)ofsymptom aswellasmedicaltreatment,70
websites(31%)ofriskfactors,72websites(32%)ofpreventionand54
websites(24%)offirstaid,etc,allofwhichdidnotreach50%.Therefore,
thepatientsandtheirfamilieswhowantedtoretrievetheinformationon
strokerelatedwebsiteshaddifficultiesatgettingaccesstotheinformation.
Ontheotherhand,129websites(57%)madeuseofcounseling,while

179websites(79%)didbulletinboardsmuch.

2.EvaluationResultsofAppropriatenessofStrokeRelatedInformationon
Internet
1)Thepurposeconsisted ofpurposes(67%),objects(60%),website

names(93%)andURL/Domainnames(47%).
2)The contents consisted ofpurposes (100%),objects (100%)and

subjects(100%)tobeverymuchappropriate,anddidconsistency(87%)
and correctness (73%) to be much appropriate,and did variety of
expressionmethods(47%)andscopeanddepthofcontents(53)tobeless
appropriate.And,sourceofthematerialwasthoughttobeimportant: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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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orethan7% ofthewebsitessuppliedsourceofthematerial.
3)Theauthorityconsistedofauthoridentification(87%),authorcontact

(93%)andauthor'sspecialty(80%)tobehigh.
4)Thereliabilityconsistedofstatementofsupportorganizations(93%)

andcontactofsupportorganizations(93%)tobeverymuchhigh.
5)Theinteraction consisted ofmanager'scontact(67%),a visitor's

bookandotheropinioncollectingsystems(80% andQ&A (60%).
6)Theeasinessconsistedofsitemap(67%)andretrieval(73%).No

websitesupplied'help'and'how touse'.
7)Thecontinuityconsistedofidentificationofthefirstmanufacturedate

(80%),identification oflastrevision date(13%),thedatenotifying the
latestinformation (80%)and externallink (67%):Identification oflast
revisiondatewaslow.
8)Thesecurityconsistedofprivateinformationprotectionsystem (47%)

tobelow.

A lotofwebsitessuppliedstrokerelatedinformation:But,thewebsites
thatcouldsupplycomprehensiveinformationtopatientsandtheirfamilies
bysinglewebsitewereinsufficient.
A lotofproblemswerefoundattheevaluationofappropriatenessto

require taking corrective actions, for instance, uncertain purpose of
informationsupply,low scopeanddepthofcontents,uncertaininformation
sourcetobedifficulttosatisfypatientsandtheirfamilieswhowantedto
look formoredetailed information,Q&A thatcould notbesuppl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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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andneithercontinuousmanagementofwebsitesnoridentification
oflastrevisiondatetoraisedoubtonthelatestinformation,etc.
If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uld be supplied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stroke on Internet after taking corrective actions of
above-mentionedproblems,theywouldbesatisfiedwiththeinformation.

KKKeeeyyywwwooorrrdddsss:Stroke,Internet,EvaluationofInformationAppropri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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