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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구구조  질병양상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 과 소득수 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날로 그 비

을 더해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시행에 힘입어 정부  민간 주도의 활발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사회 각 부문의 격한 변화와 발 을 도모하

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

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를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여 많은 산

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문에서도 국민 서비스 개선과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정보화’의 일환으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 건강증진기 을 지원하여 1999년부터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guide.kihasa.re.kr)’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의 양질의 건

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식 환을 통한 건강생활의 실천을 유

도하고, 국민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효과 인 수단으로 평가되

어 왔으나, 재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리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거나 보다 효율 인 시스템 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2001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에서 제공

되고 있는 일형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변환함과 동시에 신규 데이

터베이스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을 목

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2차년도 사업

으로 1차년도에 사업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운 과 내용의 확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제공을 해 일반인을 상으로 추가

로 요구되는 건강정보의 수요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구축 등에 한 내용  과정을 기술하고, 운 실 과 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향후 련 분야의 연구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연구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 실과 건강정책과의 많은 계자 

분들, 인터넷 건강정보수요도 조사 설문지 개발에 조언을 해 주신 서울 학교 

간호 학의 박 애 교수, 그리고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의 추가개발을 담당한 

(주)펄소 트의 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 바쁜 일정 가운

데서도 원고를 읽고 개발과정에서 귀 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 원의 서미경 

연구 원, 장 식 부연구 원께도 감사를 표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님

을 밝 둔다.

2002年 12月

韓國保健社 硏究院

院 長     朴 純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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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Ⅰ. 序論

□ 데이터베이스는 각 부문에 산재한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수집‧가

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며, 다수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

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산업의 발 을 이루기 한 기반을 형성함.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재 일반인들은 스포츠/건강에 한 데이터베이스

(31.7%)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목 은 국민건강증진을 한 국가차원의 보다 검증된 정보를 구

축하여 제공하는데 있으며, 멀티미디어 건강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건강증진과 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의 보 과 국가 건강증진정책 수

립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 으로 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황 분석, 건강정보 데이터베이

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요구분석을 바탕으

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단계를 거치며, 구축된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과 련 문가에게 제공하고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圖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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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강정보 공급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 현황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및 사업목적 설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 DB 구축

- 의료자원 DB 구축

- 연구보고서 DB 구축

- 전자도서관 DB 구축

- 통계정보 DB 구축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범위 선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 조사

- 건강정보 이용현황

- 건강정보 이용도, 요구도

및 보완요구도 조사

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 평가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 DB 성능평가

- 정량평가

전문가 자문 시스템 개발업체

국내외 건강정보 공급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 현황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및 사업목적 설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 DB 구축

- 의료자원 DB 구축

- 연구보고서 DB 구축

- 전자도서관 DB 구축

- 통계정보 DB 구축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범위 선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 조사

- 건강정보 이용현황

- 건강정보 이용도, 요구도

및 보완요구도 조사

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 평가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 DB 성능평가

- 정량평가

전문가 자문 시스템 개발업체

〔圖 1〕硏究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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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利用  提供現況

  1. 利用  環境分析

□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목 으로는 ‘자료‧정보검색’이 42.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9년 10월 이후 이 비 은 크게 감소하 고, 이

메일  화‧음악 감상, 인터넷 뱅킹, 동호회활동, 등의 기타(13.2%) 목

의 인터넷 이용비 은 증가하 음.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자료‧

정보검색  융거래조회 등의 인터넷 이용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메

일사용이나 게임‧오락에 한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2000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 활용도가 격히 늘었으며 

개인 이용자의 95.1%  기  종사자의 85.2%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터넷'이 기존의 주요 

정보원이었던 오 라인 상의 신문/TV/라디오  학술지/논문/보고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논문/보고서 등의 이 상 으로 

은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들이 재 이용 인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소분류로 나  경우 스포

츠/건강이 31.7%로 가장 많았고, 신문/잡지(16.6%), 생활문화/가정생활(9.3%), 

오락/ /시설안내(8.2%), 쇼핑/주문(7.0%), 여행/스 (6.6%), 방송/연

(6.0%), 융/증권/보험(6.0%), 교육/학습/진학/유학/입시(3.5%), 직업/취업

(2.1%)의 순이었음. 

□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한 이래 40여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련 기

술은 데이터의 장, 리, 검색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련된 분야와 

네트워크의 보편화에 따른 웹, 인터넷 분야, 그리고 데이터 이용과 련된 

유료화, 작권 리 등의 유통 련 분야로 폭넓게 연계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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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定義  分類

□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

공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 으며 보건의

료체계 내에서의 건강정보 분류는 <表 1>과 같음.

〈表 1〉인터넷 健康情報의 分類

분 류 항 목 내 용

건강증진/

질병 방

정보

일반건강상식 건강상식,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정보

자가진단 증상별 자가진단을 한 정보

응  정보 응 시 처치법 등의 정보

진단/

치료 정보

질병정보 질병의 정의, 증상, 방, 치료 등의 정보

약물정보 복약 등 약물의 사용에 한 정보

검사정보 검사 과정이나 결과에 련된 정보

인력 정보

의사정보 의사 인력정보 검색을 한 정보

간호사정보 간호사 인력정보 검색을 한 정보

기타 인력 정보 보건의료 문가 인력정보 검색 정보

시설 정보

병원정보 병원 검색을 한 정보

약국정보 약국 검색을 한 정보 - 약국명, 치 등

보건소정보 보건소 검색을 한 정보 - 치 등

응 의료기 응 의료기  검색 

기타보건의료기 액원, 의과 학, 헬스 센터 등의 정보

물자 정보
약품정보 약품정보 

의료물품정보 의료물품 련 정보 

지식 정보

문헌정보

논문 건강 련 국내외 학  논문 

학술지 건강 련 국내외 학술지 

보고서 건강 련 국내외 보고서 

교육정보 건강 련 교육자료 

용어정보

의학용어 의학용어 

검사용어 검사와 련된 용어 

의약용어 의약품 용어 

통계정보 국내외 보건의료 련 인력, 시설 통계 

의학기술 의학지식 문의학지식 련 

행정‧법령

정보
행정‧법령 정보 건강정보에 한 국가 행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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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國內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情報센터 現況

□ 건강정보 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정보센터로는 남 학

교의 보건연구정보센터(http://www.richis.org/), 충북 학교의 의약연구정보센

터(http://www.medric.or.kr/), 숙명여자 학교의 의약품연구정보센터(http://dric. 

sookmyung.ac.kr/)가 있음.

 ○ 보건연구정보센터

   — 보건연구정보센터는 학술정보, 인력정보, 정책정보, 통계정보, 법률정보, 

건강정보, 자 을 제공함.

 ○ 의학연구정보센터

   — 의학연구정보센터는 학술정보, 연구공모정보, 연구인력정보, 기 정보, 

연구방법  재료정보, 특성화연구정보, 건강정보를 제공함.

 ○ 의약품연구정보센터

   — 의약품연구정보센터는 연구인력정보, 연구성과정보, 학술행사정보를 제

공하고 자도서 을 운 함.

  4. 國外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現況

□ 보건의료 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심으로 요약, 정리함. 이들은 

주로 정부의 보건 련기 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장기간에 걸쳐 다

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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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主要 保健醫療 關聯 데이터베이스(알 벳 )

명칭 소개  URL 

CANCERLIT

암과 련한 140만건 이상의 서지  록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미국암연구소에서 운

http://www.cancer.gov/search/cancer_literature/search_cancerlittopic.aspx

CHID online
미국연방정부산하의 보건의료 련 기 에서 생산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 http://chid.nih.gov/ 

ClinicalTrials.gov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미국국립의학도서 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로, 환자, 환자가족, 일반인에게 임상연구의 최근정보를 제공 

http://clinicaltrials.gov/

CRISP

Computer Retrieval of Information on Scientific Projects, 

미국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와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

http://www-commons.cit.nih.gov/crisp/

DIRLINE

보건  생명의학에 련된 기 , 연구자료, 연구과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범 하고 다양한 정보에 해 그 치와 

기술정보를 제공  http://dirline.nlm.nih.gov/  

Drug Information 

from US

Pharmacopeia

MedMaster™, USP DIR, Advice for the PatientR에서 제공되는 

9,000여 종 이상의 처방과 일반의약품 투약에 한 정보 제공

http://www.nlm.nih.gov/medlineplus/druginformation.htm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약물, 생물학, 화장품, 의료장치, 방사선보건에 한 최신 

규제정보 제공  http://www.fda.gov/search.html

HSTAT

보건의료제공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 소비자, 보건의료정보 문가를 

상으로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웹 상의 무료 문(full-text) 서비스 제공 

http://hstat.nlm.nih.gov/hq/Hquest/screen/HquestHome/s/51626

IBIDS Database
건강보조제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691,193건의 서지  록정보 

제공  http://ods.od.nih.gov/showpage.aspx?pageid=48

LOCATORplus

미국국립의학도서 의 온라인 목록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제목, 

단행본, 시청각자료, 보고서 정보제공 

http://locatorplus.gov/

MCA/MR

Syndromesⓒ DB

다발성선천성이상/정신지체 증후군 데이터베이스로 1,600～2,000개의 

증후군  700개 이상의 증후군에 한 요약  주요특징 등의 

자료를 제공  http://www.nlm.nih.gov/mesh/jablonski/syndrome_title.html

MEDLINE Search

미국국립의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4,300여 개 

생명의학 에서 발간된 1200만 건 이상의 논문의 서지  록정보 제공 

http://www.ncbi.nlm.nih.gov/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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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계속

명칭 소개  URL 

REHABDATA

미국국립재활정보센터에서 만들어진 장애, 재활에 한 

문헌데이터베이스로 1997년 이후의 12,000건의 자료를 제공.

http://www.naric.com/search/

TOXNET 

Databases

독물학, 환경보건  련 주제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련정보를 제공.

http://toxnet.nlm.nih.gov/

Vaccine Info 

Database

백신  질병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http://www.immunizationinfo.org/search/index.cfm

Virtual 

HospitalR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들을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서 .  

http://www.vh.org/index.html

 ○ CHID(Combined Health Information Database)

   — 미국연방정부의 보건의료 련기 에서 구축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1985년부터 건강정보와 보건교육자원정보를 제공함. 연 4회(1월, 4월, 7

월, 10월) 갱신되며 16개의 주제에 해 정보를 제공함.

○ DIRLINE(Directory of Information Resource Online)

   — 기 , 연구, 사업 등 범 한 정보 소재  내용을 제공하는 미국의학

도서 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보건의료와 생의학에 을 두고 있

으며, 연방, 주, 지역의 정부기 , 정보  연계센터, 문가집단, 자조 

그룹, 학술/연구기   로그램, 정보 시스템  연구기 으로 분류하

고 있음. 

□ 국 - NHS Direct On-line 웹사이트(http://www. nhsdirect.nhs.uk/)

   — NHS Direct On-line 웹사이트는 건강과 련되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한 문의료진들의 견해와 여러 가지 뉴스, 건강한 삶을 한 

식이요법이나 체 조 , 운동, 음주, 연, 스트 스 리, 치아 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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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리, 퀴즈, 해성 감소 등의 건강정보, 건강 리지침서 등을 제공함. 

□ 호주 - HealthInsite 웹사이트(http://www.healthinsite.gov.au/)

   — HealthInsite 웹사이트는 정보의 질이 평가된 건강정보 웹 페이지를 연결

해주는 홈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호주 건강정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부

터 건강정보를 얻는데 있어 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보의 질을 보

장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음.

   — 라이  스타일 변화와 련된 일반건강정보와 연구보고 등의 문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나 논문 등의 연구보고를 제공하며, 

기타 문가의 견해와 정보를 제공함. 

Ⅲ. 健康情報 要調査

  1. 調査背景  調査內容

□ 본 조사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황  요구도를 조사하여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우선순 를 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실

시되었음.

□ 본 조사내용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일반 인 사항, 건강정보 종류

별 이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건강상식정보별 이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질병정보별 이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의 5부분으

로 구성됨.

  2. 調査結果

   — 응답자의 연령은 10 와 20 가 55.7%고 가장 많았으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197명(53%), 175명(47%)으로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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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의 재 주 인 건강상태는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하다’ 151명

(40.6%), ‘보통이다’ 163명(43.8%)으로, 부분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에 한 심은 매우 심있음 25.8%, 심있음 50.5%로 체의 

76.3%가 건강에 심이 있다고 응답함.

   — 평소 인터넷 이용목 으로는 정보검색 수집이 344명(92.5%), 이메일 사

용이 327명(87.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건강정보를 얻는 출처로는 인터넷(198명. 53.2%)이 가장 많았음.

□ 건강정보 이용 황

   — 건강정보 이용빈도 부분(98.4%)이 월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음.

   — 건강정보 이용 상으로는 ‘본인(213명, 57.3%)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69명, 18.5%), 자녀(55명, 14.8%)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 방문과 건강정보 이용시기는 의료기  방문과 계없이 인터넷

에서 건강정보를 찾는다는 응답이 173명(46.5%)으로 가장 많았음.

   — 평균 건강정보 검색시 방문 사이트 수는 2～3개 사이트 검색이 

51.3%(191명)으로 가장 많았음.

   — 최근 이용한 건강정보로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211명(56.7%)으로 가장 많았음.

   — 건강정보 이용목 으로는 건강증진  질병의 방과 치료를 한 정보

수집(237명, 63.7%)이 가장 많았음.

   — 건강정보 검색방법은 88.2%(328명)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방법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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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신뢰도  유용도

   — 인터넷 건강정보를 ‘거의 부분 믿는다’가 67명(18.0%), ‘ 체로 믿는다’

가 252명(67.7%), ‘약간만 믿는다’가 51명(13.7%), ‘거의 믿지 않는다’가 2

명(0.55)로 체로 믿는 경우가 많았음.

   — 인터넷 건강정보는 ‘매우 유용했다’가 90명(24.2%), ‘약간 유용했다’가 

261명(70.2%),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가 20명(5.4%), ‘  유용하지 

않았다’가 1명(0.3%)로 나타나, 체로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 인터넷상에서 문가의 사 평가를 통해 엄선된 양질의 건강정보만을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가 166명(44.5%), ‘필요하다’가 171명(46.0%)으로 응답자의 90.6%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운 주체로는 공공연구기 에서 운 해야 한다는 

의견이 67.5%(251명)로 가장 많았음. 

□ 건강정보 수요분석

 ○ 인터넷 건강정보(表 3 참조)

   — 이용한 경험이 있는 건강정보는 양, 체 조  등 건강과 련된 건강

상식을 이용한 경우(305명, 82.0%)가 가장 많았음.

   — 질병의 원인, 방, 치료 등에 한 질병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319명, 85.8%).

   — 자가진단정보가 가장 많이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 조사됨(115명,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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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健康情報 種類別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건강상식 (82.0) 1. 질병정보 (85.8) 1. 자가진단 (42.0)

2. 질병정보 (77.4) 2. 건강상식 (83.6) 2. 약품정보 (29.9)

3. 자가진단 (76.3) 3. 자가진단 (81.5) 3. 건강상식 (26.3)

4. 응 정보 (41.9) 4. 응 정보 (73.4) 4. 질병정보 (24.8)

5. 용어정보 (27.4) 5. 약품정보 (44.1) 5. 응 정보 (16.1)

6. 약품정보 (26.3) 6. 검사정보 (40.6) 6. 용어정보 (14.6)

7. 기 정보 (24.2) 7. 기 정보 (25.3) 7. 검사정보 (13.5)

8. 검사정보 (19.6) 8. 용어정보 (22.0) 8. 기 정보 (13.1)

9. 교육정보 (12.4) 9. 교육정보 (12.4) 9. 행정‧법령정보 (9.9)

10. 문헌정보 (12.1) 10. 문헌정보 (9.1) 10. 인력정보 (9.1)

11. 통계정보 (8.6) 11. 인력정보 (8.6) 11. 통계정보 (8.4)

12. 인력정보 (5.1) 12. 행정‧법령정보 (7.5) 12. 문헌정보 (6.6)

13. 행정‧법령정보 (4.8) 13. 통계정보 (5.9) 13. 교육정보 (5.8)

 주: 1) 복 응답함.

 ○ 인터넷 건강상식정보(表 4 참조)

   — 이용한 경험이 있는 건강상식정보는 양과 식생활 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205명, 55.1%).

   — 제공될 필요가 있는 건강상식정보로는 양과 식생활 련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159명, 42.7%).

   —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가운데, 성 련 정보가 가장 많이 보

완되어야 할 정보로 조사됨(52명,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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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健康常識情報 種類別 利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양과 식생활 (55.1) 1. 양과 식생활 (42.7) 1. 성 련 정보 (21.1)

2. 운동 (53.0) 2. 운동 (41.1) 2. 약물 오‧남용 (17.9)

3. 체 조  (48.4) 3. 흡연 (36.3) 3. 장애인건강 (15.9)

4. 흡연 (37.9) 4. 성 련 정보 (36.3) 4. 정신건강 (15.9)

5. 성 련 정보 (37.6) 5. 응 처치 정보 (35.5) 5. 운동 (15.0)

6. 미용건강 (32.5) 6. 체 조  (33.9) 6. 체 조  (15.0)

7. 성인건강 (31.7) 7. 성인건강 (30.1) 7. 흡연 (11.4)

8. 정신건강 (28.0) 8. 정신건강 (30.1) 8. 양과 식생활 (11.0)

9. 여성건강 (26.6) 9. 음주 (23.4) 9. 미용건강 (10.6)

10. 음주 (25.8) 10. 약물 오‧남용 (23.1) 10. 응 처치 정보 (10.6)

11. 응 처치 정보 (25.5) 11. 여성건강 (20.7) 11. 구강보건 (8.9)

12. 구강보건 (23.7) 12. 사고, 안 보건 (20.2) 12. 환경과 건강 (8.9)

13. ‧유아건강 (20.2) 13. ‧유아건강 (19.6) 13. 음주 (8.5)

14. 청소년건강 (14.2) 14. 미용건강 (16.9) 14. 노인건강 (6.9)

15. 사고, 안 보건 (14.0) 15. 환경과 건강 (16.1) 15. 여행건강 리 (6.5)

16. 환경과 건강 (13.7) 16. 구강보건 (15.1) 16. ‧유아건강 (6.1)

17. 노인건강 (11.6) 17. 청소년건강 (14.8) 17. 사고, 안 보건 (5.7)

18. 여행건강 리 (10.8) 18. 노인건강 (14.2) 18. 성인건강 (4.9)

19. 아동건강 (8.6) 19. 아동건강 (11.6) 19. 청소년건강 (4.1)

20. 약물 오‧남용 (7.8) 20. 여행건강 리 (11.6) 20. 여성건강 (3.3)

21. 장애인건강 (1.9) 21. 장애인건강 (6.7) 21. 아동건강 (1.2)

 주: 1) 복 응답함.

 ○ 인터넷 질병정보(表 5 참조)

   —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질병정보로는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

의 암 련 질병정보(160명, 43.0%)가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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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암 련 질병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283명, 76.1%).

   — 질병정보가 가운데 보완요구도가 높은 정보로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암 련 질병정보로 조사되었음(64명, 28.4%).

〈表 5〉疾病情報 種類別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암 (43.0) 1. 암  (76.1) 1. 암 (28.4)

2. 소화기계질환 (41.7) 2. 소화기계질환 (50.0) 2. 사고‧ 독의 후유증 (22.2)

3. 피부질환 (35.5) 3. 호흡기계질환 (46.5) 3. 정신과질환 (19.6)

4. 호흡기계질환 (29.8) 4. 순환기계질환 (46.2) 4. 비뇨생식기계질환 (16.9)

5. 비뇨생식기계질환 (28.2) 5. 비뇨생식기계질환 (41.7) 5. 피부질환 (15.1)

6. 순환기계질환 (25.0) 6. 피부질환 (40.9) 6. 구강질환 (14.7)

7. , 귀 질환 (24.5) 7. 정신과질환 (36.0) 7. 감염성‧기생충성질환 (13.8)

8. 구강질환 (23.7) 8. 근골격계질환 (31.7) 8. , 귀 질환 (10.7)

9. 근골격계질환 (20.4) 9. , 귀 질환 (30.4) 9. 근골격계질환 (8.9)

10. 내분비, 사성 질환 (18.3) 10. 사고‧ 독의 후유증 (26.9) 10. 소화기계질환 (8.9)

11. 정신과질환 (15.9) 11. 내분비, 사성 질환 (26.6) 11. 호흡기계질환 (8.4)

12. 감염성‧기생충성질환 (10.2) 12. 구강질환 (25.8) 12. 순환기계질환 (4.9)

13. 사고‧ 독의 후유증 (8.3) 13. 감염성‧기생충성질환 (21.5) 13. 내분비, 사성 질환 (4.0)

주: 1) 복 응답함.

Ⅳ.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構築

□ 다이얼로그 설계

—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본업무 차에 의한 작업흐름을 설계하여 응용양식

을 결정하고 상  작업흐름의 설계를 통하여,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표 을 

문서화하는 것임(圖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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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다이얼로그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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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화면설계

   — 다이얼로그 설계를 기 으로 작성되며 완 한 화면의 형태를 작성하여 

화면의 흐름을 정의함(圖 3 참조).

〔圖 3〕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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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구조설계

—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계와 실행 구조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는

가를 설계하는 것으로 로세스 순서와 로세스간의 데이터 달순서를 

설명하는 것임(圖 4 참조).

〔圖 4〕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應用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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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강증진 구축되어있는 20개 

분야의 건강정보를 활용하 으며 흡연, 음주, 정신건강, 구강 리,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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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암, AIDS 등 구축된 건강정보의 컨텐츠를 보완‧확 하고 장애인 

건강 분야를 추가로 구축함. 건강정보 총 DB와 이미지자료는 각각 

1,232건과 3,796건 구축함.

□ 보건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3년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병원 40,136개와 약국 

16,914개의 자료를 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건강증진 연구사업보고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강증진연구사업지원단으로부터 1998년 이후 실시된 건강증진 연구사

업의 목록, 록  원문 일을 수집하 고, 2002년도에 63건을 추가하

여 2002년 12월 재 230건의 건강증진 연구보고서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추가될 정임.

□ 보건교육자료 자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 국내 공공기 의 서 , 비디오, CD, 팜 렛, 리 렛 등의 형태로 

보건교육 련 자료를 수집하여 2002년 12월 재 1,031건의 자도서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 으며, 내년부터는 국내 민간 

 국외 공공기 의 보유 자료가 추가로 구축 될 정임.

□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강증진통계를 포함하여 인구‧보건‧사회복지 련 국내외 주요 통계지

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국민건강, 공공부조 등 20개 분야의 통계정

보를 엑셀화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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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스템 構成

□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는 [圖 5]와 같음.

〔圖 5〕 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하드웨어 構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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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응용소 트웨어 구성도는 [圖 6]과 같음.

〔圖 6〕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 應用소 트웨어 構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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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評價

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 지 까지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는 크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구 로그램을 이용

한 개별평가(Tool-based) 등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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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제공하는 질 평가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자들이 스스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

목들이 수되는지 여부를 검할 수 있도록 함.

   —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Hi-Ethics), 

EC-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이 행동강령에 해당됨.

□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은 제3의 기 이 웹사이트에 

해 평가하고 질 리 기 에 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logo나 symbol을 부

착하여, 사이트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서 표 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임.

□ MedCERTAIN, URAC, OMNI 등이 제3자 인증에 해당되며, 국내의 헬스로

드, 한 공의 의회 의사인제도, 한의학회 웹사이트인증사업, 한의사

회 지식향상발 원회 등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개별평가(Tool-based)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 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건강정보 제공자는 비

용이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는 기 도구개발 비용이 소요됨.

  2. 데이터베이스 性能 評價

□ 데이터베이스 성능 제고 방법으로 튜닝(tuning)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튜닝

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

를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튜닝의 기

효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시간이 짧고, 하드웨어의 업그 이드를 최소

화하며, 그리고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성능평가 결과는 첫째, 데이터 블록의 buffer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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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백분율(%)로 나타내는(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음) LCH(Library 

Cache Hit)는 Oracle의 권장 수치가 80～85%로 평균수치가 75%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Disk I/O를 한 튜닝(Tuning)이 필요하며, 재 건강정보 DB

서버의 LCH는 80～99%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Soft parse: DB서버가 사용 SQL문이 다음 사용할 때까지의 비율을 나타내

는 것으로 권장 수치는 90～99%이며, 재의 DB Soft Parse는 100%에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남. 

□ Memory Sort: 메모리에서 정렬이 실행된 것과 디스크에서 실행된 것을 백

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Oracle의 권장 수치는 70～85%이나, 재 DB

의 memory sort는 10%에 가까워 재의 모든 DB 로그램이 Disk Sort 개

발되어져 시 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재 사용 인 건강정보 DB storage의 Data File I/O의 성능평가 결과, 

Temp01.dbf( 련정보DB) 일의 사용량이 많아 실제 데이터 기록이나 변경

보다는 내부 인 정렬작업이나 배치작업이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Data File I/O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는 Memory Sort 환경으로 

환하여, 배치작업이 real time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그램 개선 

작업이 필요함.

□ Tablespace Status 성능평가 결과, 재 사용 인 Temp tablespace가 100%에 

가까운 상태(full 상태)로 사용 인 DB를 자주 restart1)해주는 책을 수립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짐.

3.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定量 評價

□ 정량평가는 웹사이트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에 의한 단을 제외하고 웹사

1) Temp tablespace의 크기는 ‘자동확장’ 옵션을 용하고 있으므로 일부러 크기를 늘려  필요는 

없고 restart만으로 크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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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품질 리 노력과 일 성에 한 기 을 웹 테스  솔루션을 이용하

여 계량화하고, 웹사이트 정성평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역을 정의하여 정

성 평가의 보완 개념에서 평가 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상 웹사

이트에 한 평가를 수행함.

□ 웹사이트의 정량  평가는 첫째 방문자들의 다양한 사이트 방문형태를 알

려주는 웹 로그 분석, 둘째, 웹사이트 속 여부를 알아보는 가용성, 웹 페

이지의 속도를 측정하는 응답 속도, 콘텐츠 다운로드 성공률에 한 모니터

링이 가능한 성능 테스트 툴, 셋째, 각종 네트워크와 장치에 한 취약성 

분석이 가능이 가능한 웹사이트 보안 테스 , 넷째 웹서버 내에 있는 모든 

웹 페이지에 한 오류와 로딩 속도, 웹 속성 등을 테스 하는 웹 테스  

툴로 나  수 있음(圖 7 참조).

〔圖 7〕웹 사이트 評價 方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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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向後課題

  1. 平生健康管理 情報體系 構築

□ 평생건강 리 정보체계는 국민개인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 인 건강

리를 지원하기 한 것으로, 평생건강 리를 해서는 련주체별 정보의 

교환  공유가 필수 이며 국가차원에서 국민개인별 통합된 건강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건강정보포털사이

트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2. 健康情報 提供의 效率性 追求

□ 건강정보의 이용 상의 범 가 방 하고 건강정보의 특성이 신속히 발 ‧

변화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히 처하기 해서는 건강정보

의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수요조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수요를 조사‧분석하

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이해

를 돕고 최종 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층을 확 하여 수요를 증 할 

수 있음.

□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의 이용의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정확한 국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태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충실한 결과를 정부‧연구기 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연구활동의 올

바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활용성 높은 자료제공을 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베이스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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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健康情報 데이터웨어하우스 構築 

□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

공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사용되는 기법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임. 

□ 건강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면 수집된 건강정보를 일정하게 구조

화하여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용이하도록 환경을 구축할 수 있

으며, 모든 정보를 사용자 에서 주제별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어 다

양한 상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건강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첫째, 정보사용자의 질의에 보

다 신속히 응답할 수 있고, 둘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일 성 있게 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 公共機關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保護

□ 공공기 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모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겠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에 소요되는 막 한 비용 

등을 감안하고 불법 인 침입에 의한 손상 는 소실 등을 비하여 사용

정보에 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에 한 민간의 재활용 요구가 증 하는 이때, 공공기 의 

정보에 한 독 을 견제하고 민간에 의한 정보활용을 지속 으로 창출하

기 해서는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에 한 이용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건강정보가 정부부처에서 제공하고 있고, 한 

이를 보호하기 해서는 정부차원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보호정책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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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련되기 에 모든 사용자가 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는 이용약  등을 잠정 결정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標準化 方案 마련 

□ 건강정보DB에 구축되는 정보는 특성상 개발자나 이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장, 표기, 표 할 수 있어 정보를 상호교환 할 때 엄청난 혼란이 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의 교환  공유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할 경우 시스템간의 호환성 부재로 인하여 정보자원의 낭비를 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정보의 표 화는 데이터베이스간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가능하

게 하여 정보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정보유통의 구 으로 보건의

료 산업 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음.

□ 건강정보 상의 범 로 인하여 용어, 업무, 그리고, 서식의 표 화 정책

은 단계 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구 되는 정보기술도 병행하여 표 화가 이

루어져야할 것임. 

□ 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표 화 동향을 살펴보면 정

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웹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메타데이터 리,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 멀티미디어정보 장기술, 정보

검색기술 등이며, 의료정보의 교환을 해서는 국제 표 화 의료정보 로

토콜인 HL7(health level 7)과 인터넷의 정보공유를 한 표 화 문서작성언

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이 논의되고 있음.

  6.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評價基準 마련

□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보의 개방성을 고려해 볼 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은 반면, 정보의 질은 통제할 수 없으며, 특히 건강정보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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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불구 등 삶의 주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공

되는 건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 하게 제공될 경우 국민건강증진에 심

각한 악 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인터넷 건강정보가 가지는 잠재  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상

의 검증된 건강정보 달을 보장하는 건강정보의 질 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건강정보에 한 인증과 질에 한 평가는 우선 으로 국내의 

민간과 공공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를 조사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한 보다 세 한 연구

와 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必要性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요구량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 으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보  기에는 

HTML 문서 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지

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에 한 효율 인 근과 이용이 모든 경제 활동의 원

천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

터베이스는 각 부문에 산재한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수집‧가공하

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며, 다수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산업의 발 을 이루기 한 기반을 형성한다.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재 일반인들은 스포츠/건강에 한 데이터베이스

(31.7%)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의학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련 정보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

비자의 요구에 건강정보 서비스 산업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

야로 인식되어 의료인이나 병‧의원, 는 기업, 언론사를 포함한 많은 공

자들이 시장진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채 로서 최근 격한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매제의 역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 의 하나인 개방성  공개성은 부정확하거나 불완

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1‧2002데이터베이스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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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한 검증이나 평가 차 없이 확산시킬 수 있으

며, 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를 단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된 정보

는 건강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장3)받을 수 있다.

   국가차원의 정보화,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보건의료정보화를 추진

하기 해서는 건강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 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

분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자원의 낭비  정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

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련 문가들의 효율 인 업무지원을 해서는 

국가차원의 멀티미디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2. 硏究目的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건강증진과 련된 데이터베이스

를 종합 으로 구축‧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의 보 과 국가건

강증진 정책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며 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 으로 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황을 악하고 정보 수요를 분석하

여 문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 구축이 가능한 범  내에서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

선 으로 구축해야 할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분야별 내용  범 를 확정하

고,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셋째, 구축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 으로 리‧운 하고, 지속

으로 수정‧갱신할 수 있는 종합 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축 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

로, 정보에 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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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硏究內容  範圍

   본 연구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황  수요도 조사, 건강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평가,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도출

의 네 부분으로 나 어진다.

   가.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現況  要度 調査 

1) 國內‧外 健康情報서비스 現況 分析

   국내  국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제공내용  정보센터 황을 데이터

베이스를 심으로 분석한다. 

2) 데이터베이스 技術 動向

   데이터의 장, 리, 검색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련된 분야와 네트워

크의 보편화에 따른 웹, 인터넷 분야와 연계되어 데이터베이스 련 기술을 소

개한다.

3) 健康情報 理容實態  要調査

   인터넷 사용자를 상으로 건강정보 이용실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요도  개발의 우선 순 를 결정한다. 

   나.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構築 

1)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構築  

   흡연, 음주, 양, 운동, 정신건강, 체 조 , 암, 당뇨병, 간질환, 심 질환, 

성, 성병, AIDS, 구강 리, 아동건강, 여성건강, 노인건강, 장애인건강, 환경과 건강, 

건강가꾸기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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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健醫療資源 데이터베이스 構築

  병원, 약국, 보건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健康增進 硏究事業報告書 데이터베이스 構築

  국민건강증진 연구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25조 1항 제3호에 의한 국민건강증

진  만성퇴행성 질환 방을 한 조사‧연구사업으로 1998년 이후 재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실  요약  연구보고서 문을 제

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 保健敎育資料 電子圖書館 데이터베이스 構築

  보건교육자료 소재정보  웹 상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교육자료 

자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5) 統計情報 데이터베이스 構築

  보건의료와 련된 통계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계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 시스템 構成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건강 련 종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건교육개발센터에서 수집, 

가공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하여 웹서버를 통하여 앙부처, 시‧

군‧구 보건소, 련기 , 일반국민 등에게 제공한다.

   라.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評價

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인터넷 건강정보에 하여 한 평가기   체계를 용하여 엄선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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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인터넷 건

강정보의 질 리 방안을 제시한다.

2) 데이터베이스 性能 評價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이기 하여 튜닝(tuning) 기법을 사용하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성능평가 결과, 데이터 블록의 buffer cache의 효율성을 백분율(%)

로 나타내는(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음) LCH(Library Cache Hit)를 하여 데이터베

이스 성능을 개선한다.

3)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定量 評價

   사이트 평가 기 을 정량화 한 정량평가에서는 웹사이트 평가에 있어서 평

가자에 의한 단을 제외하고 웹사이트 품질 리 노력과 일 성에 한 기

을 웹 테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계량화하고, 웹사이트 정성평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역을 정의하여 정성 평가의 보완 개념에서 평가 로세스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상 웹사이트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 

   마.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活用方案 提示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과 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효율 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4. 硏究方法

  본 연구는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황 분석,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 으며, 구축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과 련 문가에게 제

공하며,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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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황을 분석하기 해 국내외 건강사이트의 정보 

서비스를 분석하며 련 문헌을 검토한다. 인터넷 이용자를 상으로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요도  개발 우선순 를 결정한다. 한 시스템 개발업체와 조

하여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 제공자측과 수요자측 모두에게 가장 

효과 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圖 Ⅰ-1〕硏究의 틀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 국내외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 현황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및 사업목적 설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 DB 구축

- 의료자원 DB 구축

- 연구보고서 DB 구축

- 전자도서관 DB 구축

- 통계정보 DB 구축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범위 선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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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利用  提供現況

1. 利用  環境分析

   가. 一般的 인터넷 現況

   『2002 한국인터넷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지수는 경제 력개

발기구(OECD)와 국제 기통신연합(ITU)에 의해 선정한 고속 인터넷 보 률 

세계 1  국가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 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에서 조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2000년 1월 기 )의 국가별 순 에서 한국이 1 를 차지했다. 통계청(2002 정

보화실태조사보고서) 조사에 의하면 6세 이상 체인구의 63.0%가 컴퓨터 사용

이 가능하며 이  94.3%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30  미만에서는 90%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40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2월 재 만 7세 이상의 연령을 기

으로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자는 모두 2438만명(56.6%)으로 2000년 

말 1904만명(44.7%)보다 534만명(11.9%)이 증가하 다. 성별 인터넷 이용자 구

성비를 보면 남성 인터넷 이용률은 63.0%,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50.2%이나 

여성의 인터넷 이용 증가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인터넷 이용격

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00년 12월 비).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  이용률은 2001년 말 기 으로 7～19세가 843

만명(93.3%)으로 인터넷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20 가 708만명

(84.6%)으로 높게 나타났다. 20  이하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낮았던 30 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12월 비 18.0%가 증가하여 7～19세 다음으로 많은 

증가율을 보 고, 인터넷 이용률이 8.7%(2000년 12월 비)로 가장 낮은 50 는 

3.0% 증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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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정보

검색

메일

사용
게임

쇼핑

약

오락

(음악

화)

신문,

뉴스

잡지

채
인터넷

뱅킹
동호회 학습

인터

넷폰
기타

체 33.4 24.4 19.8 4.7 4.3 3.4 2.7 2.4 2.2 1.9 0.1 0.7

성

별

남자 34.3 21.9 23.8 2.4 3.7 4.4 2.3 2.9 1.9 1.7 0.1 0.7

여자 32.3 27.5 14.8 7.6 5.1 2.2 3.2 1.6 2.6 2.2 0.1 0.8

연

령

7～12세 22.8 21.2 42.6 0.2 3.6 0.1 3.6 0.0 0.8 4.3 0.0 0.6

13～19세 23.1 30.3 24.1 1.2 6.0 0.4 6.3 0.0 4.1 1.7 0.0 0.7

20 36.0 29.1 14.3 5.9 4.0 2.9 2.1 1.4 2.7 1.1 0.1 0.5

30  41.6 19.8 10.8 8.1 3.2 6.3 1.1 4.8 1.6 1.8 0.1 0.8

40  

이상
41.6 16.5 10.2 6.8 5.2 8.2 0.4 6.7 1.6 1.3 0.2 1.3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목 으로는 ‘자료‧정보검색’이 42.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9년 10월 이후 이 비 은 크게 감소하 고, 이메일 

 화‧음악 감상, 인터넷 뱅킹, 동호회 활동 등의 기타(13.2%) 목 의 인터넷 

이용비 은 증가하 다.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자료‧정보검색  

융거래조회 등의 인터넷이용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메일사용이나 게임‧오락

에 한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Ⅱ-1 참조).

〈表 Ⅱ-1〉 性別 年齡別 인터넷 利用 目的

(단 : %)

출처: 한국 산원, 『2002 한국인터넷백서』, 2002.

   나. 데이터베이스 利用 現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2000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원으로써의 인터넷 활용도가 격히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 이용자의 95.1%  기  종사자의 85.2%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이 기존의 

주요 정보원이었던 신문/TV/라디오  학술지/논문/보고서 등의 역할을 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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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술지/논문/보고서 등의 이 상 으로 

은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나타났다. 동 기 의 2002년 조사 

보고서4)에서는 일반인들이 재 이용 인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소분류로 나

 경우 <表 Ⅱ-2>와 같이 스포츠/건강이 31.7%로 가장 많았고, 신문/잡지

(16.6%), 생활문화/가정생활(9.3%), 오락/ /시설안내(8.2%), 쇼핑/주문(7.0%), 

여행/스 (6.6%), 방송/연 (6.0%), 융/증권/보험(6.0%), 교육/학습/진학/유학/

입시(3.5%), 직업/취업(2.1%)의 순이었다. 즉, 재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스포츠

나 건강 련 정보 수집, 인터넷 신문/잡지의 이용 등 일상생활과 련하여 이

용하거나, 오락/ /시설안내나 쇼핑, 여행 등을 한 정보수집 등 취미나 여

가활동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2〉現在 利用中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主題 分野(上位 10位)

(단  : 명, %)

순 주제분야 (N=1,000) 사례 비율

1

2

3

4

5

6

7

8

9

10

 스포츠/건강

 신문/잡지

 생활문화/가정생활

 오락/ /시설안내

 쇼핑/주문

 여행/스 쥴

 방송/연

 융/증권/보험

 교육/학습/진학/유학/입시

 직업/취업

317

166

 93

 82

 70

 66

 60

 60

 35

 21

31.7

16.6

 9.3

 8.2

 7.0

 6.6

 6.0

 6.0

 3.5

 2.1

자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 

보고서』, 2002.

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 보고서, 2002.

   기 종사자  개인이용자로구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개인 이용자에 한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서베이 기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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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상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表 

Ⅱ-3>과 같이 쇼핑/주문(21.9%), 교육/학습/진학/유학/입시(13.9%), 생활문화/가정

생활(12.6%), 스포츠/건강(11.8%), 여행/스 (10.3%)의 순으로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이용과 교육/학습 정보 이용이 격히 증가하고 스포츠나 건

강과 련된 정보수요가 지속 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表 Ⅱ-3〉向後 利用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主題 分野(上位 10位) 

(단 : 명, %)

순 주제분야 (N=1,000) 사례 비율

1

2

3

4

5

6

7

8

9

10

 쇼핑/주문

 교육/학습/진학/유학/입시

 생활문화/가정생활

 스포츠/건강

 여행/스 쥴

 융/증권/보험

 오락/ /시설안내

 정보통신

 직업/취업

 신문/잡지

219

139

126

118

103

88

65

52

41

32

21.9

13.9

12.6

11.8

10.3

 8.8

 6.5

 5.2

 4.1

 3.2

자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2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정보수요조사 

보고서』, 2002.

   다. 데이터베이스 技術 動向5)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한 이래 40여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련 기

술은 데이터의 장, 리, 검색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련된 분야와 네트

워크의 보편화에 따른 웹, 인터넷 분야, 그리고 데이터 이용과 련된 유료화, 

작권 리 등의 유통 련 분야로 폭넓게 연계되어 왔다. 

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백서 2001‧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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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管理시스템(DBMS)

   응용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계자로서 모든 응용 로그램들이 

데이터에 근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리해 주는 시스템 소 트웨어

를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 한다. 데

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의 편리하고 효율 인 검색, 

리, 장을 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기존의 일 시스템의 문제 인 데이

터의 종속성, 데이터의 복성  데이터 불일치성을 해결하여 데이터의 일

된 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 인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으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리시

스템, 즉 RDBMS(Relational DBMS)있으며 RDBMS의 표 화된 사용자  로

그램 인터페이스를 SQL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좀더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DBMS가 등장하고 있으며 표 인 것이 객체지향형 DBMS이다. 객체지향

(Object-oriented) 기술은 객체, 객체 식별자, 클래스, 메소드, 복합 객체, 상속, 집

합 애트리뷰트 등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 기능과 용량의 코드를 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기존의 계형 기술을 확장하는 형태인 객체 계형 

DBMS 혹은 객체지향 기술만을 채택한 객체지향형 DBMS 기술개발을 진시

켰다. 표 인 사용 객체지향형 DBMS로는 ObjectiveStore, VERSANT, 

Objectivity/DB, O2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객체 계형 DBMS는 계형 DBMS와 호환성을 가지면서 객체

지향형 모델을 지원하는 DBMS로서 계형 DBMS와 객체지향형 DBMS의 문

제를 모두 개선한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객체지향 으로 리

함과 동시에 업계 표 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확장하여 더욱 효

율 으로 만든 질의어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이밖에 특정 상을 한 DBMS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웹문서가 확산되고 구조 검색이 보편 인 수요가 되면서 나타난 문서 형태인 

XML 데이터의 장‧ 리를 한 DBMS 기술, 네트워크  웹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 통합 검색, 연동, 질의 등을 한 DBMS 기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利用  提供現況 47

술, 용량 데이터 리를 한 DBMS 기술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실정

이다.

2) 情報檢索  情報에이 트

   정보검색은 방 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합한 데이

터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련 기술의 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이러한 정보검색의 기법은 불리언 모델, 벡터공간 모델, 확률모델, 그리

고 벡터공간 모델의 확장인 은닉의미색인(LSI; Latent Semantic Indexing)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서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정보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교차언

어 검색 기술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밖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제

공하는 정보필터링, 정보에이 트 등의 기술도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련된 

요 기술로 평가된다.

3)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마이닝

   지 까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생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과

이고 체계 이며 통합 으로 리하며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 

등장한 개념이 ‘데이터웨어하우스’이다. 이와 함께 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기술과 지 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여 이

용하기 한 ‘데이터마이닝’ 분야도 새롭게 각 받고 있다.

4) 웹데이터베이스  XML

   최근들어 웹상의 데이터 규모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데이터

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웹 서버와 연동시킴으로써 데이터

의 효율 인 검색  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 웹 연동기술로

써 게이트웨이 기술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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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웹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되는 데이터 형식이 기  HTML에서 

XML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XML 데이터의 장  검색을 한 DBMS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해 DBMS에서의 XML 지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2.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定義  分類6)

   가.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定議

   건강정보를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사이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보로 정의한 경

우7)도 있으나 부분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는 그 양이 방 하고 내용이 복잡하

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힘들고, 각각의 구성요소의 형식

이나 정의 등의 결여로 체계 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Georges J. 

E. 등, 1993). 보건의료분야의 련 정보로는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on), 보건

의료정보(health care information), 간호정보 등 련 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Rainer 등(2000)은 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의료체계의  단계에서 

리를 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의 목 에 따라 재구

성 된 각각의 구성요소와 그 진행과정의 집합으로 정의하 다. 조 (1998)은 의

료정보시스템을 병원을 심으로 하여 그 병원 내부의 정보를 취 하는 ‘병원

정보시스템’, 병원 외부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의료에 련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분류하 다. 한 채 문

(1994)은 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의료기 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 하 시스템

들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의 집합체로 정의하 으며, 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유사하게 분류하 다. 이와 같이 의료정보나 보건의료 정보에 한 부분 인 

정의는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왔지만 건강정보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본 장의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  분류는 2001년 본 내용의 1차 연구로 진행된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방안’의 내용을 인용함.

7) http://informationr.net/ir/3-3/paper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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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

공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건강정보 데이

터베이스는 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정의하 다.

   나. 建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分類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건강정보를 건강증진, 질병 방, 진단과 치료, 재활

의 모든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이를 제공하기 한 보건의료자

원, 재정, 조직, 리의 보건의료체계와 련된 정보로 구분하 다. 보건의료서

비스에 한 정보에는 질병발생 이 에 일반  건강상태의 향상이나 질병 방

을 해 제공될 수 있는 정보와 질병이 발생한 후에 그 양상을 악하고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기 한 진단과 치료, 재활을 해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모

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리나 재정은 정보 내용의 특성상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자원에 

한 정보만을 건강정보의 상에 포함시켰다(圖 Ⅱ-2 참조). 보건의료체계 내에

서의 분류된 건강정보의 세부항목은 <表 Ⅱ-4>와 같다.

〈表 Ⅱ-4〉인터넷 健康情報의 分類

분 류 항 목 내 용

건강증진/

질병 방

정보

일반건강상식 건강상식,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정보

자가진단 증상별 자가진단을 한 정보

응  정보 응 시 처치법 등의 정보

진단/

치료 정보

질병정보 질병의 정의, 증상, 방, 치료 등의 정보

약물정보 복약 등 약물의 사용에 한 정보

검사정보 검사 과정이나 결과에 련된 정보

인력 정보

의사정보 의사 인력정보 검색을 한 정보

간호사정보 간호사 인력정보 검색을 한 정보

기타 인력 정보 보건의료 문가 인력정보 검색 정보

시설 정보

병원정보 병원 검색을 한 정보

약국정보 약국 검색을 한 정보 - 약국명, 치 등

보건소정보 보건소 검색을 한 정보 - 치 등

응 의료기 응 의료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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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4〉계속

분 류 항 목 내 용

시설 정보 기타보건의료기 액원, 의과 학, 헬스 센터 등의 정보

물자 정보
약품정보 약품정보 

의료물품정보 의료물품 련 정보 

지식 정보

문헌정보

논문 건강 련 국내외 학  논문 

학술지 건강 련 국내외 학술지 

보고서 건강 련 국내외 보고서 

교육정보 건강 련 교육자료 

용어정보

의학용어 의학용어 

검사용어 검사와 련된 용어 

의약용어 의약품 용어 

통계정보 국내외 보건의료 련 인력, 시설 통계 

의학기술 의학지식 문의학지식 련 

행정‧법령
정보 행정‧법령 정보 건강정보에 한 국가 행정‧법령 정보 

〔圖 Ⅱ-1〕保健醫療體系 內에서의 健康情報의 分類

건강정보의 분류

보건의료 서비스

재활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

응급처치정보

검사정보

약품정보

질병정보

보건 의료관리

보건 의료조직

보건 의료재정

보건 의료자원

기타

시설

물자

인력

의료기술 , 지식정보

병원 , 약국 정보

장비 , 약품 정보

의사 , 간호사 정보

지역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의 분류

보건의료 서비스

재활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

응급처치정보

검사정보

약품정보

질병정보

보건 의료관리

보건 의료조직

보건 의료재정

보건 의료자원

기타

시설

물자

인력

의료기술 , 지식정보

병원 , 약국 정보

장비 , 약품 정보

의사 , 간호사 정보

지역보건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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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 으로 의 분

류된 건강정보  문가만을 상으로 하는 의료물품정보, 의학기술정보는 자

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에서 제외하 으며 건강증진  

질병 방정보, 질병의 진단  치료정보, 보건의료인력정보, 보건의료시설정보, 

보건의료지식정보, 보건의료 행정‧법령 정보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으로 설정하 다.

3. 國內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現況

   가. 인터넷 健康情報 提供內容

   정보 제공자의 유동성이 큰 인터넷의 특성 상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

보 내용을 체 으로 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에서 분류한 건강정보를 

상으로 2001년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건강정보 내용별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리하 다(表 Ⅱ-5 참조).

〈表 Ⅱ-5〉 內容別 國內 인터넷 健康情報 사이트

건강정보내용 사이트명 URL 내용

건강상식정보

어캠
http://www.care

camp.com/

다이어트 방법, 성, 연, 알코올, 

정신건강 등의 건강상식 제공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

s.org/

건강증진, 노인보건, 성인보건, 여성

/모성보건 등의 건강상식 제공

한국음주문화연구

센터

http://www.kodc

ar.or.kr/

정음주량, 음주 피해 감소법, 음

주 리법 등에 한 정보 제공

자가진단정보

건강샘
http://www.healt

hkorea.net

자가진단문항  응답에 따른 평가

내용 제공

어캠
http://www.care

camp.com

증상별 건강체크, 자가진단문항  

응답에 따른 평가내용 제공

한국음주

문화연구센터

http://www.kodc

ar.or.kr/

CAGE 진단법, AUDIT 진단법, 

NAST 진단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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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5〉 계속

건강정보내용 사이트명 URL 내용

자가진단정보 암유 상담클리닉
http://www.ge

neclinic.re.kr/

암 발생 험도 평가, 유 상담  

유 자 검사 등 정보 제공

응 정보

응 의료정보센터
http://www.1339

.or.kr/

응 처치의 원칙, 증상, 처법 등

에 한 정보 제공

MTcare
http://www.mtca

re.com

응 의료체계, 형사고의 처, 응

처치방법, 응 질환 정보 제공

Hanbangtel
http://www.hanb

angtel.com

응 처치법, 응 시 비물, 사고별 

처치법 등의 정보 제공

질병정보

한국i닷컴

헬스라이

http://healthlife.

hankooki.com/

질병의 원인, 증상, 방법에 한 

정보 제공

닥터코리아
http://www.doct

orkorea.com

질병에 따른 의학정보, 치의학정보, 

한의학정보, 약학정보제공

건강샘
http://www.healt

hkorea.net

병명코드, 별칭/ 문명, 진료과, 정

의, 원인, 증상, 치료, 생활가이드, 

FAQ에 한 정보 제공

검사정보

건강샘
http://www.healt

hkorea.net

검사별 정의, 검사과정, 주의사항 

등에 한 정보 제공

어캠
http://www.care

camp.com

검사별 검사목 , 방법, 련질환, 

결과평가 등에 한 정보 제공

하이닥
http://www.hido

c.co.kr

질병별 련검사정보  검사별 정

의, 개요, 목 , 방법,  주의사항 등

의 정보 제공

인력정보

Human119
http://www.hum

an119.com

질병별 명의 목록  경력사항 제

공

닥터클리닉
http://www.drcli

nic.co.kr

문과목별 공의 명단  연락처 

제공

기 정보

클리닉조선
http://health.cho

sun.com/

병원이름, 원장명, 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명, 병원

종류, 진료과명, 동명/병원명/원장이

름, 검색어로 검색 가능

닥터허
http://www.drhe

rb.co.kr/

병원장명, 병원소개, 운 시간, 연락

처, 주소, 홈페이지 URL등의 정보

를 제공하며 지역명으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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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5〉 계속

건강정보내용 사이트명 URL 내용

기 정보 와우닥터
http://www.wow

doctor.com

약국명, 주소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명, 약국명으로 검색 가능

약품정보

eKIMS
http://www.eki

ms.com

국내유통의약품의 성분명, 응증,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 제

공 

한국병원약사회 
http://www.kshp

.or.kr/

신약정보, 약물 독정보, 약물부작

용정보, 한국병원의약품집 등 제공

의약정보연구소
http://sdic.sook

myung.ac.kr/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의 성

분, FDA 임신 카테고리, 보험약가, 

체가능여부 등의 정보 제공 

문헌정보

닥터허
http://www.drhe

rb.co.kr

한의학 련 논문  문헌의 자, 

소속, 원문 등 제공

의약정보연구소
http://dric.sook

myung.ac.kr

, 뉴스 터, CD-ROM, 록, 단

행본 등의 서지사항에 한 정보 

제공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

s.org

국내외 , 학술 회 발표자료의 

목차, 원문 제공

교육정보

한국학교보건교육

연구회 경기지회

http://www.k-bo

gun.co.kr/

성교육 등에 한 등학교, 등학

교 보건교육자료 제공

건강증진개발센터
http://health.kiha

sa.re.kr/

보건과 건강에 련된 서 , 포스

터, CD 등 자료 제공

건강샘
http://www.healt

hkorea.net

강좌명, 병원명, 일자, 장소, 연락처 

등에 한 정보 제공

용어정보

건강샘
http://www.healt

hkorea.net

한 명, 문명, 해설로 구성되며 

한 과 문으로 검색 

하이닥
http://www.hido

c.co.kr
정의, 동의어, 내용으로 구성됨

휴메딕
http://humedic.c

om

한 명, 문명, 해설로 구성되며 

한 과 문으로 검색 가능

통계정보 STAT- KOREA
http://www.stat.

go.kr/

의료기 수, 입원 환자수 등 련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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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5〉 계속

건강정보내용 사이트명 URL 내용

통계정보

보건연구

정보센터

http://www.richi

s.org/

련기 의 통계연보, 보고서에 포

함된 기타 통계정보, 신문 등에 기

재된 통계 기사 등 제공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

or.kr/

국민건강보험 련 기본통계  일

반통계 제공

행정‧법령정보

캐어캠
http://www.

carecamp.com

련 례의 사건경 , 법원 결결

과 등에 한 정보  온라인 상담 

제공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

richis.org/

유아/아동/청소년, 여성/모자/가정, 

노인/호스피스, 정신보건, 장애인, 

산업보건, 사회복지, 기타의료제도

에 한 정책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

nhic.or.kr

건강보험  의료보험 련 법령정

보 제공

   나. 健康情報 關聯 情報센터 現況8)

   한국과학재단에서는 학의 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수행  연

구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95년부터 문연구정보센터를 지원‧육성하고 

있다. 재 국 16개 학에 21개의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과학기술 분야별로 

연구기획, 수행, 리에 필요한 문 연구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보건의료와 련된 정보센터로는 남

학교의 보건연구정보센터, 충북 학교의 의약연구정보센터, 숙명여자 학교의 

의약품연구정보센터가 있다. 

1) 保健硏究情報센터(http://www.richis.org/)

   보건연구정보센터는 국내외 보건분야의 련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 가공, 

재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하고 최신의 보건연구정보를 국내외 연구자

8) 송태민‧박은자‧임은주 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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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게 제공하여 국내 보건 련 학술연구의 진, 다학제간 는 산학연간

의 정보 공유, 보건산업의 발 , 국제간의 학술교류 기여, 국가의 보건정책 수

립에 필요한 자료 생산 그리고 궁극 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재 학술정보, 인력정보, 정책정보, 통계

정보, 법률정보, 건강정보, 자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보건의료 련 분야의 학 논문, 학술지, 단행본, 

Proceeding, 웹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은 국내 보건 련 학회지 게재

자료의 목록, 록, 원문을 제공하며 국외 은 해외  게재자료의 목록, 

록을 제공한다. Proceedng은 련 학술 회 일정  발표자료를, 웹 은 국

외 보건 련 학회지의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인증된 회원에 한하여 원문보기를 

제공한다.

   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학, 병원, 연구소, 학‧ 회로 분류하여 보건연구

인력의 검색  인 사항, 학 사항, 경력사항, 연구발표실  등 상세정보를 제

공한다.

2) 醫學硏究情報센터(http://www.medric.or.kr/)

   의학연구정보센터는 의과학 분야의 연구정보 개발과 보 으로 의과학 연구

자들이 생성하는 원시 형태의 연구 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가공하여 연구자가 

창의 이고 생산 인 연구에 연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목 이 있으

며, 특성화 연구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을 두고 있다.

   학술정보, 연구과제공모정보, 연구인력정보, 기 정보, 연구방법  재료정

보, 특성화연구정보(기생충 Online Atlas, 의약품 분류정보, 체질인류학정보, 생

명정보학정보, 암연구정보),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의과학 역의 학술지  학술 회 록에 한 

서지사항을 제공하며 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의학연구인력의 인 사

항  공분야 등을 제공한다. 국내의무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각 병원별 

의무기록 화상자료를 제공하며 병원명, 병상규모, 개원년도, 기록지종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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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병원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병원 기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명, 진료

과목, 지역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3) 醫藥品硏究情報센터(http://dric.sookmyung.ac.kr/)

   의약품연구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정보와 의약품의 효

과 인 활용에 필요한 문의약정보를 집 화, 체계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   비 자 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 학계의 연구자, 

의사, 약사 등 문인들의 정보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연

구인력정보, 연구성과정보, 학술행사정보를 제공하고 자도서 을 운 한다. 

연구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의약학 련 문가  연구자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

4. 國外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現況

   가.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보건의료 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심으로 검토한 결과 <表 Ⅱ-6>

과 같다. 이들은 주로 정부의 보건 련기 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장기

간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表 Ⅱ-6〉主要 保健醫療 關聯 데이터베이스(알 벳 )

명칭 소개  URL 

CANCERLIT

암과 련한 140만건 이상의 서지  록데이터베이스 제공하며, 

미국암연구소에서 운
http://www.cancer.gov/search/cancer_literature/search_cancerlittopic.aspx

CHID online
미국연방정부산하의 보건의료 련 기 에서 생산하는 서지 데이터베

이스 http://chid.nih.gov/ 

Virtual 
HospitalR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들을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서 .  

http://www.vh.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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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6〉계속

명칭 소개  URL 

ClinicalTrials.gov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미국국립의학도서 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베이
스로, 환자, 환자가족, 일반인에게 임상연구의 최근정보에 해 제공. 
http://clinicaltrials.gov/

CRISP
Computer Retrieval of Information on Scientific Projects, 미국보건복지
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와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
http://www-commons.cit.nih.gov/crisp/

DIRLINE
보건  생명의학에 련된 기 , 연구자료, 연구과제,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하는 범 하고 다양한 정보에 해 그 치와 기술정보를 
제공.  http://dirline.nlm.nih.gov/  

Drug Information 
from US

Pharmacopeia

MedMaster™, USP DIR, Advice for the PatientR에서 제공되는 
9,000여종 이상의 처방과 일반의약품 투약에 한 정보를 제공.
http://www.nlm.nih.gov/medlineplus/druginformation.htm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약물, 생물학, 화장품, 의료장치, 방사선보건에 한 최신 규제
정보 제공.  http://www.fda.gov/search.html

HSTAT

보건의료제공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 소비자, 보건의료정보 문가를 
상으로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웹 상의 무료 문(full-text) 서비스 제공. 
http://hstat.nlm.nih.gov/hq/Hquest/screen/HquestHome/s/51626

IBIDS Database
식이(건강)보조제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691,193건의 서지  록
정보를 제공.  http://ods.od.nih.gov/showpage.aspx?pageid=48

LOCATORplus
미국국립의학도서 의 온라인 목록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제목, 
단행본, 시청각자료, 보고서 정보제공.  http://locatorplus.gov/

MCA/MR
Syndromesⓒ DB

다발성선천성이상/정신지체 증후군 데이터베이스로 1,600～2,000개의 
증후군  700개 이상의 증후군에 한 요약  주요특징 등의 자료
를 포함.  http://www.nlm.nih.gov/mesh/jablonski/syndrome_title.html

MEDLINE Search
미국국립의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4,300여개 생명의학
에서 발간된 1,200만건 이상의 논문의 서지  록정보 제공. 
http://www.ncbi.nlm.nih.gov/pubmed/

REHABDATA
미국국립재활정보센터에서 만들어진 장애, 재활에 한 문헌데이터
베이스로 1997년 이후의 12,000건의 자료를 제공.
http://www.naric.com/search/

TOXNET 
Databases

독물학, 환경보건  련 주제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련정보를 제공.  http://toxnet.nlm.nih.gov/

Vaccine Info 
Database

백신  질병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http://www.immunizationinfo.org/search/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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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Ⅱ-6>에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몇 가지에 한 세부 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HID(Combined Health Information Database)

   CHID(Combined Health Information Database)는 미국연방정부의 보건의료 

련기 에서 구축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1985년부터 건강정보와 보건교육자

원정보를 제공한다. 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갱신되며, 16개의 주제(AIDS 

교육, 알쯔하이머병, 염  근골격계/피부질환, 암 방  조 , 보조의학 

 체의학, 귀먹음  의사소통 장애, 당뇨병, 소화기계질환, 간질 교육  

방, 건강증진  교육, 신장  비뇨기계 질환, 모자보건, 유 학  희귀질환, 

구강보건, 체 조 , 임산부 연)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원, 서지형태, 언어, 발행년도, 상 코드, 제목, 자, 기 명 등의 서지사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원, 주제, 키워드, 자, 제목, 상, 출처로 검색이 

가능하다. CHID에서 제공하는 16개 주제별 제공기 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

는 자료의 연도, 자료량을 살펴보면 <表 Ⅱ-7>과 같다. 

〈表 Ⅱ-7〉CHID(Combined Health Information Database)의 主題別 리스트 

주제 후원기 명
포함

연도
자료량

성, 성병, 결핵 

교육

CDC National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NPIN)

URL - http://www.cdcnpin.org/ 

1985

～

17,682건  

(2003. 1 기 )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Education and Referral (ADEAR) 

Center

URL - http://www.alzheimers.org/

1986

～

7,501건

(2003. 1 기 )

염  

근골격계, 

피부질환

The NIAMS Information Clearinghouse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1987

～

3,204건

(2003. 1 기 ) 

암 방  통제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RL - http://www.cdc.gov/nccdphp/

1988 

～
6,435건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利用  提供現況 59

〈表 Ⅱ-7〉계속

역 후원기 명
포함

연도
자료량

보조의학  

체의학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URL - http://www.nccam.nih.gov/

1997 

～
241건

귀먹음  

의사소통장애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NIDCD)

URL - http://www.nidcd.nih.gov/

1987 

～

6,893건

(2002. 10기 )

당뇨병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URL - http://www.niddk.nih.gov/

1978

～ 

6,522건

(2003. 1 기 ) 

소화기계질환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URL - http://www.niddk.nih.gov/

1980

～ 

6,593건 

(2003. 1 기 ) 

간질교육  

방활동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RL - http://www.cdc.gov/nccdphp/

1980

～ 

3,598 

(2003. 1 기 ) 

건강증진  교육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RL - http://www.cdc.gov/nccdphp/

1977

～ 

32,932

(2003. 1 기 ) 

신장  

비뇨기계질환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URL - http://www.niddk.nih.gov/

1987

～ 

6,563 

(2003. 1 기 ) 

모자보건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1987 

～

6,563건  

(2003. 1 기 )

유 학  희귀질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Office of Rare Diseases - -

구강보건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ational Oral Health Information Clearinghouse 

(NOHIC), URL - http://www.nohic.nidcr.nih.gov/

1994

～

4,966건

(2003. 1 기 ) 

산 연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RL - http://www.cdc.gov/nccdphp/

1980 

～

2,951건

(2003. 1 기 ) 

체 조 http://www.niddk.nih.gov/ - 3,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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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RLINE(Directory of Information Resource Online)

   DIRLINE(Directory of Information Resource Online)은 기 , 연구, 사업 등 

범 한 정보 소재  내용을 제공하는 미국의학도서 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로 보건의료와 생의학에 을 두고 있다. 10,000여 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

으며, 연방, 주, 지역의 정부기 , 정보  연계센터, 문가집단, 자조 그룹, 학

술/연구기   로그램, 정보 시스템  연구기 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목, 

주소, 화번호, 홈페이지 URL, 요약, 출 물, 기 형태, MESH headings, 갱신

날짜로 구성된다.

   나. 健康情報 사이트 

   단일 주제를 다루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외에 건강정보제공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체계 으로 생산‧제공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 외에 일부 국가의 정부차원에서 운 되고 있

는 건강정보 사이트를 살펴보았다. 

   국의 NHS Direct On-line(http://www.nhsdirect.nhs.uk/), 호주의 HealthInsite 

(http://www.healthinsite.gov.au)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와 그 구성에 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1) NHS Direct On-line(http://www.nhsdirect.nhs.uk/)

   국에서 운 되고 있는 NHS Direct On-line 웹사이트(http://www. 

nhsdirect.nhs.uk/)의 정보 제공내용은 <表 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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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8〉NHS Direct의 情報提供內容

서비스명 내용

Health 

Features 

매월 발간되는 웹진으로 NHS Direct 장, CMO의 인사, 건강 뉴스, 

이달의 화제와 링크, 이달의 온라인 chat로 구성

건강한 삶
건강 식이요법, 체 리, 운동요법, 음주, 연, 스트 스 리, 

구강 리, 작업장 건강 리에 한 정보 제공

건강 리 

지침서

가장 흔한 증상과 건강 련 문제에 한 조언 가이드로 사용법, 

지침서 소개, 인체지도, 증상과 질병, 인덱스, 질병용어해설, 참고 

자료, 검색으로 구성됨

NHS A-Z 

HelpDirect 
NHS Direct 인덱스 

질병과 치료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인체지도로 찾기, 검색, 키워드로 찾기로 구성됨 

 FAQs 건강문제, NHS Direct, web site에 한 각각의 FAQs로 구성 

   ‘Health Features’는 웹진으로 매월 발간된다. 건강과 련되어 최근 이슈화되

고 있는 문제에 한 문의료진들의 견해와 여러 가지 뉴스를 제공한다. 매달 

주요 건강 문제를 선정하여 해당 토픽에 해 가장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시켜 다. 한 매월 지정된 문가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한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삶을 한 식이요법이나 체 조 , 운동, 음주, 연, 

스트 스 리, 치아 리, 작업 리, 퀴즈, 해성 감소, 련정보 검색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건강 리지침서(The NHS Direct Healthcare Guide)’는 화상담과 함께 가장 

흔한 증상과 건강 련 문제에 한 조언을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수록하

고 있다. Self Care(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리할 수 있을 때), Call NHS 

Direct(병원에 가야하는지 등의 상담을 하고자 할 때), Dial 999(응 상황으로 도

움이 필요할 때)로 나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A-Z guide to the NHS’는 NHS 서비스 사용법,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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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법, 환자의 권리, 환자 보호와 원조 등과 

NHS의 기 이나 조직, 정책과 건강 련 서 이나 인쇄물 등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질병과 치료’는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인쇄물, 책자, 웹자원, 환자 지원

단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주로 잉 랜드와 웨일즈 주민을 

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Health Education Board for Scotland 

(HEBSWEB)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인체지도, 제목, 키

워드의 3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은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FAQs’는 건강문제와 련된 FAQs와 NHS Direct에 한 FAQs, NHS Direct 

웹사이트에 한 FAQ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질문에 해 여기서 수록하

고 있는 정보를 의 각 섹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2) HealthInsite(http://www.healthinsite.gov.au)

   호주에서는 ‘Health Online' 략의 일환으로 HealthInsite 웹사이트, rural 

health website가 개발되어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althInsite 웹사이트는 정보의 질이 평가된 건강정보 웹 페이지를 연결해주

는 홈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호주 건강정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부터 건강정보

를 얻는데 있어 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보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

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다. 

   1999년 12월 시험운 을 거쳐 2000년 4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 다. 

첫 운 시 약 20개 주제에 해 3,200개 이상의 정보원이 연결되었으며 2001년 

4월 재 50개 주요 주제에 46개 정보 트  웹사이트의 4,800개 건강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1일 1,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뉴스, 생활양식(Lifestyle), 건강상태  질병(Conditions/Diseases),  

생애단계  사건(life-stage & Events), 인구집단(Population Groups), 문가 의견

(Expert Views)로 구성된다. ‘Lifestyle’은 염, 천식, 암, 당뇨 등에 해 이 

질병들을 방하고 리하기 해서 필요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요법 등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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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타일 변화와 련된 일반정보와 연구보고 등의 문 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Conditions/Diseases’에서는 AIDS/ HIV, 알러지/민감성, 알츠하이머병 

등의 질환에 한 연구보고서나 논문 등을 원문으로 된 정보의 형태로 제공한

다. ‘life-stage & Events’에서는 총 10단계(출생, 아기, 유아기 등)의 생애주기

별로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나 논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질병의 단

계(질병의 발생, 입원단계, 불능을 갖고 살기 등)별로 연구보고 등의 정보를 제

공한다. ‘Population Groups’ 에서는 카테고리별 인구집단에 해 련된 논문이

나 문가가 쓴 들을 제공하며 ‘Expert Views’에서는 천식이나 심  질환 

등 재 7가지 주제에 한 문가의 견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健康情報 要調査

1. 調査 背景  目的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의 형태  양, 정보 제공자의 기술 능력 등 제반 여건에 의해 제공형태가 

결정되며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정보제공의 형태보다는 정보내용  

정보의 질이 선택의 주요 요건이 된다. 따라서 정보기술에 한 문지식이 없

는 일반인이 정보제공형태를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조사에서는 데이

터베이스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정보 반에 한 이용실태  수요조사를 하고

자 한다. 

   본 조사의 목 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이용 황  요구도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방안 마련에 

기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알아보고 둘째,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

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악하고 셋째, 건강정보 종류별 이용 황, 필요

도를 악하고 넷째,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종류별 이

용 황, 필요도를 분석한다.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이용 황  건강정보 수요 조사의 틀

은 [圖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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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1〕健康情報 要調査의 틀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현황

-이용횟수 -이용대상
-의료기관방문과 이용시기
-검색사이트수 -최근이용정보
-이용목적 -검색방법
-신뢰도 -유용도

-이용횟수

-이용기간

-사용목적

건강정보 수요도

-건강정보 종류별 이용도 및 요구도

-건강상식 종류별 이용도 및 요구도

-질병종류별 정보 이용도 및 요구도

건강정보 보완요구도 분석

-건강정보 보완요구도

-건강상식정보 보완요구도

-질병정보 보완요구도

건강정보 DB 구축시 고려할 사항

-요구되는 건강정보, 건강상식, 질병정보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현황

-이용횟수 -이용대상
-의료기관방문과 이용시기
-검색사이트수 -최근이용정보
-이용목적 -검색방법
-신뢰도 -유용도

-이용횟수

-이용기간

-사용목적

건강정보 수요도

-건강정보 종류별 이용도 및 요구도

-건강상식 종류별 이용도 및 요구도

-질병종류별 정보 이용도 및 요구도

건강정보 보완요구도 분석

-건강정보 보완요구도

-건강상식정보 보완요구도

-질병정보 보완요구도

건강정보 DB 구축시 고려할 사항

-요구되는 건강정보, 건강상식, 질병정보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2. 調査內容  方法

   가. 調査內容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행태  이용도, 요구도에 한 조사를 인터넷 사용

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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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미흡하다고 느끼는 정보

는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고, 그밖에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알아보았다.

   나. 調査票 開發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련 국내외 문헌조사, 선행연구고찰, 인터넷에

서 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 분류  정보제공 내용 검토, 문가와의 

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일반 인 사항, 건강정보 종류별 이

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건강상식정보별 이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질병정보

별 이용도‧요구도‧보완요구도,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의 5부분으로 구성되었

다(부록 1 참조).

   건강정보 이용에 한 일반 인 사항은 인터넷 이용 황과 건강정보원, 인

터넷상 건강정보 이용 황과 신뢰도, 유용도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도  요구도는 분류된 건강정보 종류별 이용도  요

구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와 그 이유에 하여 조사하 다.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에 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인구학  특성에 한 문항(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수입) 외 건강상태, 건강

에 한 심에 한 문항을 추가하 다. 

   본 설문지는 개발 후 련 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검토‧수정 후 조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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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健康情報의 分類

구 분 내 용

건강상식 양, 체 조  등 건강과 련된 일반건강상식

자가진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한 정보 

응 정보 응  시 처치법, 처방법 등에 한 정보

질병정보 질병의 원인, 방, 치료 등에 한 정보

검사정보 질병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에 한 정보

인력정보 
의사 등 보건의료 련인력의 근무처, 문과목 등에 한 

정보

기 정보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 련기 의 소재나 업무 등에 한 

정보

약품정보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가격 등에 한 정보

문헌정보 보건의료 련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에 한 정보

교육정보 보건교육자료  련 교육 로그램에 한 정보

용어정보 
의학용어, 검사용어, 의약품용어 등 보건의료 련 용어 

정보

통계정보 유병률, 사망률 등 보건의료 련 통계정보

행정‧법령정보 보건의료 련 법률이나 행정‧정책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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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健康常識情報의 分類

구 분 내 용

흡연 담배와 흡연에 한 건강정보

음주 술과 음주에 한 건강정보

양과 식생활 양과 식생활에 한 건강정보

운동 운동에 한 건강정보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한 건강정보

체 조 체 조 에 한 건강정보

구강보건 구강보건에 한 건강정보

약물 오‧남용 약물 오‧남용에 한 건강정보

사고 방, 안 보건  사고 방  안 에 한 건강정보

응 처치 정보 응 처치에 한 건강정보

성(sexuality) 련 정보 성(sexuality) 련된 건강정보

미용건강 피부 리, 성형 등에 한 건강정보

여행시 건강 리 여행시 유의하여야 할 건강정보

환경과 건강 환경과 련된 건강정보

‧유아건강 ‧유아에 한 건강정보

아동건강(학동기건강) 학동기 아동에 한 건강정보

청소년건강 청소년에 한 건강정보

여성건강 여성에 한 건강정보

성인건강 성인에 한 건강정보

노인건강 노인에 한 건강정보

장애인 건강 장애인에 한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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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疾病情報의 分類

구 분 내 용

암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

근골격계질환 염, 통풍, 요통, 디스크, 좌골통 등

소화기계질환 염, 궤양, 간염, 간경변, 소화불량 등

내분비, 사성 질환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순환기계질환 고 압, 풍, 뇌 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치질 등

호흡기계질환
폐결핵, 결핵, 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기, 폐렴, 

인 루엔자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비뇨기계 이상, 월경이상, 여성 생식기질환 등

, 귀 질환 백내장, 만성 이염, 이명, ‧귀의 이상

정신과질환 신경증(불안증,강박증), 우울증, 정신불열증, 치매 등

구강질환 충치, 풍치, 잇몸병 등

피부질환 피부질환, 무좀 등

사고  독의 후유증
각종사고(골 , 탈구, 인  늘어남, 기타 손상), 약물 독, 

농약 독 등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장 감염(콜 라, 이질, 장티푸

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다. 調査 象 

   본 조사는 인터넷 상에서 건강정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 으며, 6만명 이상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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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 패 이 구축되어있는 온라인 조사업체에 의뢰하 고 응답자의 일부는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홈페이지명: 건강길라잡이) 방문자들로 이루어졌다. 

   2002년 10월 설문조사를 한 웹페이지 제작 후 국 무작 로 1,000명을 

추출하여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 고, 패  구성원의 인구학  특성을 고려

하여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총 372명이 응답하 다.

   라. 資料 分析

   설문지를 수집한 후 부호화 작업을 거쳐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 으며 SPSS 10.1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통계분석은  각 변수에 한 기술분석을 실시하 으며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하여 유의수  5%에서 Multiple Response Crosstabs, Chi-square test를 실

시하 다.

3. 調査結果

   가. 一般的 特性

1) 人口學的 特性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를 상으로 성‧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은 10 가 87명(23.4%), 20 가 120명(32.3%)로 체의 

55.7% 으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197명(53%), 175명(47%)로 비슷하 다. 교육

수 은 학교 졸업이상이 186명(50%)으로 높았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124명

(33.3%)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근로자가 79명(21.2%), 주부가 54명(14.5%) 순

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11명

(2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수입 없다가 98명(26.3%)이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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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학생들의 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4 참조).  

〈表 Ⅲ-4〉應答 의 一般的 特性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연령별

  10～19세  87 23.4  47 23.9  40 22.9

  20～29시 120 32.3  60 30.5  60 34.3

  30～39세  99 23.6  57 28.9  42 24.0

  40세 이상  66 17.7  33 16.8  33 18.9

 교육수

  등학교재학  10  2.7 7  3.6  3 1.7

  등학교졸업   1  0.3  0  0.0  1 0.6

  학교재학  17  4.6 10  5.1  7  4.0

  학교졸업   2   0.5  0  0.0  2  1.1

  고등학교재학  46 12.4 22 11.2 24 13.7

  고등학교졸업  55 14.8 20 10.2 35 20.0

  학교재학  55 14.8 34 17.3 21 12.0

  학교졸업 151 40.6 78 39.6 73 41.7

  학원재학   9  2.4 7  3.6  2 1.1

  학원졸업  26  7.0 19  9.6  7  4.0

 직업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9 2.4   8  4.1  1 0.6

  문가  43 11.6  30 15.2 13  7.4

  기술공  문가  19  5.1  14  7.1   5  2.9

  사무직원  79 21.2  44 22.3  35 20.0

  서비스직, 매근로자  21  5.7  14  7.1  7  4.0

  농업  어업숙련근로자   2 0.5   1  0.5  1   0.6

  기능원  련기능근로자   4  1.1   4  2.0  0  0.0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   2  0.5   2  1.0  0  0.0

  단순노무직근로자   2  0.5   1 0.5  1   0.6

  군인   1  0.3   1  0.5  0  0.0

  학생 124 33.3  72 36.6  52 29.7

  주부  54 14.5   0 0.0  54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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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4〉계속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무직  12  3.2   6  3.1   6  3.4

 월수입

   100만원 미만   72  19.3  26 13.2  46 26.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1  29.8  65 33.0  46 26.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1  13.7  30 15.2  21 12.0

   300만원 이상   40  10.8  25 12.7  15  8.6

   없음   98  26.3  51 25.9  47 26.9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2) 健康狀態  健康에 한 觀心

   응답자의 재 주 인 건강상태는 <表 Ⅲ-5>와 같이 나타났다. 건강하거

나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51명(40.6%)이었으며, 163명(43.8%)은 보통

이라고 응답하 으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58명(15.6%)으로 부분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5 참조). 

〈表 Ⅲ-5〉主觀的 健康狀態 認識  健康에 한 觀心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21 5.7  11  5.6 10 5.7

   건강함 130 35.0  82 41.6 48 27.4

   보통 163 43.8 80 40.6  83 47.4

   건강하지 않음 55 14.8 22 11.2  33 18.9

    건강하지 않음 3 0.8 2  1.0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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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5〉계속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에 한 심

   매우 심있음 96 25.8 52 26.4 44 25.1

   심있음 188 50.5 99 50.3 89 50.9

   보통 81 21.8 42 21.3 39 22.3

   심없음 7 1.9 4 2.0 3 1.7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한 일반  특성에 따른 주 인 건강상태 인식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75명  34명(19.4%)으로 많으며, 교육수 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25.0%)로 비교  많았다. 한, 교육

수 이 높을수록(44.6%) 월수입이 많을수록(55.0%)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40.6%)가 많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인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

우가 27.8%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많았다(表 Ⅲ-6 참조).

   건강에 한 심은 체의 76.3%가 심이 있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심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5 참조).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건강에 한 심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

을수록 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

이 높은 경우에 81.2%로 건강에 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업무종사자와 주부의 건강 심도가 비교  높았

고, 월수입이 많은 경우 97.5%가 심이 있다고 응답하 다(表 Ⅲ-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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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6〉 一般的 特性에 따른 主觀的 健康狀態 認識

(단 : 명, %)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않음

p-value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93 47.2  80 40.6 24 12.2 0.013*

   여자  58 33.1 83 47.4 34 19.4

 연령별

   10～19세 36 41.4 32 36.8 19 21.8 0.226

   20～29세 44 36.7 60 50.0 16 13.3

   30～39세 41 41.1 47 47.5 11 11.1

   40세 이상 30 45.5 24 36.4 12 18.2

 교육수

   졸 이하 31 40.8 26 34.2 19 25.0 0.014*

   고졸 이하 37 33.6 53 48.2 20 18.2

   졸 이상 83 44.6 84 45.2 19 10.2

 직업

   업무종사자 83 45.6 81 44.5 18 9.9 0.021*

   학생 50 40.3 51 41.3 23 18.5

   주부 13 24.1 26 48.1 15 27.8

   무직 5 41.7 5 41.7 2 16.7

 월수입

   100만원 미만 26 36.1 34 47.2 12 16.7 0.038*

   100～199만원 46 41.4 54 48.6 11 9.9

   200～299만원 18 35.3 24 47.1 9 17.6

   300만원 이상 22 55.0 16 40.0 2 5.0

   없음 39 39.8 35 35.7 24 24.5

계 151 40.6 163 43.8 5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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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7〉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에 한 關心

(단 : 명, %)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p-value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51 76.6  43 21.3   4 2.0  0.954

   여자 133 76.0  39 22.3   3 1.7

 연령별

   10～19세  54 62.1  28 32.2   5 5.7  0.003*

   20～29세  93 77.5  25 20.8   2 1.7

   30～39세  84 84.8  15 15.2   0 0.0

   40세 이상  53 80.3  13 19.7   0 0.0

 교육수

   졸 이하  46 60.5  25 32.9   5 6.6  0.001*

   고졸 이하  87 79.1  22 20.0   1 0.9

   졸 이상 151 81.2  34 18.3   1 0.5

 직업

   업무종사자 145 79.7  35 19.2   2 1.1  0.215

   학생  86 69.4  33 26.6   5 4.0

   주부  44 81.5  10 18.5   0 0.0

   무직   9 75.0   3 25.0   0 0.0

 경제상태(월수입)

   100만원 미만  55 76.4  16 22.2   1 1.4  0.014*

   100～199만원  82 73.9  27 24.3   2 1.8

   200～299만원  43 84.3   8 15.7   0 0.0

   300만원 이상  39 97.5   1  2.5   0 0.0

   없음  65 66.3  29 29.6   4 4.1

       계 284 76.3  81 21.8   7 1.9

   2001년도에 실시한 건강정보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건강에 한 심도9)와 

200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응답자의 주  건강상태 인식은 별 차이가 없

9) 2001년 동 연구의 1차 연구의 수요조사에서 조사된 일부항목에 해 2차 연구에서 포함시켜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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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건강에 한 심도는 2002년 조사에서 심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表 Ⅲ-8 참조). 

〈表 Ⅲ-8〉主觀的 健康狀態  健康에 한 關心度 比

(단 : 명, %)

구분
2001년 조사 2002년 조사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13 4.3 21 5.7

   건강함 107 35.1 130 35.0

   보통 129 42.3 163 43.8

   건강하지 않음 54 17.7 55 14.8

    건강하지 않음 2 0.7 3 0.8

 건강에 한 심도

   매우 심있음 57 18.7 96 25.8

   심있음 166 54.4 188 50.5

   보통 74 24.3 81 21.8

   심없음 7 2.3 7 1.9

   심없음 1 0.3 0 0.0

       계 305 100.0 372 100.0

   나.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現況

1) 一般的인 인터넷 利用現況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 황은 <表 Ⅲ-9>와 같이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는 사

람이 275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체의 90.6%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인터넷 이용기간은 5년 

이상이 120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체의 

87.4%로 나타났다.  복으로 응답한 인터넷 이용목 으로는 정보검색 수집 

344명(92.5%), 이메일 사용 327명(8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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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9〉인터넷 利用現況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인터넷이용횟수

   매일 275 73.9 153 77.7 122 69.7

   주 5～6회 27 7.3 12 6.1 15 8.6

   주 3～4회 19 5.1 6 3.1 13 7.4

   주 1～2회 16 4.3 9 4.6 7 4.0

   월 3회 이하 35 9.4 17 8.6 18 10.3

 인터넷 이용 기간

   6개월 미만 3 0.8 2 1.0 1 0.6

   6개월～1년 10 2.7 1 0.5 9 5.1

   1～2년 34 9.1 16 8.1 18 10.3

   2～3년 86 23.1 44 22.3 42 24.0

   3～4년 75 20.2 30 15.2 45 25.7

   4～5년 44 11.8 20 10.2 24 13.7

   5년 이상 120 32.3 84 42.6 36 20.6

 인터넷 이용 목
1)

   정보검색, 수집 344 92.5 185 93.9 159 90.9

   게임 183 49.2 113 57.4 70 40.0

   이메일사용 327 87.9 169 85.8 158 90.3

   학습 148 39.8 82 41.6 66 37.7

   채 , 메신 157 42.2 91 46.2 66 37.7

   인터넷뱅킹 183 49.2 96 48.7 87 49.7

   쇼핑, 약 213 57.3 103 52.3 110 62.9

   화, 음악감상 182 48.9 104 52.8 78 44.6

 인터넷 이용 목
1)

   동호회활동 134 36.0 73 37.1 61 34.9

   인터넷폰 11 3.0 8 4.1 3 1.7

   기타 12 3.2 7 3.6 5 2.9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주: 1) 주로 이용하는 용도에 한 복응답



78

2) 건강정보원

   평소에 건강정보가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를 얻는 출처로는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8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매체 55명(14.8%), 의

사‧약사 등 련 문가 45명(12.1%) 순으로 나타났다(表 Ⅲ-10 참조).

〈表 Ⅲ-10〉健康情報源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건강정보원

  의료기 , 보건소의 건강강좌 13 3.5 10 5.1 3 1.7

  서 , 잡지 등 인쇄매체 32 8.7 17 8.6 15 8.6

  의사, 약사 등 련 문가 45 12.1 20 10.2 25 14.3

  신문, 방송 등 매체 55 14.8 32 16.2 23 13.1

  부모, 친구 등 주 사람들 29 7.9 15 7.6 14 8.0

  인터넷 198 53.2 103 52.3 95 54.3

합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원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건강정보원이 매체인 경우는 연

령이 높은 경우(19.7%), 무직인 경우(25.0%),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25.9%)가 많았으며, 문가에게서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는 주부(16.7%)인 경우,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19.6%), 건강에 한 심이 있는 경우(14.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表 Ⅲ-11 참조). 



健康情報 要調査 79

〈表 Ⅲ-11〉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情報源

(단 : 명, %)

구분
건강강좌 인쇄매체 문가 매체 부모,친구, 

주변사람 인터넷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0 5.1 17 8.6  20 10.2 32 16.2 15 7.6 103 52.3

  여자  3 1.7 15 8.6  25 14.3 23 13.1 14 8.0 95 54.3

연령

  10～19세  1 1.1  5 5.7   7 8.0 13 14.9  9 10.3 52 59.8

  20～29세  6 5.0 10 8.3  15 12.5 16 13.3  9 7.5 64 53.3

  30～39세  3 3.0 10 10.1  15 15.2 13 13.1  4 4.0 54 54.4

  40세 이상  6 4.5  7 10.6   8 12.1 13 19.7  7 10.6 28 42.4

교육수

  졸 이하 1 1.3 5 6.6 6 7.9 12 15.8 9 11.8 43 56.6

  고졸 이하 3 2.7 14 12.7 13 11.8 20 18.2 7 6.4 53 48.2

  졸 이상 9 4.8 13 7.0 26 14.0 23 12.4 13 7.0 102 54.8

직업

  업무종사자 10 5.5 16 8.8 22 12.1 27 14.8 11 6.0 96 52.7

  학생 3 2.4 10 8.1 13 10.5 17 13.7 13 10.5 68 54.8

  주부 0 0.0 6 11.1 9 16.7 8 14.8 4 7.4 27 50.0

  무직 0 0.0 0 0.0 1 8.3 3 25.0 1 8.3 7 58.3

월수입

  100만원 미만 3 4.2 11 15.3 4 5.6 12 16.7 3 4.2 39 54.2

  100～199만원 5 4.5 9 8.1 14 12.6 13 11.7 5 4.5 65 58.6

  200～299만원 2 3.9 3 5.9 10 19.6 7 13.7 5 9.8 24 47.1

  300만원 이상 1 2.5 3 7.5 6 15.0 6 15.0 3 7.5 21 52.5

  없음 2 2.0 6 6.1 11 11.2 17 17.3 13 13.3 49 50.0

건강상태

  건강함 9 6.0 12 7.9 14 9.3 20 13.2 11 7.3 85 56.3

  보통 2 1.2 14 8.6 27 16.6 20 12.3 15 9.2 85 52.1

  건강하지않음 2 3.4 6 10.3 4 6.9 15 25.9 3 5.2 28 48.3

건강 심도

  심있음 11 3.9 29 10.2 40 14.1 35 12.3 16 5.6 153 53.9

  보통 2 2.5 3 3.7 5 6.2 18 22.2 12 14.8 41 50.6

  심없음 0 0.0 0 0.0 0 0.0 2 28.6 1 14.3 4 57.1

     계 13 3.5 32 8.6 45 12.1 55 14.8 29 7.8 19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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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에 실시한 건강정보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건강정보원과 2002년

도 조사를 비교하면, 서 ‧잡지 등 인쇄매체에서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감

소하 고, 반면에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表 Ⅲ-12 참조). 

〈表 Ⅲ-12〉 健康情報源 比
(단 : 명, %)

구분
2001년 조사 2002년 조사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의료기 , 보건소의 건강강좌 10 3.3 13 3.5

 서 , 잡지 등 인쇄매체 52 17.1 32 8.6

 의사, 약사 등 련 문가 44 14.4 45 12.1

 신문, 방송 등 매체 38 12.6 55 14.8

 부모, 친구 등 주 사람들 25 8.2 29 7.8

 인터넷 136 44.6 198 53.2

   계 305 100.0 372 100.0

3) 健康情報 利用現況

   인터넷 건강정보 황으로는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가’, ‘건강정보를 구를 하여 이용하게 되는가’, ‘의료기  방문과 련하여 

언제 건강정보를 찾는가’, ‘건강정보를 찾을 때 보통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보

는가’, ‘검색하는 방법과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 사이트와 최근에 찾아본 건강

정보는 무엇인가’, ‘주로 어떤 목 으로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가’에 해

서 조사하 다(表 Ⅲ-13 참조). 



健康情報 要調査 81

〈表 Ⅲ-13〉健康情報 利用現況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이용횟수

  주 3～7회 35 9.4 17 8.6 18 10.3

  주 1～2회 81 21.8 39 19.8 42 24.0

  월 2～3회 128 34.4 66 33.5 62 35.4

  월 1회 이하 122 32.8 71 36.0 51 29.1

  기타 6 1.6 4 2.0 2 1.1

 구를 하여

  본인 213 57.3 124 62.9 89 50.9

  자녀 55 14.8 19 9.6 36 20.6

  부모님 69 18.5 41 20.8 28 16.0

  친척 3 0.8 0 0.0 3 1.7

  기타 주변사람 32 8.6 13 6.6 19 10.9

 의료기 방문시기

  방문 126 33.9 74 37.6 52 29.7

  방문후 37 10.0 16 8.1 21 12.0

  방문 신 36 9.7 18 9.1 18 10.3

  상 없이 173 46.5 89 45.2 84 48.0

 몇 개의 사이트

  1개 23 6.2 14 7.1 9 5.1

  2～3개 191 51.3 100 50.8 91 52.0

  4～5개 119 32.0 62 31.5 57 32.6

  6～10개 29 7.8 14 7.1 15 8.6

  11～20개 6 1.6 3 1.5 3 1.7

  20개 이상 4 1.1 4 2.0 0 0.0

 최근 이용한 건강정보

  질병이나 증상정보 211 56.7 108 54.8 103 58.9

  의사, 의료기 , 약품정보 18 4.8 11 5.6 7 4.0

  건강 련뉴스 45 12.1 23 11.7 22 12.6

  건강 리에 한 정보 91 24.5 51 25.9 40 22.9

  기타 7 1.9 4 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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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3〉계속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목

  정보수집 237 63.7 122 61.9 115 65.7

  건강상담 102 27.4 58 29.4 44 25.1

  교육연구학습 19 5.1 9 4.6 10 5.7

  상품구매 11 3.0 6 3.1 5 2.9

  기타 3 0.8 2 1.1 1 0.6

 건강정보 검색방법

  검색어이용 251 67.5 143 72.6 100 61.7

  디 토리검색 77 20.7 33 16.8 44 25.1

  특정사이트 44 11.8 21 10.7 23 13.1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가) 健康情報 利用頻度

   ‘인터넷에서 건강과 련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라는 질문

에 해 부분(98.4%)이 월 1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 이용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Ⅲ-14〉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頻度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매일 11 100.0 10 90.9 1 9.10

  주 5～6회 10 100.0 3 30.0 7 70.0

  주 3～4회 14 100.0 4 28.6 10 71.4

  주 1～2회 81 100.0 39 48.1 42 51.9

  월 2～3회 128 100.0 66 51.6 62 48.4

  월 1회 이하 122 100.0 71 58.2 51 41.8

  기타 6 100.0 4 66.7 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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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1.3%(116명)에 달하여 인터넷을 통

한 건강 련 정보 이용이 비교  정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表 Ⅲ-15>

와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의 경우 건강정보 이용횟수는 월 1회 이하

(48.3%), 월 2～3회(28.7%), 주 1회 이상(23.0%)순이었으나 연령 가 높아질수록 

건강정보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주1회 이상(36.4%), 월 2～3회

(36.4%), 월 1회 이하(27.3%)로 나타났다. 건강에 한 심도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에 심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

서 주 1회 이상 건강정보 이용자가 37.3%로 높게 나타났다. 

〈表 Ⅲ-15〉一般的 特性에 따른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頻度

(단 : 명, %)

구분

건강정보이용빈도

주 1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이하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56 28.4 66 33.5 75 38.1

   여자 60 34.3 62 35.4 53 30.3

 연령

  10 20 23.0 25 28.7 42 48.3

  20 39 32.5 43 35.8 38 31.7

  30 33 33.3 36 36.4 30 30.3

  40  이상 24 36.4 24 36.4 18 27.3

 교육정도

   졸 이하 18 23.7 22 28.9 36 47.4

   고졸 이하 32 29.1 40 36.4 38 34.5

   졸 이상 66 35.5 66 35.5 54 29.0

 직업그룹

   업무종사자 61 33.5 68 37.4 53 29.1

   학생 32 25.8 36 29.0 56 45.2

   주부 19 35.2 20 37.0 15 27.8

   무직 4 33.3 4 33.3 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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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5〉계속

구분

건강정보이용횟수

주1회이상 월2-3회 월1회이하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월수입

   100만원 미만 26 36.1 24 33.3 22 30.6

   100～199만원 41 36.9 30 27.0 40 36.0

   200～300만원 16 31.4 20 39.2 15 29.4

   300만원 이상 11 27.5 21 52.5 8 20.0

   없음 22 22.4 33 33.7 43 43.9

 건강상태

   건강함 50 33.1 53 35.1 48 31.8

   보통 48 29.4 58 35.6 57 35.0

   건강못함 18 31.0 17 29.3 23 39.7

 건강 심도

   심있음 106 37.3 102 35.9 76 26.8

   보통 10 12.3 26 32.1 45 55.6

   심없음 0 00.0 0 00.0. 7 100.0

계 116 31.2 128 34.4 128 34.4

   나) 健康情報 利用 象

   ‘주로 구를 하여 건강정보를 찾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해 본인이라고 

응답한 수가 213명(57.3%)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 69명(18.5%), 자녀 55명

(14.8%), 기타주변사람 32명(8.6%), 친척 3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 직업, 교육수 ,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表 Ⅲ-16 참조).

   연령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10 , 20  모두 본인을 하여 건강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59명(67.8%), 77명(64.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부모님을 해 건강정보를 찾는다는 응답이 각각 21명(24.1%), 25명(20.8%)

다. 30 , 40 에 들어서면 ‘본인’을 하여 건강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한 비

율은 각각 43.4%, 51.5%로 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연령

는 결혼을 하여 자녀가 생기는 연령으로 10 , 20 에 비해 부모님을 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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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2%, 10.6%로 감소하지만, 자녀를 

해 건강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2%, 29.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재 건강상태에 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58명  45명

(77.6%)이 본인을 하여 건강정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16〉健康情報 利用 象

(단 : 명, %)

구분
본인 자녀 부모 기타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24 62.9 19 9.6 41 20.8 13  6.6 197 100.0

 여자 89 50.9 36 20.6 28 16.0 22 12.6 175 100.0

 연령

 10 59 67.8  1  1.1 21 24.1 6  6.9 87 100.0

 20 77 64.2  7  5.8 25 20.8 11  9.2 120 100.0

 30 43 43.4 31 31.3 16 16.2 9  9.1 99 100.0

 40  이상 34 51.5 16 24.2  7 10.6 9 13.6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54 71.1  1  1.3 17 22.4 4  5.3 76 100.0

 고졸 이하 65 59.1 16 14.0 23 20.9 6  5.5 110 100.0

 졸 이상 94 50.5 38 20.4 29 15.6 25 13.4 186 100.0

 직업

 업무종사자 102 56.0  27 14.8 31 17.0 22 12.1 182 100.0

 학생 0 0.0 0 0.0 0 0.0 0 0.0 0 100.0

 주부 0 0.0 0 0.0 0 0.0 0 0.0 0 100.0

 무직 0 0.0 0 0.0 0 0.0 0 0.0 0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43 59.7  2  2.8 18 25.0 9 12.5 72 100.0

 100～199만원 62 55.9 20 18.0 20 18.0 9  8.1 111 100.0

 200～299만원 23 45.1 16 31.4  7 13.7 5  9.8 51 100.0

 300만원 이상 21 52.5 11 27.5  3  7.5 5 12.5 40 100.0

 없음 64 65.3  6  6.1 21 21.4 7  7.1 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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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6〉계속

구분
본인 자녀 부모 기타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상태

 건강함 80 53.0 25 16.6 30 19.9 16 10.6 151 100.0

 보통 88 54.0 26 16.0 34 20.9 15  9.2 163 100.0

 건강못함 45 77.6  4  6.9  5  8.6 4  6.9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61 56.7 45 15.8 53 18.7 25  8.8 284 100.0

 보통 47 58.0 10 12.3 15 18.5 9 11.1 81 100.0

 심없음  5 71.4 0 0.0  1 14.3 1 14.3 7 100.0

     계 213 57.3 55 14.8 69 18.5 35  9.4 372 100.0

   다) 醫療機關訪問과 健康情報 利用時期

   ‘의료기 방문과 련하여 언제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습니까?’라는 질

문에 하여 의료기  방문과 계없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는다는 응답

이 173명(46.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  방문 ’ 126명(33.9%), ‘의료기  

방문 후’ 37명(9.9%), ‘의료기  방문 신’ 36명(9.7%)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료기  방문과 상 없이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료기 방문 후보다는 방문 에 찾

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表 Ⅲ-17>과 같이 연령,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10 의 경우 의료기 방문과 상 없이 건강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이 

59.8% 고, 방문 에 찾아본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하지만 연령이 높

아질수록 의료기 을 방문하기 에 건강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이 20  35%, 

30  39.4%, 40  이상 42.4%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  역시 비

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의료기 을 방문하기 에 건강

정보를 찾아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졸 이하 17.1%, 고졸 이하 32.7%, 졸 이

상 41.4%로 증가하고 있다. 의 결과와 같이 고연령 일수록 교육수 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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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의료기 을 방문하기 에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성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Ⅲ-17〉醫療機關訪問과 健康情報 利用時期
(단 : 명, %)

구분
방문 방문후 방문 신 상 없이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74 37.6 16 8.1 18 9.1 89 45.2 197 100.0

 여자 52 29.7 21 12.0 18 10.3 84 48.0 175 100.0

 연령

 10 17 19.5 4 4.6 14 16.1 52 59.8 87 100.0

 20 42 35.0 15 12.5 16 13.3 47 39.2 120 100.0

 30 39 39.4 10 10.1 4 4.0 46 46.5 99 100.0

 40  이상 28 42.4 8 12.1 2 3.0 28 42.4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13 17.1 4 5.3 14 18.4 45 59.2 76 100.0

 고졸 이하 36 32.7 10 9.1 11 10.0 53 48.2 110 100.0

 졸 이상 77 41.4 23 12.4 11 5.9 75 40.3 186 100.0

 직업

 업무종사자 73 40.1 21 11.5 8 4.4 80 44.0 87 100.0

 학생 29 23.4 9 7.3 22 17.7 64 51.6 120 100.0

 주부 19 35.2 7 13.0 5 9.3 23 42.6 99 100.0

 무직 5 41.7 - - 1 8.3 6 50.0 6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2 30.6 6 8.3 13 18.1 31 43.1 72 100.0

 100～199만원 44 39.6 11 9.9 7 6.3 49 44.1 111 100.0

 200～299만원 25 49.0 5 9.8 4 7.8 17 33.3 51 100.0

 300만원 이상 12 30.0 5 12.5 - - 23 57.5 40 100.0

 없음 23 23.5 10 10.2 12 12.2 53 54.1 98 100.0

 건강상태

 건강함 56 37.1 18 11.9 11 7.3 66 43.7 151 100.0

 보통 49 30.1 15 9.2 18 11.0 81 49.7 163 100.0

 건강못함 21 36.2 4 6.9 7 12.1 26 44.8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00 35.2 32 11.3 26 9.2 126 44.4 284 100.0

 보통 25 30.9 5 6.2 8 9.9 43 53.1 81 100.0

 심없음 1 14.3 - - 2 28.6 4 57.1 7 100.0

        계 126 33.9 37 9.9 36 9.7 173 46.5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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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健康情報 檢索 사이트 數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을 때 보통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보십니까?’라

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51.3%(191명)가 2～3개의 사이트를 찾아본다고 응답

을 하 으며, ‘4～5개’ 119명(32.0%), ‘6～10개’ 29명(7.8%), ‘1개’ 23명(6.2%), 

‘11～20개’ 6명(1.6%), ‘20개 이상’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가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을 때 평균 2-3개의 사이트를 찾아보고 결과를 비

교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사이트만을 찾아보는 경우는 6.2%로 매

우 낮았다. 응답자의 93%이상이 평균 2개 이상의 사이트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表 Ⅲ-18>과 같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온 결과는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에서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를 찾을 때 4개 이상의 사이트를 찾아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가장 높

았다. 30 의 경우는 2～3개의 사이트를 찾아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 

〈表 Ⅲ-18〉平均 健康情報 檢索 사이트 個數

(단 : 명, %)

구분
1개 2개 4개이상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4 7.1 100 50.8 83 42.1 197 100.0

여자 9 5.1 91 52.0 75 42.9 175 100.0

연령

  10 10 11.5 39 44.8 38 43.7 87 100.0

  20 3 2.5 54 45.0 63 52.5 120 100.0

  30 5 5.1 62 62.6 32 32.3 99 100.0

  40  이상 5 7.6 36 54.5 25 37.9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9 11.8 36 47.4 31 40.8 76 100.0

  고졸 이하 4 3.6 56 50.9 50 45.5 110 100.0

  졸 이상 10 5.4 99 53.2 77 41.4 1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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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8〉계속

구분
1개 2개 4개이상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월수입

  100만원 미만 4 5.6 34 47.2 34 47.2 72 100.0

  100～199만원 6 5.4 55 49.5 50 45.0 111 100.0

  200～299만원 2 3.9 32 62.7 17 33.3 51 100.0

  300만원 이상 2 5.0 22 55.0 16 40.0 40 100.0

  없음 9 9.2 48 49.0 41 41.8 98 100.0

건강상태

  건강함 9 6.0 77 51.0 65 43.0 151 100.0

  보통 10 6.1 83 50.9 70 42.9 163 100.0

  건강못함 4 6.9 31 53.4 23 39.7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5 5.3 148 52.1 121 42.6 284 100.0

  보통 7 8.6 42 51.9 32 39.5 81 100.0

  심없음 1 14.3 1 14.3 5 71.4 7 100.0

       계 23 6.2 191 51.3 158 42.5 372 100.0

   마) 近 利用한 健康情報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강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서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한 정보’라고 답한 경우가 211명(56.7%)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건강 리에 한 정보(운동, 양 등)’ 91명(24.5%), ‘건강 련 

뉴스’ 45명(12.1%), ‘의사나 의료기  는 약품에 한 정보’ 18명(4.8%), ‘기

타’ 7명(1.9%) 순이었다. 

   인구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 가 30  이상인 경우, 교육수 이 높

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 비교  ‘질병이나 증상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연령 가 낮은 경우, 교육수 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교  ‘건강 리에 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表 Ⅲ-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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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9〉 近 利用한 健康情報

(단 : 명, %)

구분
질병이나 

증상정보

의사,의료

기 ,약품

정보

건강 련

뉴스

건강 리에 

한 정보
기타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08 54.8 11 5.6 23 11.7 51 25.9 4 2.0 197 100.0

 여자 103 58.9 7 4.0 22 12.6 40 22.9 3 1.7 175 100.0

 연령

 10 40 46.0 3 3.4 10 11.5 32 36.8 2 2.3 87 100.0

 20 70 58.3 8 6.7 18 15.0 22 18.3 2 1.7 120 100.0

 30 64 64.6 3 3.0 10 10.1 19 19.2 3 3.0 99 100.0

 40  이상 37 56.1 4 6.1 7 10.6 18 27.3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35 46.1 2 2.6 10 13.2 27 35.5 2 2.6 76 100.0

 고졸 이하 56 50.9 8 7.3 17 15.5 28 25.5 1 0.9 110 100.0

 졸 이상 120 64.5 8 4.3 18 9.7 36 19.4 4 2.2 18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44 61.1 3 4.2 7 9.7 18 25.0 72 100.0

 100～199만원 63 56.8 5 4.5 16 14.4 24 21.6 3 2.7 111 100.0

 200～299만원 34 66.7 2 3.9 3 5.9 11 21.6 1 2.0 51 100.0

 300만원 이상 22 55.0 4 10.0 4 10.0 9 22.5 1 2.5 40 100.0

 없음 48 49.0 4 4.1 15 15.3 29 29.6 2 2.0 98 100.0

 건강상태  

 건강함 85 56.3 9 6.0 16 10.6 38 25.2 3 2.0 151 100.0

 보통 89 54.6 6 3.7 26 16.0 39 23.9 3 1.8 163 100.0

 건강못함 37 63.8 3 5.2 3 5.2 14 24.1 1 1.7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58 55.6 16 5.6 31 10.9 74 26.1 5 1.8 284 100.0

 보통 50 61.7 1 1.2 13 16.0 15 18.5 2 2.5 81 100.0

 심없음 3 42.9 1 14.3 1 14.3 2 28.6 0 0.0 7 100.0

      계 211 56.7 18 4.8 45 12.1 91 24.5 7 1.9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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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健康情報 利用目的

   ‘인터넷 건강정보를 주로 어떤 목 으로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 건강증

진  질병의 방과 치료를 한 정보수집이 237명(63.7%)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상태  질병에 한 건강상담 102명(27.4%), 교육이나 연구 는 학습활동 19명

(5.1%),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련 상품구매 11명(3.0%), 기타 3명(0.8%) 순이었다. 

   인구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表 Ⅲ-20>과 같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증진  질병의 방과 치료를 한 정보수집은 30

인 경우, 소득수 이 높은 경우,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비교  많았으며, 건강상

담은 20 의 경우, 소득수 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많았다. 

〈表 Ⅲ-20〉인터넷 健康情報 利用目的

(단 : 명, %)

구분

정보수집 건강상담
교육연구

학습

건강 련상

품구매
기타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성별

  남자 122 61.9 58 29.4 9 4.6 6 3.0 2 1.0 197 100.0

  여자 115 65.7 44 25.1 10 5.7 5 2.9 1 0.6 175 100.0

연령

  10 54 62.1 20 23.0 7 8.0 4 4.6 2 2.3 87 100.0

  20 74 61.7 40 33.3 4 3.3 2 1.7 0 0.0 120 100.0

  30 68 68.7 25 25.3 4 4.0 1 1.0 1 1.0 99 100.0

  40  이상 41 62.1 17 25.8 4 6.1 4 6.1 0 0.0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48 63.2 16 21.1 7 9.2 3 3.9 2 2.6 76 100.0

  고졸 이하 69 62.7 35 31.8 4 3.6 2 1.8 0 0.0 110 100.0

  졸 이상 120 64.5 51 27.4 8 4.3 6 3.2 1 0.5 18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37 51.4 28 38.9 5 6.9 2 2.8 0 0.0 72 100.0

  100～199만원 70 63.1 32 28.8 3 2.7 5 4.5 1 0.9 111 100.0

  200～299만원 35 68.6 14 27.5 2 3.9 0 0.0 0 0.0 51 100.0

  300만원 이상 27 67.5 7 17.5 3 7.5 3 7.5 0 0.0 40 100.0

  없음 68 69.4 21 21.4 6 6.1 1 1.0 2 2.0 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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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0〉계속

구분
정보수집 건강상담

교육연구

학습

건강 련상

품구매
기타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상태

  건강함 90 59.6 44 29.1 9 6.0 6 4.0 2 1.3 151 100.0

  보통 103 63.2 48 29.4 7 4.3 4 2.5 1 0.6 163 100.0

  건강못함 44 75.9 10 17.2 3 5.2 1 1.7 0 0.0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83 64.4 75 26.4 14 4.9 9 3.2 3 1.1 284 100.0

  보통 50 61.7 25 30.9 4 4.9 2 2.5 0 0.0 81 100.0

  심없음 4 57.1 2 28.6 1 14.3 0 0.0 0 0.0 7 100.0

    계 237 63.7 102 27.4 19 5.1 11 3.0 3 0.8 372 100.0

   사) 健康情報 檢索方法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검색방법에 한 질문에 한 응답으로 328명

(88.2%)이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한다고 응답하 고, 알고 있는 특정건강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4명(11.8%)이었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

색하는 경우에 251명(67.5%)이 검색어를 통한 검색, 77명(20.7%)이 디 토리(카

테고리)검색이나 메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表 Ⅲ-21>과 같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검색어를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는 여

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 가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으며, 

디 토리를 이용한 검색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 가 높을수록 많았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특정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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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1〉健康情報 檢索方法

(단 : 명, %)

구분
검색어이용 디 토리검색 특정사이트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43 72.6 33 16.8 21 10.7 197 100.0

여자 108 61.7 44 25.1 23 13.1 175 100.0

연령

  10 66 75.9 13 14.9 8 9.2 87 100.0

  20 86 71.7 21 17.5 13 10.8 120 100.0

  30 58 58.6 25 25.3 16 16.2 99 100.0

  40  이상 41 62.1 18 27.3 7 10.6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58 76.3 11 14.5 7 9.2 76 100.0

  고졸 이하 74 67.3 27 24.5 9 8.2 110 100.0

  졸 이상 119 64.0 39 21.0 28 15.1 18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48 66.7 16 22.2 8 11.1 72 100.0

  100-199만원 81 73.0 20 18.0 10 9.0 111 100.0

  200-299만원 28 54.9 14 27.5 9 17.6 51 100.0

  300만원 이상 23 57.5 9 22.5 8 20.0 40 100.0

  없음 71 72.4 18 18.4 9 9.2 985 100.0

건강상태

  건강함 114 75.5 23 15.2 14 9.3 151 100.0

  보통 99 60.7 40 24.5 24 14.7 163 100.0

  건강못함 38 65.5 14 24.1 6 10.3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186 65.5 63 22.2 35 12.3 284 100.0

  보통 60 74.1 12 14.8 9 11.1 81 100.0

  심없음 5 71.4 2 28.6 0 0.0 7 100.0

       계 251 67.5 77 20.7 44 11.8 372 100.0

4) 健康情報 信賴度  有用度

   가) 健康情報 信賴度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에 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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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거의 부분 믿는다’가 67명(18.0%), ‘ 체로 믿는다’가 252명

(67.7%), ‘약간만 믿는다’가 51명(13.7%), ‘거의 믿지 않는다’가 2명(0.5%)으로 

체로 인터넷 건강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22 참조).

〈表 Ⅲ-22〉 健康情報 信賴度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거의 부분 믿는다 67 18.0 34 17.3 33 18.9

체로 믿는다 252 67.7 134 68.0 118 67.4

약간만 믿는다 51 13.7 28 14.2 23 13.1

거의 믿지 않는다 2 0.5 1 0.5 1 0.6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를 살펴보면, 10 의 40.2%가 

‘거의 부분 믿는다’로 응답하 고, 50.6%가 ‘ 체로 믿는다’로 응답하여 연령

이 어릴수록 인터넷 건강정보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

수 이 낮은 경우, 학생인 경우에 ‘거의 부분 믿는다’ 응답자가 상 으로 

많았다. 반면에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약간만 믿는다’로 응답한 사

람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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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3〉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情報 信賴度

(단 : 명, %)

구분
거의 부분 

믿는다 체로 믿는다 약간만 
믿는다

거의 믿지 
않는다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34 17.3 134 68.0 28 14.2 1 0.5 197 100.0

   여자 33 18.9 118 67.4 23 13.1 1 0.6 175 100.0

 연령

   10～19세 35 40.2 44 50.6 7 8.0 1 1.1 87 100.0

   20～29세 10 8.3 95 79.2 15 12.5 0 0.0 120 100.0

   30～39세 12 12.1 69 69.7 17 17.2 1 1.0 99 100.0

   40세 이상 10 15.2 44 66.7 12 18.2 0 0.0 66 100.0

 교육수

   졸 이하 33 40.8 39 51.3 5 6.6 1 1.3 76 100.0

   고졸 이하 13 11.8 83 75.5 14 12.7 0 0.0 110 100.0

   졸 이상 23 12.4 13. 69.9 32 17.2 1 0.5 186 100.0

 직업

   업무종사자 22 12.1 126 69.2 33 18.1 1 0.5 182 100.0

   학생 35 28.2 77 62.1 11 13.0 0 0.0 124 100.0

   주부 9 16.7 38 70.4 7 13.0 0 0.0 54 100.0

   무직 1 8.3 11 91.7 0 .0 0 .0 12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 22.2 51 70.8 5 6.9 0 0.0 72 100.0

   100～199만원 10 9.0 82 73.9 18 16.2 1 0.9 111 100.0

   200～299만원 9 17.6 31 60.8 11 21.6 0 0.0 51 100.0

   300만원 이상 4 10.0 29 72.5 7 17.5 0 0.0 40 100.0

   없음 28 28.6 59 60.2 10 10.2 1 1.0 98 100.0

 건강상태

   건강함 31 20.5 105 69.5 13 8.6 2 1.3 151 100.0

   보통 23 14.1 108 66.3 32 19.6 0 0.0 163 100.0

   건강하지않음 13 22.4 39 67.2 6 10.3 0 0.0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47 16.5 202 71.1 34 12.0 1 0.4 284 100.0

   보통 16 19.8 48 59.3 16 19.8 1 1.2 81 100.0

   심없음 4 57.1 2 28.6 1 14.3 0 0.0 7 100.0

       계 67 18.0 252 67.7 51 13.7 2 0.5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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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健康情報 有用性

   인터넷에서 이용한 건강정보의 유용성에 한 조사결과, ‘매우 유용했다’가 

90명(24.2%), ‘약간 유용했다’가 261명(70.2%),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가 20명

(5.4%), ‘  유용하지 않았다’가 1명(0.3%)로 나타나, 건강정보를 이용한 사람

의 94.4%는 건강정보가 유용했던 것으로 평가하 다(表 Ⅲ-24 참조). 

〈表 Ⅲ-24〉健康情報 有用性

(단 : 명, %)

구분
체 남자 여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유용성

  매우 유용했다 90 24.2 43 21.8 47 26.9

  약간 유용했다 261 70.2 142 72.1 119 68.0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 20 5.4 12 6.1 8 4.6

   유용하지 않았다 1 0.3 0 0.0 1 0.6

계 372 100.0 197 100.0 175 100.0

   ‘매우 유용했다’와 ‘약간 유용했다’를 ‘유용하다’로 보고,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와 ‘  유용하지 않았다’의 경우를 ‘유용하지 않다’로 보았을 때, 인구

학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의 유용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연령 가 10 인 경우, 교육수 이 졸 이하인 경

우, 학생인 경우와 건강에 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인터넷 건강정보가 유

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表 Ⅲ-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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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5〉 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情報 有用性

(단 :명, %)

구분
유용하다 유용하지않다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85 93.9 12 6.1

여자 166 94.9 9 5.1

연령

10～19세 79 90.8 8 9.2

20～29세 114 95.0 6 5.0

30～39세 95 96.0 4 4.0

40세 이상 63 95.5 3 4.5

교육수

졸 이하 68 89.5 8 10.5

고졸 이하 106 96.4 4 3.6

졸 이상 177 95.2 9 4.8

직업

업무종사자 174 95.6 8 4.4

학생 113 91.1 11 8.9

주부 52 96.3 2 3.7

무직 12 100.0 0 .0

월수입

100만원 미만 68 94.4 4 5.6

100～199만원 107 96.4 4 3.6

200～299만원 50 98.0 1 2.0

300만원 이상 38 95.0 2 5.0

없음 88 25.1 10 47.6

건강상태

건강함 141 93.4 10 6.6

보통 154 94.5 9 5.5

건강하지않음 56 96.6 2 3.4

건강 심도

심있음 273 96.1 11 3.9

보통 72 88.9 9 11.1

심없음 6 85.7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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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가)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必要度

   인터넷상에서 문가의 사 평가를 통해 엄선된 양질의 건강정보만을 제공

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166명

(44.5%), ‘필요하다’가 171명(46.0%), ‘보통이다’가 32명(8.6%), ‘필요하지 않다’가 

2명(0.5%), ‘  필요하지 않다’가 1명(0.3%)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90.6%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26 참조). 

〈表 Ⅲ-26〉健康情報 評價시스템 必要度

(단 :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필요하다 166 44.6

필요하다 171 46.0

보통이다 32 8.6

필요하지 않다 2 0.5

 필요하지 않다 1 0.3

        계 372 100.0

   나)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利用 否

   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25명(87.4%)이었으며, 

‘모르겠다’가 42명(11.3%), ‘이용하지 않겠다’가 5명(1.3%)순이었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연

령이 높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건강에 심이 있는 경우에 양질의 건강

정보사이트를 이용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表 Ⅲ-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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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7〉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利用 否

(단 : 명, %) 

구분

양질의 건강정보사이트 이용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166 84.3 3 1.5 28 14.2 197 100.0

   여자 159 90.9 2 1.1 14 8.0 175 100.0

 연령

   10～19세 68 78.2 3 3.4 16 18.4 87 100.0

   20～29세 106 88.3 1 0.8 13 10.8 120 100.0

   30～39세 91 91.9 0 0.0 8 8.1 99 100.0

   40세 이상 60 90.9 1 1.5 5 7.6 66 100.0

 교육수

   졸 이하 62 81.6 3 3.9 11 14.5 76 100.0

   고졸 이하 96 87.3 1 0.9 13 11.8 110 100.0

   졸 이상 167 89.8 1 0.5 18 9.7 18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65 90.3 1 1.4 6 8.3 72 100.0

   100～199만원 102 91.9 0 0.0 9 8.1 11 100.0

   200～299만원 49 96.1 0 0.0 2 3.9 51 100.0

   300만원 이상 35 87.5 1 2.5 4 10.0 40 100.0

   없음 74 75.5 3 3.1 21 21.4 98 100.0

 건강상태

   건강함 129 85.4 3 2.0 19 12.6 151 100.0

   보통 144 88.3 2 1.2 17 10.4 163 100.0

   건강하지않음 52 89.7 0 0.0 6 10.3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258 90.8 3 1.1 23 8.1 284 100.0

   보통 62 76.5 1 1.2 18 22.2 81 100.0

   심없음 5 71.4 1 14.3 1 14.3 7 100.0

       계 325 87.4 5 1.3 42 11.3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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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運營主體

   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운

주체로 가장 합한 곳에 한 응답으로는 공공연구기  251명(67.5%), 민간단

체 62명(16.7%), 정부 54명(14.5%), 기타 5명(1.3%) 순으로 공공연구기 에서 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인구학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운 주체에 한 응

답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교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낮을수록 공공연

구기 을 많이 들었고, 연령 가 높고 소득수 이 높을수록 민간단체에서 건강정

보 평가시스템을 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表 Ⅲ-28 참조).

〈表 Ⅲ-28〉一般的 特性에 따른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運營主體

(단 : 명, %) 

구분

운 주체

정부 공공연구기 민간단체 기타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74 37.6 125 63.5 36 18.3 3 1.5 197 100.0

 여자 52 29.7 126 72.0 26 14.9 2 1.1 175 100.0

 연령

 10 16 18.4 59 67.8 11 12.6 1 1.1 87 100.0

 20 18 15.0 84 70.0 17 14.2 1 0.8 120 100.0

 30 10 10.1 72 72.7 15 15.2 2 2.0 99 100.0

 40  이상 10 15.2 36 54.5 19 28.8 1 1.5 66 100.0

 교육정도 

 졸 이하 16 21.1 47 61.8 12 15.8 1 1.3 76 100.0

 고졸 이하 18 16.4 75 68.2 15 13.6 2 1.8 110 100.0

 졸 이상 20 10.8 129 69.4 35 18.8 2 1.1 186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9 12.5 54 75.0 9 12.5 0 0.0 72 100.0

 100～199만원 16 14.4 85 76.6 9 8.1 1 0.9 111 100.0

 200～299만원 3 5.9 29 56.9 18 35.3 1 2.0 51 100.0

 300만원 이상 7 17.5 19 47.5 12 30.0 2 5.0 40 100.0

 없음 19 19.4 64 65.3 14 14.3 1 1.0 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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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8〉계속

구분

운 주체

정부 공공연구기 민간단체 기타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건강상태

 건강함 28 18.5 94 62.3 28 18.5 1 0.7 151 100.0

 보통 18 11.0 115 70.6 26 16.0 4 2.5 163 100.0

 건강못함 8 13.8 42 72.4 8 13.8 0 0.0 58 100.0

 건강 심도

 심있음 35 12.3 200 70.4 44 15.5 5 1.8 284 100.0

 보통 18 22.2 46 56.8 17 21.0 0 0.0 81 100.0

 심없음 1 14.3 5 71.4 1 14.3 0 0.0 7 100.0

       계 54 14.5 251 67.5 62 16.7 5 1.3 372 100.0

   다.  健康情報 要分析

1) 인터넷 健康情報

  가) 健康情報 利用度

   인터넷 사용자를 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 경험, 제공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는 정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인

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정

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미흡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여 인

터넷 건강정보 이용도10), 요구도11)  보완요구도12)를 분석하 다.

   건강정보 종류별 이용도는 <表 Ⅲ-29>와 같이 양, 체 조  등 건강과 

련된 건강상식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05명, 82.0%), 질병의 원인, 방, 

10)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도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이용경험이 있는 정보를 복

으로 응답하게 하여 각 건강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1) 인터넷 건강정보 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정보를 응답자

에게 5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건강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2) 인터넷 건강정보 보완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

는 건강정보를 응답자에게 3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건강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

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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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등에 한 질병정보가 288명(77.4%), 자가진단정보가 284명(76.3%), 응  

시 처치법, 처방법 등에 한 응 정보가 156명(41.9%), 보건의료 련 용어정

보가 102명(27.4%),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가격 등에 한 약품정보가 98명

(26.3%), 보건의료 련기 의 소재지나 업무 등에 한 기 정보가 90명

(24.2%),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 등에 한 검사정보가 73명(19.6%), 보건교육자

료  련 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정보가 46명(12.4%), 보건의료 련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 문헌정보가 45명(12.1%), 보건의료 련 통계정보가 32명

(8.6%), 보건의료 련인력의 근무처, 문과목 등에 한 인력정보가 19명

(5.1%), 보건의료 련 법률이나 행정‧정책에 한 정보가 18명(4.8%)으로 건강

상식, 질병정보, 자가진단정보, 응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행정‧법령정

보, 인력정보 등은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29〉健康情報 種類別 利用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건강상식 305 19.6 82.0

자가진단 284 18.3 76.3

응 정보 156 10.0 41.9

질병정보 288 18.5 77.4

검사정보 73 4.7 19.6

인력정보 19 1.2 5.1

기 정보 90 5.8 24.2

약품정보 98 6.3 26.3

문헌정보 45 2.9 12.1

교육정보 46 3.0 12.4

용어정보 102 6.6 27.4

통계정보 32 2.1 8.6

행정‧법령정보 18 1.2 4.8

합계 1556 100.0 418.3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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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도의 차이는 [부록 3-1]과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163명, 82.7%), 자가진단(160명, 81.2%), 질병

정보(143명, 72.6%)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145명, 82.9%), 건강상식(142명, 81.1%), 자가진단(124명, 70.9%) 순으로 

이용경험이 많았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68명, 78.2%), 질병정보(57

명, 65.5%), 자가진단(56명, 64.4%)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100명, 83.3%), 자가진단(98명, 81.7%), 질병정보(92

명, 76.6%), 30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84명, 84.8%), 질병정보(83명, 83.8%), 

자가진단(77명, 77.8%),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56명, 84.8%), 건강상

식(53명, 80.3%), 자가진단(53명, 80.3%)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많이 

이용하는 상  3가지 건강상식정보의 종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용도 순 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57명, 75.0%), 질병

정보(53명, 69.7%), 자가진단(48명, 63.2%),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

(92명, 83.6%), 자가진단(88명, 80.0%), 질병정보(83명, 75.5%), 졸 이상 응답자

의 경우 건강상식(156명, 83.9%), 질병정보(152명, 81.7%), 자가진단(148명, 

79.6%)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77명, 78.6%), 질

병정보(68명, 69.4%), 자가진단(67명, 68.4%),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

상식(63명, 87.5%), 질병정보(58명, 80.65%), 자가진단(54명, 75.0%), 100만원 이

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91명, 82.0%), 자가진단(86명, 77.5%), 

질병정보(85명, 76.6%),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44

명, 86.3%), 자가진단(42명, 82.4%), 건강상식(40명, 78.4%), 300만원 이상 응답자

의 경우 자가진단(35명, 87.5%), 건강상식(34명, 85.0%),  질병정보(33명, 82.5%)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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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健康情報 要求度 

   건강정보 종류별 요구도는 <表 Ⅲ-30>과 같이 질병의 원인, 방, 치료 등에 한 

질병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319명, 85.8%), 양, 체 조  등 건

강과 련된 건강상식정보가 305명( 83.6%), 자가진단정보가 303명(81.5%), 응  시 처

치법, 처방법 등에 한 응 정보가 273명(73.4%),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가격 등

에 한 약품정보가 164명(44.1%),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 등에 한 검사정보가 151

명(40.6%), 보건의료 련기 의 소재지나 업무 등에 한 기 정보가 94명(25.3%), 보

건의료 련 용어정보가 82명(22.0%),  보건교육자료  련 교육 로그램에 한 교

육정보가 46명(12.4%), 보건의료 련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 문헌정보가 34명(9.1%), 

보건의료 련인력의 근무처, 문과목 등에 한 인력정보가 32명(8.6%), 보건의료

련 법률이나 행정‧정책에 한 정보가 28명(7.5%), 보건의료 련 통계정보가 22명

(5.9%)으로 질병정보, 건강상식, 자가진단정보, 응 정보에 한 요구가 많았고, 통계정보, 

행정‧법령정보, 인력정보 등은 요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0〉健康情報 種類別 要求度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건강상식 311 16.7 83.6

자가진단 303 16.3 81.5

응 정보 273 14.7 73.4

질병정보 319 17.2 85.8

검사정보 151 8.1 40.6

인력정보 32 1.7 8.6

기 정보 94 5.1 25.3

약품정보 164 8.8 44.1

문헌정보 34 1.8 9.1

교육정보 46 2.5 12.4

용어정보 82 4.4 22.0

통계정보 22 1.2 5.9

행정‧법령정보 28 1.5 7.5

합계 1,859 100.0 499.7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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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요구도의 차이는 [부록 3-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170명, 86.3%), 건강상식(168명, 85.3%), 질병

정보(165명, 83.8%)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

우 질병정보(151명, 86.3%), 건강상식(146명, 83.4%), 자가진단(133명, 76.0%)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73명, 83.9%), 질병정보(73

명, 83.9%), 자가진단(71명, 81.6%)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104명, 83.9%), 건강상식(102명, 85.0%), 자가진단

(101명, 84.2%), 30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82명, 82.8%), 질병정보(82명, 

82.8%), 자가진단(76명, 76.8%),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60명, 

90.9%), 자가진단(55명, 83.3%), 건강상식(54명, 81.8%)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

각하고 있어 상  3가지 건강상식 요구정보 종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요구도 

순 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63명, 82.9%), 질병

정보(62명, 81.6%), 응 정보(61명, 80.3%),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

(97명, 88.2%), 건강상식(95명, 86.4%), 자가진단(90명, 81.8%), 졸 이상 응답자

의 경우 질병정보(160명, 86.0%), 건강상식(153명, 82.3%), 자가진단(153명, 

82.3%)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85명, 86.7%), 건강

상식(82명, 83.7%), 자가진단(79명, 80.6%),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

식(62명, 86.1%), 자가진단(62명, 86.1%), 질병정보(60명, 8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98명, 88.3%), 건강상식(95명, 85.6%), 자

가진단(91명, 82.0%),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43명, 

84.3%), 건강상식(42명, 82.4%), 자가진단(39명, 76.5%),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질병정보(33명, 82.5%), 자가진단(32명, 80.0%), 건강상식(30명, 75.0%) 순으

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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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건강정보 종류별 보완요구도는 <表 Ⅲ-31>과 같이 자가진단정보가 가장 많이 보완되

어야 할 정보로 조사되었고 (115명, 42.0%),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가격 등에 한 약품

정보가 82명(29.9%), 양, 체 조  등 건강과 련된 건강상식정보가 72명( 26.3%), 질병

의 원인, 방, 치료 등에 한 질병정보 68명(24.8%), 응  시 처치법, 처방법 등에 

한 응 정보가 44명(16.1%), 보건의료 련 용어정보가 40명(14.6%),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 

등에 한 검사정보가 37명(13.5%), 보건의료 련기 의 소재지나 업무 등에 한 기 정

보가 36명(13.1%), 보건의료 련 법률이나 행정‧정책에 한 정보가 27명(9.9%),  보건의료

련인력의 근무처, 문과목 등에 한 인력정보가 25명(9.1%), 보건의료 련 통계정보가 

23명(8.4%), 보건의료 련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 문헌정보가 18명(6.6%), 보건교육자료 

 련 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정보가 16명(5.8%)으로 자가진단, 약품정보, 건강상식, 

질병정보를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육정보, 문헌정보, 통계정보 

등은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1〉健康情報 種類別 補完要求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건강상식 72 11.9 26.3

자가진단 115 19.1 42.0

응 정보 44 7.3 16.1

질병정보 68 11.3 24.8

검사정보 37 6.1 13.5

인력정보 25 4.1 9.1

기 정보 36 6.0 13.1

약품정보 82 13.6 29.9

문헌정보 18 3.0 6.6

교육정보 16 2.7 5.8

용어정보 40 6.6 14.6

통계정보 23 3.8 8.4

행정‧법령정보 27 4.5 9.9

합계 603 100.0 220.1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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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보완요구도의 차이는 [부록 3-3]과 같다. 성

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62명, 42.2%), 약품정보(44명, 29.9%), 

건강상식(40명, 27.2%)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53명, 41.7%), 약품정보(38명, 29.9%), 건강상식(32명, 

2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30.8, 83.9%), 용어정보(15

명, 28.8%), 약품정보(11명, 21.2%)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

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42명, 42.4%), 약품정보(31명, 31.3%), 질병

정보(23명, 23.2%), 30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37명, 46.8%), 약품정보(31명, 

40.5%), 건강상식(24명, 30.4%),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20명, 

45.5%), 질병정보(18명, 40.9%), 건강상식(16명, 36.4%)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

보로 생각하고 있어  연령층에서 자가진단 정보의 보완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용어정보(13명, 

30.2%), 자가진단(12명, 27.9%), 건강상식(9명, 20.9%), 약품정보(9명, 20/9%), 고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38명, 45.2%), 건강상식(23명, 27.4%), 약품정보

(22명, 26.2%), 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65명, 44.2%), 약품정보(51명, 

34.7%), 질병정보(42명, 28.6%)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24명, 36.4%), 약품정보

(18명, 27.3%), 질병정보(15명, 22.7%),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25

명, 47.2%), 약품정보(18명, 34.0%), 건강상식(14명, 26.4%), 100만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39명, 47.0%), 약품정보(26명, 31.3%), 질병정보

(22명, 26.5%),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식(14명, 

34.1%), 약품정보(13명, 31.7%), 자가진단(12명, 29.3%),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자가진단(15명, 48.4%), 건강상식(12명, 38.7%), 질병정보(12명, 38.7%) 순으

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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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比

   인터넷 건강정보 가운데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정보는 건강상식정보가 

82.0%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정보(77.4%), 자가진단(7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

공될 필요가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로는 질병정보(85.8%), 건강상식(83.6%), 자가진

단(81.5%) 순으로 나타났다. 한 아직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건강정보로

는 자가진단(42.0%), 약품정보(29.9%), 건강상식(26.3%) 순으로 나타났다.

〈表 Ⅲ-32〉健康情報 種類別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건강상식 (82.0)  1. 질병정보 (85.8)  1. 자가진단 (42.0)

 2. 질병정보 (77.4)  2. 건강상식 (83.6)  2. 약품정보 (29.9)

 3. 자가진단 (76.3)  3. 자가진단 (81.5)  3. 건강상식 (26.3)

 4. 응 정보 (41.9)  4. 응 정보 (73.4)  4. 질병정보 (24.8)

 5. 용어정보 (27.4)  5. 약품정보 (44.1)  5. 응 정보 (16.1)

 6. 약품정보 (26.3)  6. 검사정보 (40.6)  6. 용어정보 (14.6)

 7. 기 정보 (24.2)  7. 기 정보 (25.3)  7. 검사정보 (13.5)

 8. 검사정보 (19.6)  8. 용어정보 (22.0)  8. 기 정보 (13.1)

 9. 교육정보 (12.4)  9. 교육정보 (12.4)  9. 행정‧법령정보 (9.9)

10. 문헌정보 (12.1) 10. 문헌정보 (9.1) 10. 인력정보 (9.1)

11. 통계정보 (8.6) 11. 인력정보 (8.6) 11. 통계정보 (8.4)

12. 인력정보 (5.1) 12. 행정‧법령정보 (7.5) 12. 문헌정보 (6.6)

13. 행정‧법령정보 (4.8) 13. 통계정보 (5.9) 13. 교육정보 (5.8)

 주: 1) 복 응답함.

   1차년도 결과와 같이 2차년도에서도 건강상식정보와 질병정보의 이용도와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에, 건강상식정보와 질병정보를 구체 으로 조사하 다.

2) 인터넷 健康常識情報

   인터넷 사용자를 상으로 건강상식정보를 이용 경험,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되는 정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

넷 건강상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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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미흡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여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이용도13), 요구도14)  보완요구도15)를 분석하 다.

   가) 健康常識情報 利用度

   건강상식정보 종류별 이용도는 <表 Ⅲ-33> 과 같이 양과 식생활 련 정보

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05명, 55.1%), 운동 197명(53.0%), 체 조  180명

(48.4%), 흡연 141명(37.9%), 성 련 정보 140명(37.6%),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 

등) 121명(32.5%), 성인건강 118명(31.7%), 정신건강 104명(28.0%), 여성건강 99명

(26.6%), 음주 96명(25.8%), 응 처지 95명(25.5%), 구강보건 88명(23.7%), ‧유아

건강 75명(20.2%), 청소년건강 53명(14.2%), 사고 방, 안 교육 52명(14.0%), 환경

과 건강 51명(13.7%), 노인건강 43명(11.6%), 여행시 건강 리 40명(10.8%), 아동건

강 32명(8.6%), 약물 오‧남용 29명(7.8%), 장애인건강 련 정보가 7명(1.9%)으로 

양과 식생활, 운동, 체 조 , 흡연 련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건

강, 약물 오‧남용, 아동건강 정보 등은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3〉健康常識情報 種類別 利用度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흡연 141 7.2 37.9

음주 96 4.9 25.8

양과 식생활 205 10.4 55.1

운동 197 10.0 53.0

정신건강 104 5.3 28.0

체 조 180 9.2 48.4

13)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이용도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상식정보  이용경험이 있는 정보

를 복으로 응답하게 하여 각 건강상식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4)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상식정보를 

응답자에게 5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건강상식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5)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보완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

각되는 건강상식정보를 응답자에게 3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건강상식정보별 응답

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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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3〉 계속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구강보건 88 4.5 23.7

약물 오‧남용 29 1.5 7.8

사고 방, 안 보건 52 2.6 14.0

응 처치 정보 95 4.8 25.5

성(sexuality) 련 정보 140 7.1 37.6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등) 121 6.2 32.5

여행시 건강 리 40 2.0 10.8

환경과 건강 51 2.6 13.7

‧유아건강 75 3.8 20.2

아동건강 32 1.6 8.6

청소년건강 53 2.7 14.2

여성건강 99 5.0 26.6

성인건강 118 6.0 31.7

노인건강 43 2.2 11.6

장애인건강 7 0.4 1.9

합계 1966 100.0 528.5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상식 이용도의 차이는 [부록 4-1] 과 같다. 성별

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운동(104명, 52.8%), 양과 식생활(99명, 50.3%), 

흡연(92명, 46.7%)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106명, 60.6%), 체 조 (101명, 57.7%), 운동(93명, 53.1%)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운동(49명, 56.3%), 양과 식생활(46

명, 52.9%), 체 조 (41명, 47.1%)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운동(68명, 56.7%), 양과 식생활(65명, 54.2%), 체 조 (62명, 

51.7%), 30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58명, 58.6%), 체 조 (50명, 50.5%), 

운동(48명, 48.5%),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36명, 54.5%), 운동(32

명, 48.5%), 성인건강(32명, 48.5%)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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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41명, 53.9%), 

운동(40명, 52.6%), 체 조 (35명, 46.1%),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운동(66명, 

60.6%), 양과 식생활(61명, 55.5%), 체 조 (59명, 53.6%), 졸 이상 응답자

의 경우 양과 식생활(103명, 55.4%), 운동(91명, 48.9%), 체 조 (86명, 46.2%)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56명, 57.1%), 

체 조 (49명, 50.0%), 운동(48명, 49.0%),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운동(43

명, 59.7%), 체 조 (41명, 56.9%), 양과 식생활(40명, 55.6%),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운동(61명, 55.0%), 양과 식생활(56명, 50.5%), 성 

련 정보(50명, 45.0%),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

생활(32명, 62.7%), 체 조 (26명, 51.0%), 운동(25명, 49.0%), 300만원 이상 응

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21명, 52.5%), 운동(20명, 50.0%),  흡연(18명, 45.0%)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나)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건강상식정보 종류별 요구도는 <表 Ⅲ-34>와 같이 양과 식생활 련 정

보를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159명, 42.7%), 운동 153명(41.1%), 성 

련 정보 135명(36.3%), 흡연 135명(36.3%), 응 처지 132명(35.5%), 체 조  

126명(33.9%), 성인건강 112명(30.1%), 정신건강 112명(30.1%), 음주 87명(23.4%), 

약물 오‧남용 86명(23.1%), 여성건강 77명(20.7%), 사고 방, 안 교육 75명

(20.2%), ‧유아건강 73명(19.6%),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 등) 63명(16.9%), 환

경과건강 60명(16.1%), 구강보건 56명(15.1%), 청소년건강 55명(14.8%),  노인건

강 53명(14.2%), 아동건강 43명(11.6%), 여행시 건강 리 43명(11.6%), 장애인건

강 련 정보가 25명(6.7%)으로 양과 식생활, 운동, 성 련 정보, 흡연, 응

처지, 체 조  련정보에 한 요구가 많았고, 장애인건강, 여행시 건강 리, 

아동건강정보 등은 요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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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4〉健康常識情報 種類別 要求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흡연 135 7.3 36.3

음주 87 4.7 23.4

양과 식생활 159 8.5 42.7

운동 153 8.2 41.1

정신건강 112 6.0 30.1

체 조 126 6.8 33.9

구강보건 56 3.0 15.1

약물 오‧남용 86 4.6 23.1

사고 방, 안 보건 75 4.0 20.2

응 처치 정보 132 7.1 35.5

성(sexuality) 련 정보 135 7.3 36.3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등) 63 3.4 16.9

여행시 건강 리 43 2.3 11.6

환경과 건강 60 3.2 16.1

‧유아건강 73 3.9 19.6

아동건강 43 2.3 11.6

청소년건강 55 3.0 14.8

여성건강 77 4.1 20.7

성인건강 112 6.0 30.1

노인건강 53 2.8 14.2

장애인건강 25 1.3 6.7

합계 1860 100.0 500.0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상식 요구도의 차이는 [부록 4-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양과 식생활(90명, 45.7%), 운동(89명, 45.2%), 흡연(85명, 43.1%)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체 조 (70명, 40.0%), 양

과 식생활(69명, 39.4%), 운동(64명, 36.6%), 응 처치정보(64명, 36.6%)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흡연(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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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운동(40명, 46.0%), 체 조 (39명, 44.8%)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

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54명, 45.0%), 운동(49명, 

40.8%), 흡연(47명, 39.2%), 양과 식생활(47명, 39.2%), 30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44명, 44.4%), 응 처치 정보(43명, 43.4%), 정신건강(39명, 39.4%),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30명, 45.5%), 운동(30명, 45.5%), 성인

건강(28명, 42.4%)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

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운동(37명, 48.7%), 흡연(36명, 47.4%), 양과 식생

활(34명, 44.7%),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흡연(45명, 40.9%), 운동(45명, 

40.9%), 양과 식생활(42명, 38.2%), 체 조 (42명, 38.2%), 졸 이상 응답자

의 경우 양과 식생활(83명, 44.6%), 응 처치 정보(73명, 39.2%), 운동(71명, 

38.2%)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운동(44명, 44.9%), 체 조 (43명, 43.9%), 양과 식생활(41명, 

41.8%),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37명, 51.4%), 운동(32명, 

44.4%), 체 조 (30명, 41.7%),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성인

건강(45명, 40.5%), 흡연(43명, 38.7%), 운동(42명, 37.8%),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23명, 45.1%), 운동(22명, 43.1%), 정신건강

(19명, 37.3%), 응 처치 정보(19명, 37.3%), 성 련 정보(19명, 37.3%), 성인건

강(19명, 37.3%),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양과 식생활(18명, 45.0%), 정신

건강(18명, 42.5%), 응 처치 정보(16명, 40.0%)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건강상식정보 종류별 보완요구도는 <表 Ⅲ-35>와 같이 성 련 정보가 가

장 많이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 조사되었고(52명, 21.1%), 약물 오‧남용 44명

(17.9%), 장애인건강 39명(15.9%), 정신건강 39명(15.9%), 운동 28명(11.4%), 체

조  28명(11.4%), 흡연 28명(11.4%), 양과 식생활 27명(11.0%),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 등) 26명(10.6%), 응 처지 26명(10.6%), 환경과 건강 22명(8.9%),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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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건 22명(8.9%), 음주 21명(8.5%), 노인건강 17명(6.9%), 여행시 건강 리 16

명(6.5%), ‧유아건강 15명(6.1%), 사고 방, 안 교육 14명(5.7%), 성인건강 12

명(4.9%),  청소년건강 10명(4.1%), 여성건강 8명(3.3%), 아동건강 3명(1.2%)으로  

성 련 정보, 약물 오‧남용, 장애인건강, 정신건강, 운동 등 을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 많이 요구하 으며 아동건강, 여성건강, 청소년건강, 성인건강 등을 보

완 요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5〉健康常識情報 種類別 補完要求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흡연 28 5.4 11.4

음주 21 4.1 8.5

양과 식생활 27 5.2 11.0

운동 37 7.2 15.0

정신건강 39 7.6 15.9

체 조 37 7.2 15.0

구강보건 22 4.3 8.9

약물 오‧남용 44 8.5 17.9

사고 방, 안 보건 14 2.7 5.7

응 처치 정보 26 5.0 10.6

성(sexuality) 련 정보 52 10.1 21.1

미용건강(피부 리, 성형등) 26 5.0 10.6

여행시 건강 리 16 3.1 6.5

환경과 건강 22 4.3 8.9

‧유아건강 15 2.9 6.1

아동건강 3 .6 1.2

청소년건강 10 1.9 4.1

여성건강 8 1.6 3.3

성인건강 12 2.3 4.9

노인건강 17 3.3 6.9

장애인건강 39 7.6 15.9

합계 515 100.0 209.3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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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  특성에 따른 건강상식 보완요구도의 차이는 [부록 4-3]과 같다. 성

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약품 오‧남용(26명, 19.3%), 장애인건강(25명, 

18.5%), 성 련 정보(24명, 17.8%)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

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28명, 25.2%), 체 조 (21명, 18.9%), 

정신건강(20명, 18.0%)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11명, 22.9%), 흡연(9

명, 18.8%), 양과 식생활(9명, 18.8%)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24명, 27.3%), 정신건강(20명, 

22.7%), 체 조 (17명, 19.3%), 30  응답자의 경우 약물 오‧남용(21명, 30.9%), 

성 련 정보(13명, 19.1%), 응 처치 정보(11명, 16.2%), 40  이상 응답자의 경

우 운동(11명, 26.2%), 양과 식생활(7명, 16.7%), 정신건강(7명, 16.7%)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9명, 22.0%), 흡

연(8명, 19.5%), 양과 식생활(8명, 19.5%), 고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17명, 22.7%), 약물 오‧남용(14명, 18.7%), 운동(13명, 17.3%), 미용건강(13

명, 17.3%), 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약물 오‧남용(27명, 20.8%), 정신건강(26

명, 20.0%), 성 련 정보(26명, 20.0%)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12명, 19.4%), 

양과 식생활(11명, 17.7%), 체 조 (10명, 16.1%), 환경과 건강(10명, 16.1%), 

장애인건강(10명, 16.1%),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성 련 정보(15명, 

31.9%), 운동(9명, 19.1%), 흡연(8명, 17.0%),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

의 경우 약물 오‧남용(19명, 26.8%), 장애인건강(17명, 23.9%), 정신건강(15명, 

21.1%),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약물 오‧남용(8명, 22.2%), 

응 처치 정보(8명, 22.2%),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운동(9명, 30.0%), 성 

련 정보(8명, 26.7%), 정신건강(6명, 20.0%) 순으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생

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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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터넷 健康常識情報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比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가운데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정보는 양과 

식생활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53.0%), 체 조 (48.4%) 순으로 나타났

으며, 요구도가 높은 건강상식정보로는 양과 식생활(42.7%), 운동(41.1%), 흡

연(36.3%), 성 련 정보(36.3%), 응 처치 정보(35.5%)로 나타났다. 한 미흡하

다고 여겨지는 건강상식정보로 성 련 정보(21.1%), 약물 오‧남용(17.9%), 정

신건강(15.9%) 순으로 나타나서 이 분야의 건강정보 제공이 요청된다.

〈表 Ⅲ-36〉健康常識情報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양과 식생활 (55.1) 1. 양과 식생활 (42.7) 1. 성 련 정보 (21.1)

2. 운동 (53.0) 2. 운동 (41.1) 2. 약물 오‧남용 (17.9)

3. 체 조  (48.4) 3. 흡연 (36.3) 3. 장애인건강 (15.9)

4. 흡연 (37.9) 4. 성 련 정보 (36.3) 4. 정신건강 (15.9)

5. 성 련 정보 (37.6) 5. 응 처치 정보 (35.5) 5. 운동 (15.0)

6. 미용건강 (32.5) 6. 체 조  (33.9) 6. 체 조  (15.0)

7. 성인건강 (31.7) 7. 성인건강 (30.1) 7. 흡연 (11.4)

8. 정신건강 (28.0) 8. 정신건강 (30.1) 8. 양과 식생활 (11.0)

9. 여성건강 (26.6) 9. 음주 (23.4) 9. 미용건강 (10.6)

10. 음주 (25.8) 10. 약물 오‧남용 (23.1) 10. 응 처치 정보 (10.6)

11. 응 처치 정보 (25.5) 11. 여성건강 (20.7) 11. 구강보건 (8.9)

12. 구강보건 (23.7) 12. 사고, 안 보건 (20.2) 12. 환경과 건강 (8.9)

13. ‧유아건강 (20.2) 13. ‧유아건강 (19.6) 13. 음주 (8.5)

14. 청소년건강 (14.2) 14. 미용건강 (16.9) 14. 노인건강 (6.9)

15. 사고, 안 보건 (14.0) 15. 환경과 건강 (16.1) 15. 여행건강 리 (6.5)

16. 환경과 건강 (13.7) 16. 구강보건 (15.1) 16. ‧유아건강 (6.1)

17. 노인건강 (11.6) 17. 청소년건강 (14.8) 17. 사고, 안 보건 (5.7)

18. 여행건강 리 (10.8) 18. 노인건강 (14.2) 18. 성인건강 (4.9)

19. 아동건강 (8.6) 19. 아동건강 (11.6) 19. 청소년건강 (4.1)

20. 약물 오‧남용 (7.8) 20. 여행건강 리 (11.6) 20. 여성건강 (3.3)

21. 장애인건강 (1.9) 21. 장애인건강 (6.7) 21. 아동건강 (1.2)

 주: 1) 복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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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疾病情報

   인터넷 사용자를 상으로 질병정보를 이용 경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되는 정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넷 질

병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필

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미흡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여 인터넷 질

병정보 이용도16), 요구도17)  보완요구도18)를 분석하 다.

   가) 疾病情報 利用度

   질병정보 종류별 이용도는 <表 Ⅲ-37>과 같이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

궁암 등의 암 련 질병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60명, 43.0%), 

염, 궤양, 간염, 간경변,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55명

(41.7%), 피부질환, 무좀 등의 질병정보가 132명(35.5%), 폐결핵, 결핵, 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기, 폐렴, 인 루엔자 등 호흡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11명(29.8%), 비뇨기계 이상, 월경이상, 여성 생식기질환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의 질병정보가 105명(28.2%), 고 압, 풍, 뇌 질환, 신증, 심근경색증, 치

질 등 순환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93명(25.0%), 백내장, 만성 이염, 이명, ‧

귀의 이상 등 , 귀 질환의 질병정보가 91명(24.5%), 충치, 풍치, 잇몸병 등 구

강질환의 질병정보가 88명(23.7%), 염, 통풍, 요통, 디스크, 좌골통 등 근골

격계질환의 질병정보가 76명(20.4%),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내분비, 사성 질

환의 질병정보가 68명(18.3%), 신경증(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

매 등 정신과질환의 질병정보가 59명(15.9%),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장

16) 인터넷 질병정보 이용도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질병정보  이용경험이 있는 정보를 복

으로 응답하게 하여 각 질병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7) 인터넷 질병정보 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정보를 응답자

에게 5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질병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로 정의함. 

18) 인터넷 질병정보 보완요구도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질병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

는 질병정보를 응답자에게 3개까지 복 응답을 허용하여 각 질병정보별 응답자수의 백분율

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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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콜 라,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감염성  기생충성질환의 

질병정보가 28명(10.2%), 각종사고(골 , 탈구, 인  늘어남, 기타 손상), 약물

독, 농약 독 등 사고  독의 후유증의 질병정보가 31명(8.3%)으로 암, 소화

기계질환, 피부질환, 호흡기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에 한 질병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  독의 후유증,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정신과질

환 등은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7〉疾病情報 種類別 利用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암   160 13.3 43.0

 근골격계질환 76 6.3 20.4

 소화기계질환 155 12.8 41.7

 내분비, 사성 질환 68 5.6 18.3

 순환기계질환 93 7.7 25.0

 호흡기계질환 111 9.2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105 8.7 28.2

 , 귀 질환 91 7.5 24.5

 정신과질환 59 4.9 15.9

 구강질환 88 7.3 23.7

 피부질환 132 10.9 35.5

 사고  독의 후유증  31 2.6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8 3.1 10.2

 합계 1207 100.0 324.5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인구학  특성에 따른 질병정보별 이용도 차이는 [부록 5-1]과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암(76명, 38.6%), 소화기계질환(76명, 38.6%), 피부질환

(66명, 33.5%)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암(84

명, 48.0%), 소화기계질환(79명, 45.1%), 피부질환(66명, 33.5%) 순으로 이용경험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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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피부질환(29명, 33.3%), 구강질환(24

명, 27.6%), 암(23명, 26.4%)소화기계질환(23명, 26.4%)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

지고 있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피부질환(51명, 42.5%), 소화기계질환(49명, 

40.8%), 암(45명, 37.5%), 30  응답자의 경우 소화기계(48명, 48.5%), 암(43명, 

43.4%), 호흡기계질환(33명, 33.3%), 비뇨생식기계질환(33명, 33.3%),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49명, 74.2%), 소화기계질환(35명, 53.0%), 비뇨생식기계질환

(26명, 39.4%)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10 와 20 에서는 피부질환

에 한 질병정보를 많이 이용했으며 암 질병정보의 이용도의 경우 연령이 높

아질수록 증가(10  26.4%, 20  37.5%, 30  43.4%, 40  이상 74.2%)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피부질환(28

명, 36.8%), 암(23명, 30.3%), 구강질환(23명, 30.3%)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

고 있었으며, 고졸 이하의 경우 소화기계질환(53명, 48.2%), 암(44명, 40.0%), 피

부질환(39명, 35.5%), 졸 이상의 경우 암(93명, 50.0%), 소화기계질환(82명, 

44.1%), 피부질환(65명, 34.9%)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피부질환(34명, 34.7%), 암(31

명, 31.6%), 소화기계질환(29명, 29.6%), , 귀질환(29명, 29.6%) 순으로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피부질환(31명, 43.1%), 

소화기계질환(30명, 41.7%), 암(26명, 36.1%),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

의 경우 암(54명, 48.6%), 소화기계질환(54명, 48.6%), 피부질환(40명, 36.0%),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29명, 56.9%), 소화기계질환(24명, 

47.1%), 순환기계질환(21명, 41.2%),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20명, 

50.0%), 소화기계질환(18명, 45.0%), 피부질환(15명, 37.5%)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나) 疾病情報 要求度

   질병정보 종류별 요구도는 <表 Ⅲ-38>과 같이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

궁암 등의 암 련 질병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2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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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염, 궤양, 간염, 간경변,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86명(50.0%), 폐결핵, 결핵, 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기, 폐렴, 인 루

엔자 등 호흡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73명(46.5%), 고 압, 풍, 뇌 질환, 

신증, 심근경색증, 치질 등 순환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72명(46.2%), 비뇨기

계 이상, 월경이상, 여성 생식기질환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질병정보가 155명

(41.7%), 피부질환, 무좀 등의 질병정보가 152명(40.9%), 신경증(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 등 정신과질환의 질병정보가 134명(36.0%), 염, 

통풍, 요통, 디스크, 좌골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18명(31.7%), 백내

장, 만성 이염, 이명, ‧귀의 이상 등 , 귀 질환의 질병정보가 113명

(30.4%), 각종사고(골 , 탈구, 인  늘어남, 기타 손상), 약물 독, 농약 독 등 

사고  독의 후유증의 질병정보가 100명(26.9%),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내분비,

〈表 Ⅲ-38〉疾病情報 種類別 要求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암   283 15.2 76.1

 근골격계질환 118 6.3 31.7

 소화기계질환 186 10.0 50.0

 내분비, 사성 질환 99 5.3 26.6

 순환기계질환 172 9.2 46.2

 호흡기계질환 173 9.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155 8.3 41.7

 , 귀 질환 113 6.1 30.4

 정신과질환 134 7.2 36.0

 구강질환 96 5.2 25.8

 피부질환 152 8.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100 5.4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80 4.3 21.5

 합계 1861 100.0 500.3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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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질환의 질병정보가 99명(26.6%), 충치, 풍치, 잇몸병 등 구강질환의 질병

정보가 96명(25.8%),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장 감염(콜 라, 이질, 장티푸

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감염성  기생충성질환의 질병정보가 80명(21.5%)순

으로 암, 소화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순환기계질환, 비뇨생색기계질환에 한 

요구가 많았고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구강질환, 내분비, 사성질환 등의 질

병정보는 요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  특성에 따른 질병정보별 요구도 차이는 [부록 5-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암(148명, 75.1%), 호흡기계질환(99명, 50.3%), 소화기계질

환(95명, 48.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암(135명, 77.1%), 소화

기계질환(91명, 52.0%), 비뇨생식기계질환(80명, 45.7%)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암(63명, 72.4%), 피부질환(42명, 

48.3%), 소화기계질환(40명, 46.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암(89명, 74.2%), 소화기계질환(57명, 47.5%), 비뇨생식기계질환(56명, 46.7%), 30

 응답자의 경우 암(79명, 79.8%), 순환기계질환(50명, 50.5%), 비뇨생식기계질

환(49명, 49.5%),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52명, 78.8%), 순환기계(43명, 

65.2%), 소화기계질환(42명, 63.6%) 순으로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어  연

령층에 걸쳐 암 련 질병정보에 한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55명, 72.4%), 순환기계질

환(36명, 47.4%), 피부질환(35명, 46.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졸 이하의 경

우 암(83명, 75.5%), 소화기계질환(57명, 51.8%), 호흡기계(55명, 50.0%), 졸 이

상의 경우 암(145명, 78.0%), 소화기계질환(95명, 51.1%), 순환기계질환(94명, 

5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암(74명, 75.5%), 피부질환(51

명, 52.0%), 순환기계질환(43명, 43.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00만원 이하 응답

자의 경우 암(55명, 76.4%), 소화기계질환(38명, 52.8%), 순환기계질환(33명, 

45.8%),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83명, 74.8%), 소화기계질

환(58명, 52.3%), 호흡기계질환(57명, 51.4%),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

의 경우 암(38명, 74.5%), 호흡기계질환(32명, 62.7%), 소화기계질환(31명,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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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33명, 82.5%), 순환기계질환(21명, 52.5%), 소화기계

질환(18명, 45.0%), 호흡기계질환(18명, 45.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질병정보별 보완요구도는 <表 Ⅲ-39>와 같이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

궁암 등의 암 련 질병정보가 가장 많이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 조사되었으며

(64명, 28.4%), 각종사고(골 , 탈구, 인  늘어남, 기타 손상), 약물 독, 농약

독 등 사고  독의 후유증의 질병정보가 50명(22.2%), 신경증(불안증, 강박

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 등 정신과질환의 질병정보가 44명(19.6%), 비뇨

기계 이상, 월경이상, 여성 생식기질환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질병정보가 38

명(16.9%), 피부질환, 무좀 등의 질병정보가 34명(15.1%),  충치, 풍치, 잇몸병 

등 구강질환의 질병정보가 33명(14.7%),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장 감염

(콜 라,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감염성  기생충성질환의 질병

정보가 31명(13.8%), 백내장, 만성 이염, 이명, ‧귀의 이상 등 , 귀 질환의 

질병정보가 24명(10.7%), 염, 통풍, 요통, 디스크, 좌골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질병정보가 20명(8.9%), 염, 궤양, 간염, 간경변,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질

환의 질병정보가 20명(8.9%), 폐결핵, 결핵, 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

기, 폐렴, 인 루엔자 등 호흡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9명(8.4%), 고 압, 풍, 

뇌 질환, 신증, 심근경색증, 치질 등 순환기계질환의 질병정보가 11명

(4.9%),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내분비, 사성 질환의 질병정보가 9명(4.0%) 순

으로 암, 사고  독의 후유증, 정신과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에 한 보완요

구가 많았고 내분비, 상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질병정보는 

보완요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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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9〉疾病情報 種類別 補完要求度
1)

(단 : 명, %)

구분 응답수 응답비율2) 응답자 비율3)

 암   64 16.1 28.4

 근골격계질환 20 5.0 8.9

 소화기계질환 20 5.0 8.9

 내분비, 사성 질환 9 2.3 4.0

 순환기계질환 11 2.8 4.9

 호흡기계질환 19 4.8 8.4

 비뇨생식기계질환 38 9.6 16.9

 , 귀 질환 24 6.0 10.7

 정신과질환 44 11.1 19.6

 구강질환 33 8.3 14.7

 피부질환 34 8.6 15.1

 사고  독의 후유증  50 12.6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1 7.8 13.8

 합계 397 100.0 176.4

주: 1) 복 응답함.  

   2) 응답수/5개까지 복응답을 허용한 체 응답수×100          

   3) 응답자/ 체 응답자×100

   인구학  특성에 따른 질병정보별 보완요구도 차이는 [부록 5-3]과 같다. 성

별에 따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암(37명, 30.8%), 사고  독의 후유증(29명, 

24.2%), 정신과질환(22명, 18.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암

(27명, 25.7%), 정신과질환(22명, 21.0%), 사고  독의 후유증(21명, 20.0%)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서는 10  응답자의 경우 암(12명, 30.8%), 구강질환(9명, 

23.1%), 사고  독의 후유증(7명, 17.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7명, 

17.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  응답자의 경우 암(28명, 32.9%), 사고  

독의 후유증(19명, 22.4%), 비뇨생식기계질환(17명, 20.0%), 30  응답자의 경우 

사고  독의 후유증(16명, 26.2%), 비뇨생식기계질환(14명, 23.0%), 정신과질

환(14명, 23.0%), 40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13명, 32.5%), 정신과질환(8명, 

20.0%), 사고  독의 후유증(8명,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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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 에 따라서는 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9명, 28.1%), 구강질환(9

명, 28.1%), 정신과질환(7명, 21.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졸 이하의 경우 암

(23명, 33.8%), 사고  독의 후유증(15명, 22.1%), 정신과질환(11명, 16.2%), 

졸 이상의 경우 암(32명, 25.6%), 사고  독의 후유증(31명, 24.8%), 정신과

질환(26명, 20.8%)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 에 따라서는 소득없음 응답자의 경우 암(15명, 28.3%), 정신과질환

(13명, 24.5%), 사고  독의 후유증(9명, 17.0%), 감염성  기생충성질환(9명, 

17.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15명, 34.1%), 사

고  독의 후유증(11명, 25.0%), 호흡기계질환(9명, 20.5%), 100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암(19명, 27.9%), 정신과질환(14명, 20.6%), 사고  

독의 후유증(13명, 19.1%),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의 경우 사고  

독의 후유증(9명, 27.3%), 암(7명, 21.2%), 비뇨생식기계질환(7명, 21.7%), 300

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암(8명, 29.6%), 사고  독의 후유증(8명, 29.6%), 

비뇨생식기계질환(5명, 18.5%) 순으로 조사되었다.

   라) 인터넷 疾病情報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比

   인터넷 질병정보 가운데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정보는 암 련 정보

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계질환(41.7%), 피부질환(35.5%)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제공될 필요가 있는 인터넷 질병정보로는 암(76.1%), 소화기계질환

(50.0%), 호흡기계질환(46.5%), 순환기계질환(46.2%)으로 나타났다. 한 아직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질병정보로는 암(28.4%), 사고  독의 후유증

(22.2%), 정신과질환(19.6%) 순으로 나타났다(表 Ⅲ-40 참조). 특히, 암 련 정

보는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서, 앞으로는 이용자 측면

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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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40〉疾病情報 種類別 利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1)

(단 : %)

이용도 요구도 보완요구도

 1. 암 (43.0)  1. 암  (76.1)  1. 암 (28.4)

 2. 소화기계질환 (41.7)  2. 소화기계질환 (50.0)  2. 사고‧ 독의 후유증 (22.2)

 3. 피부질환 (35.5)  3. 호흡기계질환 (46.5)  3. 정신과질환 (19.6)

 4. 호흡기계질환 (29.8)  4. 순환기계질환 (46.2)  4. 비뇨생식기계질환 (16.9)

 5. 비뇨생식기계질환 (28.2)  5. 비뇨생식기계질환 (41.7)  5. 피부질환 (15.1)

 6. 순환기계질환 (25.0)  6. 피부질환 (40.9)  6. 구강질환 (14.7)

 7. , 귀 질환 (24.5)  7. 정신과질환 (36.0)  7. 감염성‧기생충성질환 (13.8)

 8. 구강질환 (23.7)  8. 근골격계질환 (31.7)  8. , 귀 질환 (10.7)

 9. 근골격계질환 (20.4)  9. , 귀 질환 (30.4)  9. 근골격계질환 (8.9)

10. 내분비, 사성 질환 (18.3) 10. 사고‧ 독의 후유증 (26.9) 10. 소화기계질환 (8.9)

11. 정신과질환 (15.9) 11. 내분비, 사성 질환 (26.6) 11. 호흡기계질환 (8.4)

12. 감염성‧기생충성질환 (10.2) 12. 구강질환 (25.8) 12. 순환기계질환 (4.9)

13. 사고‧ 독의 후유증 (8.3) 13. 감염성‧기생충성질환 (21.5) 13. 내분비, 사성 질환 (4.0)

주: 1) 복 응답함.

   마) 示唆點

   1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식, 질병정보, 자가진단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야별 수요조사 결과로는 건강상식정보 가운데 양과 식생활, 운동, 체

조 , 흡연 정보는 이용도와 요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이용자 심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장기 으로는 미흡하다고 지 된 성 련 

정보, 약물 오‧남용 정보, 장애인 건강, 정신건강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어야 한다. 질병정보로는 암, 소화기계질환, 피부질환, 호흡기계질환 정보가 이

용도와 요구도가 높았으며, 더욱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는 암, 사고‧ 독의 후

유증, 정신과질환 등으로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Ⅳ.데이터베이스 構築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구축은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보건의료자원, 

건강증진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자도서 , 통계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자가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 의 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인터넷 이

용자를 상으로 건강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무담당자와 책임자 면

담조사를 통하여 기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악하여 설계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사용자의 요구조건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도출

하는 과정으로 ① 데이터  처리요구조건을 정의하는 요구조건 분석단계, ②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독립  개념 

스키마 설계를 수행하는 개념  설계단계(E-R 모델링), ③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를 수행하는 논리  설계단계, ④ 목표 DBMS에 맞는 물리  구조

를 설계하는 물리  설계단계, ⑤ 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로젝트 標準 定義

   로젝트 표 은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운  시 품질목표를 달

성하기 하여 용하여야 할 각종 차, 표   척도를 정의할 수 있도록 가

이드로 제시된 것으로 로젝트 표 의 세부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문서화  문서 표 화를 통한 자료 축   노하우를 공유한다.

— 개발 환경에 필요한 각종 환경 정의, 자동화 도구  기법을 제시한다.

— 유지보수 노력을 감한다.

—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시스템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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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文書作成 規程 

   문서작성 규정은 로젝트 에서 작성되는 모든 로젝트문서에 한 공통

된 구조와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문서화 작업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이고 알

아보기 쉽도록 일 성이 있고 통일된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  운  업무 수행 에 발생되는 모든 문서에 공통된 양식과 체계를 

가지도록 한다

— 모든 문서작성에 일 성을 유지한다.

— 문서 작성을 한 표  워드 로세스는 아래한 로 하고 표  그래픽 도구

는 MS Powerpoint로 한다.

   나. 데이터와 로세싱 統合 屬性 標準 

   데이터와 로세싱의 통합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품질 속성을 간단히 설명

하고 품질속성으로 생되는 효과를 요약하고 품질 속성으로 인해 로젝트에 

부과되는 제약을 악하는 것으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품질 속성 ID: 설명되는 품질 속성 ID

— 유형: 속성의 성질 (신뢰성, 유연성, 유용성, 성능)

— 정의: 업무 조건 내에서의 품질 속성 정의

— 목표: 원하는 목표 상황의 정의

— 효과: 효과 설명

— 제약사항: 로젝트 에 부여되는 설계 제약의 설명

— 요성: 속성의 요성

— 이해 계자: 품질 속성의 결과의 의해 향받는 요원의 성명

— 척도/ 리: 제안된 품질속성의 목표량을 정하고 목표가 성취될 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의 지침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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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벤트 刺戟反應 標準

   시스템 내에 로세싱을 시작시키는 각 외부 이벤트사건을 악하고 이에 

따른 이벤트에 해 원인, 자극, 반응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고려사항

은 다음과 같다.

— 이벤트 ID: 이벤트를 나타내는 고유 ID

— 이벤트명(간략): 이벤트명

— 정의: 업무 이벤트에 한 간단한 정의

— 시작 엔티티: 이벤트를 시작시키는 엔티티명

— 련 로세스: 이벤트에 향을 받는 로세스명

— 자극 정의: 응용의 이벤트 별을 한 액션이나 원인에 한 간단한 정의

— 자극 데이터 내용: 응용 이벤트를 처리할 시작 엔티티에 필요한 데이터 리스트

— 반응 정의: 이벤트의 반응에 간단한 정의

— 수신 엔티티: 이벤트에 한 반응을 받는 엔티티명

   라. 데이터 흐름圖 標準 

   필요한 데이터 흐름과 연결된 일련의 로세스를 보여주어 업무 기능을 데

이터의 입력과 출력의 변환으로써 나타내 다. 데이터 흐름도의 작성 수 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로세스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로세스 :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처리공정

— 데이터 흐름: 로세스 외부 엔티티 는 장소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

터 이동 모델로 일반 으로 데이터 흐름의 방향을 보여  때 화살표 사용

— 데이터 장소: 데이터 흐름도에서 로세스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

에 한 구 장소

— 외부 엔티티: 사람, 부서, 는 다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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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성: 속성의 요성

— 이해 계자: 품질 속성의 결과의 의해 향받는 요원의 성명

— 척도/ 리: 제안된 품질속성의 목표량을 정하고 목표가 성취될 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의 지침과 단

2. 要求分析

   요구분석은 사용자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 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요구분석은 정의된 로젝트 개발 표 에 따라서 기 

운 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건강정보 수요조사 결과와 실무담당

자, 책임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추가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집  정

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 要求事  收集  定義

1) 시스템 性能 向上

   건강정보를 달하고 공유하기 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동

시 속자의 지속 인 증가는 기존 웹서버의 성능 하를 래하는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으며 이를 해 기존 웹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

키고 향후 더 많은 이용자에게 효율 인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2) 管理모듈의 效率性 向上

   단일화되지 않은 리모듈로 인한 리의 불편함과 리시간 증 는 리의 

효율성을 하하는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의 체계  리

와 운 을 한 리모듈의 추가개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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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使用  인터페이스 改善

   지나치게 많은 메뉴 구조는 이용자의 혼란성 가 과 찾고자 하는 목  정보

의 탐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메뉴의 유기성 부족으로 이용자

의 불편을 래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지 되었다. 이를 해 복잡한 메뉴 구

조를 단순화하고 유사  련 메뉴의 통합과 정리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의 개선이 요구된다. 

   나.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開發環境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건강정보 수요조사 결과와 실무담당자, 책임

자 면담조사를 통해 획득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 추가 구축 개발환경을 정의하 다.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추가 구축 

개발환경은 최근 기술동향  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술 /

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Oracle DBMS와 Apache web server로 구성되었

으며 웹 개발툴은 PHP4.0 을 사용하여 구 하 다.  

1) 一般事  

   DB 자료가 축 되어 양이 증가해도 자료의 검색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야 하며 모든 컨텐츠는 리자 페이지에서 통합 리되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管理

   구축된 자료에 해 안 성 보장을 한 백업방법  도구가 있어야한다. 

신규 자료 생성, 자료의 변동 등에 리자가 용이하게 리하기 한 도구가 

있어야한다. 

3) 保安管理

   정보의 유출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이터 보안 방법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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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한 보안 책을 제공해야 한다

4) 데이터 管理

   데이터는 독립 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자동색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데이

터의 수정 시 자동수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량의 데이터를 상으로 한 배

치처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使用  인터페이스(Interface)

   복잡한 메뉴구조는 이용자의 혼란과 목 정보에 한 많은 탐색시간을 래

함으로 유사  련 메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설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設計

   본 고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설계 단계19)에서의 상세 설계단계인 다

이얼로그 설계, 도우 화면설계, 응용구조설계 등을 수행하 다.

   가. 다이얼로그 設計

   다이얼로그 설계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본업무 차에 의한 작업흐름을 

설계하여 응용양식을 결정하고 상  작업흐름의 설계를 통하여, 사용자의 인터

페이스 표 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圖 Ⅵ-1]은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

이스의 다이얼로그 흐름도이며 각 데이터베이스별 다이얼로그 흐름도는 [부록 

6]과 같다.

19)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는 실세계의 요구분석에서 정의된 내용을 컴퓨터에 장할 논리

 구조로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흐름도, 이벤트 모델, 데이터 모델, 다이얼로그 흐름도, 

도우 화면설계, 응용구조설계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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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1〕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다이얼로그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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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우 畵面設計

   도우 화면설계는 다이얼로그 설계를 기 으로 작성되며 완 한 화면의 형

태를 작성하여 화면의 흐름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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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화면은 [圖 Ⅳ-2]와 같다. 상단

의 치한 내비게이션 치바는 재 치를 설명한다. 건강생활 메인 이미지

를 래쉬로 처리하 으며 건강생활 컨텐츠 요약 설명을 추가하여 각각의 자

를 선택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한다. 

〔圖 Ⅳ-2〕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目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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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화면은 [圖 Ⅳ-3]과 같으며 상단에 각 건강정보의 이미지를 래쉬로 

처리하 으며 좌측에 메뉴를 구성하여 메뉴를 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된다. 

 〔圖 Ⅳ-3〕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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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健醫療資源 데이터베이스

   보건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웹 화면은 [圖 Ⅳ-4]와 같다. 의료기 검색 메

뉴를 구성하여 각각의 메뉴를 르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하게 설계되었다. 화면

의 간 부분에 의료기 검색을 소개하는 요약 설명이 들어가며 보건의료기

을 검색하면 검색조건에 따른 보건의료기  목록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圖 Ⅳ-4〕 保健醫療資源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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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健康增進 硏究事業報告書 데이터베이스

　   건강증진 연구사업보고서 데이터베이스의 웹 화면은 [圖 Ⅳ-5]와 같다. 자

료 구분, 분야, 역, 연구수행년도, 주 연구기 , 검색어로 검색하면 검색조건

에 따른 건강증진 연구사업보고서의 목록  상세정보, 원문을 볼 수 있다. 

〔圖 Ⅳ-5〕 健康增進 硏究事業報告書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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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健敎育資料 電子圖書館 데이터베이스

　   보건교육자료 정보도서  데이터베이스의 웹 화면은 [圖 Ⅳ-6]과 같다. 메

인 이미지는 래쉬로 처리하 으며 자료 형태, 발간 연도, 검색어로 검색하면 

검색조건에 따른 보건교육자료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일부 자료를 직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圖 Ⅳ-6〕 保健敎育資料 電子圖書館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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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統計情報 데이터베이스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웹 화면은 [圖 Ⅳ-7]과 같다. 화면 좌측에 통계정

보 검색기능이 제공되며, 화면 앙에 통계정보목록이 제시된다. 제목을 선택하

면 세부 목록이 화면 우측에 제시된다. 세부 목록의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통

계정보를 볼 수 있다.

〔圖 Ⅳ-7〕 統計情報 데이터베이스 詳細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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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應用構造設計

   응용구조설계는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계와 실행 구조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설계하는 것으로 로세스 순서와 로세스간의 데이터 

달순서를 설명하는 것이다.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의 응용구조는 

[圖 Ⅳ-8]과 같으며 데이터베이스별 응용구조는 [부록 10]과 같다.

〔圖 Ⅳ-8〕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應用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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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資料 構築20)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별 구축된 코드수  자료량은 <表 Ⅳ-1>과 같다. 

〈表 Ⅳ-1〉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資料構築形態  資料量

구분 형태 건수 자료량(Kbytes)

건강정보
DB

이미지

1,232

3,796

37,810

12,520

련정보

학술정보
DB

HWP

5,379

250

1,928

17,043

교육정보
DB

이미지

888

113

165

12,100

통계정보 DB 2,082 223

법령정보 DB 112 25

신문기사/

방송정보
DB 7,139 1,374

기 /학회정보 DB 132 84

련문헌정보 DB 38,847 5,871

건강증진

연구보고서
DB 230 65

자도서
DB

이미지

1,096

127

218

19,640

자가건강평가시스템

HTML

이미지

실행 일

81

84

24

1,485

387

92

건강웹진

DB

HTML

이미지

90

1,715

3,628

98

10,017

26,427

메일링리스트 DB 10,313 567

문홈페이지
HTML

이미지

434

731

19,756

1,404

20)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자료는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에 구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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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1〉 계속

구분 형태 건수 자료량(Kbytes)

라이 폴 DB 49 51

열린 장 DB 5,016 139

의료기 검색 DB 56,968 7,345

문가칼럼
DB

HTML

56

7

7

78

Q&A DB 265 19

련사이트 DB 368 45

VOD DB 18 321,882

이벤트 DB 1,892 205

   가.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1) 資料收集方法  內容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강증진 구축되어있는 20개 분

야의 건강정보를 활용하 으며 흡연, 음주, 정신건강, 구강 리, 노인건강, 암, 

AIDS 등 구축된 건강정보의 컨텐츠를 보완‧확 하고 장애인 건강 분야를 추가

로 구축한다. 내용 작성을 해 국내외 련문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 으며 개발 후 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최  3번 클릭 후 최종 웹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컨텐츠의 구성을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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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2〉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分野別 情報內容

세부 

분야
일반정보 건강의 이익/ 해 실천방법 등

흡연

- 일반건강정보

 ‧ 담배의 유해성분

 ‧ 국내흡연실태

 ‧ 흡연으로 인한 손실

 ‧ 흡연제제를 한 각국

의 노력

- 흡연의 향

 ‧ 흡연으로 인한 일반

   건강상태

 ‧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간 흡연과 건강

 ‧ 청소년흡연의 특성

- 연

 ‧ 연의 향

 ‧ 연의 방법 

음주

- 일반건강정보

 ‧ 술은 무엇인가?

 ‧ 한국인의 음주 황

 ‧ 음주에 한 잘못된  

   생각

 ‧ 한국 음주의 경제사회

 비용 

- 음주의 향

 ‧ 음주피해의 통계

 ‧ 음주와 안  

 ‧ 음주와 장기에 미치는 

향

 ‧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향

- 알코올 독

 ‧ 알코올 독이란?  

 ‧ 알코올 독의 원인  

 ‧ 한국에서의 사회  

   원인 

 ‧ 알코올 독의 

   방과 치료

양

- 일반건강정보

 ‧ 식생활 왜 요한가?

 ‧ 식품은 우리몸에서 

   어떻게 소화되나?

 ‧ 올바른 식생활이란 

   무엇인가?

- 양과 건강

 ‧ 식생활과 질병

 ‧ 체 과다와 체 과소

 ‧ 식품섭취와 연 된 

   질병

- 생활속에서의 양

 ‧ 생활속에 꼭 알아두

어야 할 양

운동

- 일반건강정보

 ‧ 운동의 이해

 ‧ 운동 로그램

 ‧ 체력

 ‧ 한국인의 운동 황

- 체력진단법

 ‧ 체력의 자가진단방법

Ⅰ

 ‧ 체력의 자가진단방법

Ⅱ

- 상, 목 별 

  운동실시방법

 ‧ 기구를 이용한  운동

 ‧ 체력증진운동

 ‧ 상자별 1일 

   최소운동

 ‧ 특수 상자의 운동

정신

건강

- 정신건강 돋보기

 ‧ 스트 스

 ‧ 우울증

 ‧ 약물남용

 ‧ 치매

 ‧ 수면장애

 ‧ 기타질환

- 자가진단

 ‧ 스트 스

 ‧ 식습  평가

 ‧ 약물 독평가

 ‧ 연카운터

 ‧ ZUNG 우울증 척도

- 쉼터

 ‧ 향기요법

 ‧ 갤러리

 ‧ 클 식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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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2〉 계속

세부 

분야
일반정보 건강의 이익/ 해 실천방법 등

체

조

- 일반건강정보

 ‧ 한국인의 비만 황

 ‧ 단순성비만의 원인

 ‧ 비만과 건강

- 자가진단

 ‧ 비만도의 자가진단 

   요령

- 체 리

 ‧ 이 게 실천하자

암

- 일반건강정보

 ‧ 암이란?

 ‧ 우리나라의 암 발생

   황

 ‧ 암의 원인  특징

 ‧ 암의 방

- 의학상식

 ‧ 암의 험신호

 ‧ 암의 발생부 별 

   주요 증상

 ‧ 정기검진

 ‧ 암의 진단  확진

 ‧ 암의 치료

 ‧ 우리나라에 흔한 암

당뇨병

- 일반건강정보

 ‧ 당뇨병이란?

 ‧ 당뇨병 련통계

 ‧ 당뇨병의 유형

 ‧ 당뇨병의 원인

 ‧ 당뇨병의 험요인

- 의학상식

 ‧ 당뇨병의 증상

 ‧ 당뇨병의 진단

 ‧ 당뇨병의 리

 ‧ 당뇨병의 합병증

 

간질환

- 일반건강정보

 ‧ 간질환이란?

 ‧ 간의 구조와 기능

 ‧ 간질환 련통계

 ‧ 간질환의 증상

 ‧ 간질환의 험요인

 ‧ 간질환의 방

- 의학상식

 ‧ 성간염

 ‧ 만성간염

 ‧ 간경변증

 ‧ 간암

심

질환

- 일반건강정보 

 ‧ 심 질환이란?

 ‧ 심장과 순환기의 

   구조와 생리

 ‧ 심 질환 련통계

 ‧ 심 질환 험요인

- 의학상식 

‧ 뇌졸  

 ‧ 심증

 ‧ 심근경색증 

 ‧ 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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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2〉 계속

세부 

분야
일반정보 건강의 이익/ 해 실천방법

성

- 성이란?

 ‧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

 ‧ 성행동에 따른 문제와 

책임

 ‧ 성교육은 언제, 어떻게  

- 성폭력

 ‧ 성폭력이란?

 ‧ 성폭력 련통계

 ‧ 성폭력의 종류

 ‧ 성폭력의 방

 ‧ 성폭력 상담기

 

성병

- 일반건강정보

 ‧ 성병이란?

 ‧ 성병 련 통계

 ‧ 성병의 종류

 ‧ 성병의 원인

 ‧ 성병의 합병증

 ‧ 성병의 방

- 의학상식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AIDS - 일반건강정보

 ‧ AIDS란?

 ‧ AIDS 련통계

 ‧ AIDS의 감염경로

 ‧ AIDS의 방

 ‧ AIDS 수기  련    

사건 

- 의학상식

 ‧ AIDS의 증상

 ‧ AIDS의 진단

 ‧ AIDS의 치료

 ‧ AIDS의 합병증

여성 

건강

- 여성건강이란?

 ‧ 여성건강의 범

 ‧ 여성건강의 황

 ‧ 여성의 건강 리 실태

- 건강한 여성

 ‧ 결혼과 가족계획

 ‧ 임신과 출산

 ‧ 년여성의 건강  

 ‧ 노화

- 스스로 진단하기

- 궁 해요

- 토픽

- HOT ISSUE

- 퀴즈퀴즈

- 도움되는 곳

아동 

건강

- 아동건강의 요성

-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지표 황

- 육아상식

- 잘못된 육아상식

- 방 종

- 먹거리

- 건강

 ‧ 선천성 사이상

 ‧ 신생아, /유아

 ‧ 응 처치

 ‧ 약 먹이기

- 토픽

- 아이들 세상

- 련기



데이터베이스 構築 145

〈表 Ⅳ-2〉 계속

세부 

분야
일반정보 건강의 이익/ 해 실천방법

노인 

건강

-노인 건강증진

 ‧ 노년기 양

 ‧ 노년기 운동

 ‧ 낙상

 ‧ 노년기 치아 리

 ‧ 노년기 청‧시각 장애

 ‧ 노년기 변비

 

-노인에게 흔한 질병

 ‧ 치매     

 ‧ 골다공증

 ‧ 퇴행성 염

 ‧ 류마토이드 염

 ‧ 뇌졸    

 ‧ 백내장

 ‧ 노년기 피부문제

 ‧ 소화성 궤양

 ‧ 요실

 ‧ 노인성 불면증 

- 자가진단

- 노인 련 통계정보

- 노인 련기       

인터넷

- FAQ 

구강 

리

- 일반건강정보

 ‧ 치아의 구조

 ‧ 구강질환 발생 황

 ‧ 연령에 따른 구강 리

 ‧ 구강건강 생활용품

 ‧ 응 처치

- 의학상식 

 ‧ 치주질환

 ‧ 치아우식증(충치)

 ‧ 치아경부마모증

 ‧ 악 장애

 ‧ 구강암

 ‧ 입냄새

 ‧ 부정교합(교정치료)

환경과 

건강

- 기오염발생

- 물의 순환과 생물농축

- 공기와 건강

 ‧ 공기오염

 ‧ 다이옥신

 ‧ 오존층 괴

 ‧ 황사

 ‧ 스모그

 ‧ 산성비

- 물과 건강

 ‧ 수질오염

 ‧ 정수기

- 환경퀴즈

- 이것부터

- 아니,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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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2〉 계속

세부 

분야
일반정보 건강의 이익/ 해 실천방법

환경과 

건강

- 생활과 건강

 ‧ 빌딩증후군

 ‧ VDT증후군

 ‧ 자

 ‧ 소음

- 환경호르몬

건강   

가꾸기

- 여름철 안 사고

- 환 기 건강 리

장애인

건강

 - 장애 정의  분류

 ‧ 선천성 장애 방

 ‧ 후천성 장애 방

 - 장애 방

-  장애 리

 ‧ 원인질병 리

 ‧ 장애인에게 흔한 건강문

제

 ‧ 장애인재활보조기

 - 장애 련통계

 - 장애 련 법규  정책

 - 재활 련정보

 - 재활서비스 제공기

 - 스스로 진단하기

 - FAQ

2) 資料入力現況

   건강생활/질병과 증상 분야별 정보내용은 <表 Ⅵ-2>와 같으며 총 DB와 이

미지자료는 각각 1,232건, 3,796건이다.

   나. 保健醫療資源 데이터베이스

1) 資料收集方法  內容

   3년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 다.

2) 資料入力現況

   요양기 번호를 사용하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매칭하 을 때 데이

터에 이상이 없는 병원 40,136개와 약국 16,914개의 자료를 상으로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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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구축하 다.

   다. 健康增進 硏究事業報告書 데이터베이스

1) 資料收集方法  內容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원단으로부터 1998년 이후 실시된 건강증진 연구사업의 

목록, 록  원문 일을 수집하 다. 

2) 資料入力現況

   2002년도에 63건을 추가하여 2002년 12월 재, 230건의 건강증진 연구보고

서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추가될 정이다.

〈表 Ⅳ-3〉健康增進 硏究事業報告書 데이터베이스 資料入力 現況

(단 : 개)

연도 일반과제 정책과제

1998 - 11

1999 61 21

2000 21 53

2001 20 43

   라. 保健敎育資料 電子圖書館 데이터베이스

1) 資料收集方法  內容

   재 국내 공공기 의 서 , 비디오, CD, 팜 렛, 리 렛 등의 형태로 보건

교육 련 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 으로 국내 민간  국외 공공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련 자료를 구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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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資料入力現況

  2002년 12월 재 1,031건의 자도서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

으며, 내년부터는 국내 민간  국외 공공기 의 보유 자료가 추가로 구축 

될 정이다.

〈表 Ⅳ-4〉保健敎育資料 電子圖書館 데이터베이스 資料 入力 現況

자료 

형태
내용

자료

건수

 DB 

형태

자료 

상태
비 고

서
제목, 표지,

목차
292 PDF, 완료

차후 요청이 많은 자료는 

문서비스

팜 렛 문 200 PDF 완료 표 인 것은 문서비스

리 렛 문 141 이미지 완료 ―

씨디 표지 12 이미지 비 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포스터 문 49 이미지 완료 ―

비디오 요약설명 274
표지

이미지
비 비디오 sample

입체모형 ― 1 이미지 비 ―

교재셋트 표지 2 이미지 비 ―

달력 표지 5 이미지 비 ―

수첩 표지 45 PDF 비 표 인 문 서비스

기타 ― 10 ― 비 ―

   마. 統計情報 데이터베이스

1) 資料收集方法  內容

   건강증진통계를 포함하여 인구‧보건‧사회복지 련 국내외 주요 통계지표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국민건강, 공공부조 등 19개21) 분야의 통계정보를 

21) 통계정보를 비롯한 련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강가꾸기를 제외한 19개 분야의 정보만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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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2) 資料入力現況

   1～4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인구, 국민건강, 

공공부조 등 17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HTML문서    일로 제공하고 있

으며, 제5차년도 사업에서는 ‘식품  의약품’, ‘2000년 국 출산력  가족보

건 실태조사’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엑셀화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총 20개 분야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表 Ⅳ-5 참조).

〈表 Ⅳ-5〉 統計情報 데이터베이스 資料入力 現況

(단 : 개)

분야 세부분야 지표개수

1. 인구(49개)

총인구  11

인구구성   7

인구분포   4

출생  12

사망   4

인구이동   3

그래   8

2. 가구(30개)

가구구성   7

가족형성  17

가족생활  6

3. 국민건강(49개)

수명  보건지표  10

질병, 상해  사망  20

보건의식행태   7

보건 리   3

양   3

신체발달   5

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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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5〉 계속

분야 세부분야 지표개수

4. 보건의료자원(42개)

의료시설  10

보건의료인력  16

의료이용  16

5. 식품  의약품(16개)
식품  7

의약품  9

6. 공공부조(22개)

생활보호  12

의료보호  4

국가보훈  5

그래   1

7. 사회보험(42개)

의료보험 9

연 보험 17

산재보험  7

고용보험  5

그래  4

8. 사회복지서비스(47개)

일반사회복지 5

여성복지 3

노인복지 12

장애인복지 8

아동복지 3

부랑인복지 7

기타복지 5

그래       4

9. 국민생활(29개)

경제활동 14

가구소득  지출  8

환경의 질  4

그래  3

10. 재정  경제(11개)

보건복지 산  6

주요경제지표 3

그래  2

11. OECD국가의 보건통계

   (51개)

OECD국가의 보건통계 47

그래 4

12. 담배 련지표(51개)

세계담배산업마 활동규제 20

연도별세계입담배 련지표  4

국가별세계잎담배 련지표  8

세계제조담배 련지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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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5〉 계속

분야 세부분야 지표개수

13. 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

사(91개)

가구  인구 황(건강면 조사)  4

이환조사 30

활동제한조사 21

의료이용조사 14

건강인식조사  1

건강행 의 실천정도조사 11

건강검진조사 10

14. 95년 장애인 실태조사

    (457개)

 장애인구의 추정    8   

 장애인 가구의 인구사회  특성  4

 장애인의 사회경제  특성 14

 장애의 발생 36

 장애인의 건강  질병 26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보장구 35

 장애인의여가  사회활동 25

 장애인의 경제상태 20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생활환경 21

 장애인 등록제도  복지서비스 32

 장애인의 복지욕구 12

 교육 8

 고용  직업재활 41

 지체장애 47

 시각장애 35

 청각장애 35

 언어장애 31

 정신지체 27

15. 1997년도 국출산력  

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

    (162개)

조사가구  가족의 특성 25

출산형태의 변화 15

피임수용실태 41

인공임신 실태 21

모자보건실태 16

자녀가치   성선호  9

결혼양상  가족주기 12

가족생활과 복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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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5〉 계속

분야 세부분야 지표개수

16. 1998년도 국 노인생활 

실태  복지욕구 조사

(240개)

조사 상 가구의 일반특성  37

노인의 가족  사회  계  22

노인의 경제상황  32

보건의료실태  12

여가활동실태  서비스이용 욕구   8

복지서비스 이용 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5

주거 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7

노후생활에 한 의식  태도   9

노인부양실태  49

와상가구원에 한 부양   9

노인에 한 부양의 제공  15

부모와의   연락  18

노후생활에 한 의식  태도   6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8

주거 련시설 이용욕구   3

17. 1998년도 실업실태 복지

욕구조사(346개)

실업가구  실업자의 실태 109

실업 책의 황과 평가  69

실업자 가족복지정책의 황  평

가
 51

사회안 망 구축을 한 정책제언  18

실업자 특성별 실업 책 99

18. 1999년 최  생계비 계측

조사연구(48개)

최 생계비 계측조사 16

최 생계비 실태조사결과 32

19. 2000년 국 출산력  가

족보건실태조사(120개)

조사 상가구  응답부인의 특성  10

출산형태의 변화  14

피임수용실태  14

인공임신 실태   9

모자보건실태  17

결혼향상  가족주기   9

가족가치 의 변화   13 

가족생활과 복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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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5〉 계속

분야 세부분야 지표개수

20.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185개)

 장애인구의 추정   8

 장애인 가구의 인구 사회  특성   4

 장애인의 사회경제  특성  12

 장애의 발생  17

 장애인의 보호여부   4

 장애인의 보장구  24

 장애인의 여가  사회활동   4

 장애인의 경제 상태  5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생활환경  13

 장애인의 등록제도  복지서비스  9

 장애인의 교육  4

 장애인의 취업  직업재활  6

 지체장애의 특성  황 10

 뇌병변장애의 특성  황 11

 시각장애의 특성  황 8

 청각장애의 특성  황 13

 언어장애의 특성  황 10

 정신지체의 특성  황 3

 발달장애(자폐증)의 특성  황 6

 정신장애의 특성  황 7

 신장장애의 특성  황 3

 심장장애의 특성  황 4



Ⅴ.시스템 構成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건강 련 종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건교육개발센터에서 수집, 가공

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하여 웹서버를 통하여 앙부처, 시‧도, 

보건소 련기 , 일반국민 등에게 제공한다.

1. 目標시스템 構成圖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웹서버(表 Ⅴ-1 참조), 데이터서

버, 방화벽서버, Fast Ethernet(100M bps), CSU, Router로 구성되어 있으며(圖 Ⅴ

-1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보호를 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

(Firewall) 서버를 통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더 많은 동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웹서버 교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주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 인 리‧운 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추가 구축  확장시 최 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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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사     양 수량

하드

웨어

데이터 서버

Ultra 60 WS U/60 

 - 450Mhz UltraSPARC CPU * 2개

 - Main memory

   ‧1GB(128 * 8개)

 - Hard Disk

   ‧Internal Disk 36.4GB UltraSCSI disk

   ‧External Disk 36.4GB

 - 32X CD-ROM Driver

 - PCI 10/100BASET NIC 

 - Solaris 8

 - Oracle 8.1.7.3

1

웹 서버

SUN SF 280R

 - 900MHz UltraSPARC-Ⅲ

 - Main Memory

   ‧1GB(256MB*4)

 - Hard Disk: 36GB

   ‧73GB 10k-RPM

 - Cache 8MB

 - 10x DVD DRIVE

 - PGX64 CARD W/VIDEO ADAPTOR 

 - 10/100Mbps LAN CARD

 - Power 560w*2

 - Solaris 8

1

방화벽 서버

Ultra 60 WS U/60 

 - 450Mhz UltraSPARC CPU

 - 512MB Main memory

 - Internal 36.4GB UltraSCSI disk

 - 32X CD-ROM Driver

 - 17" SUN Color Monitor

 - PCI 10/100BASET NIC 

 - Solaris 7 

1

〈表 Ⅴ-1〉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하드웨어 構成

〈表 Ⅴ-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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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사     양 수량

네트

워크

 Switching

 장비

3COM ONCORE System

 - 10 Slot Hub Plus Switch Module

 - Advanced DMM/Controller Module

 - 4Port 100Base-Tx Switch Module

 - 100Base-Fx/Tx Switch Module

1

 Stackable

 HUB

 - 24 Port Stackable Hub s/SNMP

 - RJ 45 Connector
8

〔圖 Ⅴ-1〕 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하드웨어 構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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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運營소 트웨어 構成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환경은 Oracle DBMS와 Apache로 구성

되어 있으며 웹개발툴은 PHP4.0을 사용하여 구 되었다(表 Ⅴ-2 참조). 한, 

정보검색의 용이성을 하여 Verity Search 97 검색엔진을 탑재하 으며, 외부의 

허가받지 않은 근이나 침입으로부터 정보보호를 하여 보안시스템을 도입‧

운 하고 있다. 

〈表 Ⅴ-2〉 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 運營소 트웨어 構成

구  분 설  명

 Oracle V 8.1.7.3  DBMS KERNEL, DML, DDL

 PL/SQL V 2.3.3  Procedure 처리용

 Apache 1.3.9 Web Server  Web Server용

 Secure Works  보안(방화벽) Server용

 Verity Search 97  검색엔진 

3. 應用소 트웨어 槪念的 構成圖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응용소 트웨어는 크게 ‘건강정보’, ‘정보은

행’, ‘건강웹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정보’는 흡연 등 20개 분야, ‘정보은행’

은 자도서 , 학술, 통계, 신문/방송기사, 련기 /단체 정보를 포함하며 의

료기 검색, 열린 장 등 부가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응용소 트웨

어의 구성도는 [圖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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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Ⅴ-2〕健康情報데이터베이스시스템 應用소 트웨어 構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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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評價

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회‧경제  향력  요성이 

증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가 증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

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보건의료 문가, 정보 문가, 건강

정보 소비자들의 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

강정보의 질 리  올바른 활용을 하며 건강정보의 질을 보장하거나, 단

하거나, 제공하는 기 들이 계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에 한 질 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윤리 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을 진하고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 까지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는 크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등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외국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行動綱領(code of conduct) 

   행동강령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

는 질 평가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자

들이 스스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수되는지 여

부를 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범 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며, 이해

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비교  손쉽게 필요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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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에 상 없이 운 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

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험 등의 단 이 있다. 한 강제성이 없으며,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한계 이 있다.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Hi-Ethics), EC-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이 이에 해당된다.

   HON Code(http://www.hon.ch)는 1996년 7월 첫 번째 버 이 개발되었으며, 

재 사용되고 있는 code는 1997년 4월 이후 변동이 없으며 권 성, 상호보완

성, 개인의료기 ,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자의 투명성, 후원의 투명성, 고의 

정직성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Health Code of Ethics(http://www.ihealthcoalition.org/ethics/ethics.html)의 주요 

권고항목은 솔직함(candor), 정직함(honesty), 질(quality), 동의(informed consent), 

라이버시(privacy), 온라인 치료에 한 문성(professionalism in online health 

care), 신뢰할 만한 력 계(responsible partnering), 책임감(accountabi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i-Ethics(http://hiethics.com)는 미국 내에 있는 상업 인 건강 련 웹사이트

를 상으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신뢰성 있고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질과 윤리성에 한 기 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Hi-Ethics 원칙을 따

르는 온라인 건강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Hi-Ethics의 평가항목은 

privacy, 건강 련 정보에 한 privacy, 제3자와의 계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소유  재정지원에 한 공개, 고와 제3자에 의해 후원받는 정보내용

에 한 구분, ‧환불‧무료‧할인항목  서비스, 건강정보내용의 질, 작

권  책임감, 자가평가도구에 한 자료원  유형 공개, 문성, 자격, 상호

계의 투명성‧신뢰성, 제한 의 공개, 피드백을 한 기  등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을 상으로 Europe에서 운 하는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는 건강 련 웹사이트의 질 리에 한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고, 건강정보 제공자와 사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

요평가항목은 투명함과 정직성(transparency and honesty), 권 (authority),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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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privacy), 재성(cur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후원기 에 한 명시

(responsible partnering), 편집원칙(editorial policy), 근가능성(accessibi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미국의학 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AMA의 출 물

과 련 웹사이트들의 질 리를 목 으로 인터넷 의료  건강정보에 한 지

침을 개발하 다. 웹 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항목들은 의학 을 평가하

는 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문가 검토, 작권, 기   지원 완  공개, 

편집에 있어서의 독립권, 내용과 고의 분리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비

보호의 원칙을 포함한다.

   나. 第3  認證(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제3의 기 이 웹사이트에 해 평가하고 질 리 기 에 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로고(logo)나 심볼마크(symbol)를 부착하여, 사이트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

서 표 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

법은 질 리에 있어서 가장 발 된 방법으로 일반 으로 정보제공자가 평가비

용을 지불하게 된다. 명확한 criteria가 일 되게 활용되어 객 일 수 있으며, 

윤리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

하기가 상 으로 쉬운 장 이 있는 반면,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

용 는 조직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 이 있

다. 집행이 인가(accredit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 검토와 인증의 경

우 다량의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 MedCERTAIN, URAC, OMNI 등이 이에 해

당되며, 국내의 헬스로드, 한 공의 의회 의사인제도, 한의학회 웹사이트

인증사업, 한의사 회 지식향상발 원회 등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MedCERTAIN은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환자

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건강 문가와 소비자로 구성

된 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2000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인터넷의 안 한 사용을 한 EU Action Plan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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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서 지원받아 운 되고 있다. 

   정보제공자, 등 부여기 , 정보 사용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의 

담기 에 의한 웹사이트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해로운 건강정보를 여과하고 양

질의 정보를 인지‧선택할 수 있는 자율의 제3자 등 부여 시스템이다. 건강정

보 제공자와 평가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를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MedCERTAIN에서 자체 개발한, 표  메타데이터 단어인  HIDDEL(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Description and Evaluation Language)을 사용하며, 정보제공

자가 MedCERTAIN의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직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단계는 건강정보 제공자들이 

MedCERTAIN의 평가기 을 지속 으로 수하고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웹

사이트에 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MedCERTAIN의 평가

원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웹사이트가 평가기 에 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며, 세 번째 단계의 평가는 의료 문가가 사이트를 방문하여 명백한 오류와 유

해한 정보가 있는지 검하고, 정보가 균형 이며, 편견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인증마크는 정보제공자

에 의해 소비자에게 주어진 정보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edCERTAIN의 평가항목은 크게 정보제공자와 사이트명세로 나뉘고, 정보

제공자는 신분확인, 피드백, 운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사이트명세는 사이트

확인, 컨텐츠, 공개, 정책, 서비스, 근성, 질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OMNI는 의과 학생, 연구자, 학자, 임상가, 소비자를 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평

가된, 질 높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1996년 국 JISC(Joint 

Information Service Committee)의 책임 하에 시작되었다. OMNI 의 모든 정보들은 

BIOME SAGE(Special Advisory Group for Evaluation)에 의해 만들어진 BIOME 

Evaluation Guideline에 의해 평가된다. 검토되는 사이트 목록을 찾기 해 표 화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재 4,000개의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크게 상황(context), 내용(content), 형식(format)으로 나 어지고, 상황에는 역명시, 

상명시, 자의 권 와 명성,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 ,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는 범 , 정확성, 최신성 등이,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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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성, 디자인과 이아웃, 사용의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헬스로드(http://www.healthroad.co.kr)는 의학, 약학  식품 양학 문가로 

구성된 비 리 민간단체로 네티즌을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건강정보

의 종합 이고 체계 인 검색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2000년 7월 시작

하 다. 등록을 의뢰하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직

 방문하여, 헬스로드의 건강정보평가기 에 따라 각 련분야의 문인이 건

강정보의 내용을 평가한다. 높은 순 의 정보페이지를 선별하여 이를 정보분류

기 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한다. 평가항목은 웹페이지의 내용과 

일반 인 사항에 한 것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충실

성, 내용의 용이성, 내용의 공익성, 구성의 성실성, 디자인,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한 공의 의회의 정보 원회에서 주 하는 ‘의사인’은 무분별하고 부정

확한 의학정보의 난립을 막기 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교과서 인 

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추천하여 인터넷 상에서 건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을 목 으로 1년에 4회 평가를 실시한다. 질 리 방법으로 정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정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사용하며, 정  

강화는 일정 수 이상의 웹사이트에 해 공의 의회 웹사이트에 소개하며, 

한 공의 의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 마크를 통해 일반 네티즌이 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사이트의 신뢰도와 인지도

를 제고하게 된다. 부정  강화로 불법, 불건  정보에 한 사이트를 한 

공의 의회 웹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네티즌에게 경고하고, 한 지속 인 사

이트 검을 통해 불건  사이트는 시장 경쟁에서 자연도태 되도록 유도한다.  

평가기 은 1995년 발표된 HON Code 에 기 를 두며,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 인지, 정보제공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정보의 출처 제시가능 여부, 정보제공자 공개 유무, 개인의 진료정보 보

호 유무, 의학정보 제공이 직 으로 고와 련되는지 여부 등이다.

   한의학회에서 1995년부터 ‘의학정보계도사업’으로 주요 일간지와 공  

TV의 건강정보에 한 성 평가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이의 

일환으로 ‘의학정보웹사이트 인증사업’을 시작하 다. 2001년 실무 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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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2차 평가안을 도출하여 이를 토 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기

은 의료정보 사이트 형식평가부문, 의료정보 웹페이지 형식평가부문, 의료정

보 사이트 내용평가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사이트 형식평가부문에

는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형식 등이 포함되며, 웹페이지형식평가에는 

자의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형식, 정보내용형식평가, 내용평가에는 과학

 건 성, 유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  필수정보의 락 등이 포함된다.

   한의사 회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감시하고 좋은 건강정보를 장려하여 국민

들이 올바른 의학지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국민의학지식향상 원회 아

래 모니터링 분과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한의사

회의 회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주요 일간지와 방송의 건강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시범사업을 하 으며, 상을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로 확 하여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차에 걸친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며, 1차 모니터링은 각종 매체에 

보도되는 의료기사들을 수집하여 ‘국민의학지식향상 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차 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때에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 

는 의사 회 회원들이 평가항목을 기 으로 하여 해당 기사의 과학  건 성, 유

해성, 유익성을 단하고 그 의견을 찬성, 반 의 형태로 투표를 하게 된다. 2차 

모니터링은 2주마다 개최되는 ‘모니터링 분과 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 활동

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반 가 1표라도 나온 기사들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기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결정된 기사는 해당 기  

담당자에게 환류(feedback)하고 문  의학 지식의 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가에게 문의하는 3차 모니터링 과정에 들어간다. 3차 모니터링은 2차 모니터

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단된 기사들을 각 해당 분야의 문가 2명에게 의뢰하는 

과정이다. 건강정보평가의 가이드라인은 과학  건 성, 유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

분성과 필수  정보의 락  사실의 과장여부 등이다.

   다. 個別評價(Tool-based)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 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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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제공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는 기 도

구개발에만 은 비용이 소요된다.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효과성을 측정하기

가 어려우며, 도구개발과정에서만 문가가 참여하고, 도구의 사용과 정보의 평가

는 개인에게 담하기 때문에 도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 이 있다. 

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 (HSWG), DISCERN 등이 이에 해당한다.

   HSWG는 1998년, 비 리 연구단체인 Miteretek System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소비자가 직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 을 개발하 고, 

이 기 을 기본으로 하여 IQ tool을 개발하 다. 인터넷 상에서 건강정보가 증

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객 이고, 재생가능하

며, 리 수용될 수 있는 평가기 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 다. 각 분야의 

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Miteretek 추진 원에 의해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평

가항목을 개발하 으며, 평가항목은 크게 신뢰성, 내용, 공개, 링크, 디자인, 상

호작용성, 경고 등을 이루어져 있다. 신뢰성에는 출처, 최신성, 성/유용성, 

편집검토과정 명시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는 정확성, 완 성, 거부 등이, 공개에

는 목 , 정보의 수집과정이, 링크에는 링크 선택의 함, 구성, 내용, 역링크, 

디자인에는 근의 용이성, 논리  구성, 내부검색능력, 상호작용성에는 피드백, 

커뮤니티 등으로 비교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DISCERN은 1999년 국 옥스퍼드 학의 Institute of Health Science, Division 

of Public Health and Primary Care의 DISCERN 연구 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특

정상태의 치료방법에 한 정보를 찾는 시민과 치료정보의 자  제작자들을 

상으로 하며, 소비자로 하여  치료정보에 한 질을 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시작되었다. 기에는 서면정보를 상으로 시작하 으며, 재

는 온라인 상의 정보에까지 확 되어 용되고 있다. 설문지 형식의 도구로 치

료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한 주 인 등  시스템이다. 임상 문가, 자조

그룹 표, 소비자건강정보 문가, 건강 련 리스트, 보건의료소비자 표, 

지역보건의료 원회 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 원회에 의해 평가도구 안이 개

발되었으며, 보건의료 계자들의 1차 테스트를 거친 후 국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 화된 질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건강정보 소비자가 설문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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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은 크게 출 물의 신뢰도,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 반 인 평가로 나 어

지며 출 물의 신뢰도에는 목 , 내용의 성, 정보원, 정보생성일,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한 방법, 불확실성에 한 언  등이,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에는 치료방법에 한 효과, 이득, 험에 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의사결정에 한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Ⅵ-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方法

방법 장 단

행동강령

‧ 범 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개발됨

‧이해 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짐

‧부문별 근이 용이함

‧용이한 갱신 가능함

‧조직의 크기에 상 없이 할 수 있음

‧회사의 목 과 윤리  환경사이에 

synergy가 있음

‧결합력이 약함

‧남용되기 쉬움

‧강령을 잘못 해석할 험이 있음

‧비특이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측정하기 어려움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기 

어려움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Hi-Ethics)

‧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EC-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제3자 인증

‧독립 인 검증과 재검증을 제공함

‧객 일 수 있음

‧윤리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음

‧제공자 교육이 가능함

‧명확한 기 이 일 되게 활용됨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 으로 쉬움

‧품질 차별도구로 사용 가능함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큼

‧비용 는 조직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음

‧사용자 무 심(알지 못하거나 심이 

없음)

‧제공자 무 심( 심이 없거나 할 수 

없음)

‧집행이 인가(accreditation)에 의존함

‧매뉴얼 검토와 인증의 경우 다량의 인

력과 재원이 필요함

‧OMNI(Organiz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

‧MedCERTAIN

․U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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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Ⅵ-1〉 계속

방법 장 단

도구를 

이용한 

사용자 평가

 ‧과정의 일 성 ‧객 성을 장함

‧사용자의 무 심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을 측정하기 

어려움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도구개발과정에서만 문가가 참여함

‧안 성에 한 잘못된 인식을  수 

있음

‧최신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유효성(validity)을 확립하기 어려움

‧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HSWG)

‧DISCERN

2. 데이터베이스 性能 平價

   기존 운 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난해한 문제는 ‘왜 시 

스템이 멈추는지, 왜 시스템 성능이 갑자가 떨어지는지, 시스템의 수행 속도 등

의 효율을 조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상황에 시스템에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근하기를 요

구하고,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운 체제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 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튜닝(tuning)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튜닝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을 높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를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튜닝의 기 효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시간이 짧

고, 하드웨어의 업그 이드를 최소화하며, 그리고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본 장에서는 재 Oracle DBMS 환경에서 구축된 건강정보 데이터베

이스의 튜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 속환경

을 개선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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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튜닝 象시스템 環境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튜닝 상시스템의 환경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 트 

웨어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하드웨어 환경으로는 DB서버(기종

명: SUN Ultra60, CPU: 400Mhz×2 , Memory: 1GB, Swap Memory: 2GB 등), 

소 트웨어 환경으로는 운 체제(Solaris 8)와 DBMS(Oracle 8.1.7)를 상으로 

평가하 다.

   나. 健康情報 DB 튜닝 結果

1) 데이터베이스 性能 評價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성능평가 결과는  [圖 Ⅵ-1]과 같이 첫째, 데이터 블

록의 buffer cache의 효율성을 백분율(%)로 나타내는(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음) 

LCH(Library Cache Hit)는 Oracle의 권장 수치가 80%～85%로 평균수치가 75%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Disk I/O를 한 Tuning이 필요하다. 재 건강정보 DB

서버의 LCH는 80%～99%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로 하는 오 젝트들을 소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Latch Hit로 

latch가 요청되었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요청한 로세서는 일시 으로 기

다리다 다시 latch를 요청한다. Latch Hit 그래 는 latch의 진행시간과 첫 실패

한 latch 요청시도 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내며, 통상 90～99%를 권장하고 있

다. 재 DB의 Latch Hit는 100%에 가까워 Latch Hit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

다. 셋째, Soft parse DB서버가 사용 SQL문이 다음 사용할 때까지의 비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권장 수치는 90%～99%이다. 재의 DB Soft Parse는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Memory Sort로 메모리에서 정렬이 실행된 

것과 디스크에서 실행된 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메모리상에서 정렬

이 이루어져야 최 한의 성능을 모일 수 있다. Oracle의 권장 수치는 70～85%

로 재 DB의 memory sort는 10%에 가까워 재의 모든 DB 로그램이 Disk 

Sort 개발되어져 시 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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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Ⅵ-1〕 健康情報 DB 튜닝 綜合 分析 結果

2) 貯藏裝置(storage) 性能 評價

   장장치의 성능평가는 DB에 datafile을 입력하고 출력 성능평가, 그리고 

장장치의 장공간을 측정하는 Tablespace Status 성능평가로 나  수 있다.

   가) Data File I/O 性能 評價

   데이터 입출력(I/O: input/output)은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있어서 가장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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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데이터베이스 본질이 정보를 모으고, 받아들이고, 분배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기능이 디스크에서 정보를 읽고 기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테이블스페

이스, 인덱스 등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圖 Ⅵ-2]는 재 사용 인 건강정

보 DB storage의 Data File I/O를 측정한 내용으로 Temp01.dbf( 련정보DB) 일

의 사용량이 많아 실제 데이터 기록이나 변경보다는 내부 인 정렬작업이나 배

치작업이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ata File I/O의 성능을 높이

기 해서는 Memory Sort 환경으로 환하여, 배치작업이 real time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그램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圖 Ⅵ-2〕 Datafile I/O 性能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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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ablespace Status 性能 評價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테이블에 장이 되며, 테이블은 코드와 필드

로 구성된다. 그리고 테이블의 특정 코드를 신속히 액세스하기 한 인덱스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테이블과 인덱스의 크기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크

게 좌우할 수 있다. 테이블과 인덱스의 크기는 테이블과 인덱스를 장하기 

해 필요한 테이블스페이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Olacle에서 권장하는 테이블스페

이스 크기는 ‘I/O를 분배하고, 일을 한 디스크에서 다른 디스크로 이동시키기 

쉽도록 미리 정의된 기본 크기의 배수로 크기를 정해야 한다. 기본크기란 디스

크 공간을 최 로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한다.’ 를 들면 테이블이 

16K의 기 역을 가지고 4K의 다음 역을 가지고 증가비율이 0인 경우 테이

블스페이스는 (16+4×(N-1)+1(K)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N은 테이블스페이스에

서 사용자가 원하는 오 젝트의 역수, 1K는 오버해드를 한 비공간이 된

다. [圖 Ⅵ-3]은 재 사용 인 건강정보 DB storage의 Tablespace의 각각의 크

기와 실제 사용 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 사용 인 Temp tablespace가 

100%에 가까운 상태(full 상태)로 사용 인 DB를 자주 restart22)해주는 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22) Temp tablespace의 크기는 ‘자동확장’ 옵션을 용하고 있으므로 일부러 크기를 늘려  필요

는 없고 restart만으로 크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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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Ⅵ-3〕 Temp tablespa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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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Ⅵ-4〕tablespace Free Size



174

3.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定量評價

   인터넷 사용자와 웹사이트의 수치 인 증가에 비해 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 

포함) 품질에 한 리는 도외시 되어왔다23). 과거 웹사이트 평가에 한 연

구의 심은 웹사이트 평가에 한 기 과 로세스를 정립하고 사용자 설문을 

통해 검증하는 정성  평가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성 인 평가는 

다음과 같은 에서 어려움이 있다. 첫째, 신뢰성이 부족하다. 평가 결과는 설

문 응답자의 주 에 따라 좌우되므로 같은 웹사이트에 한 평가도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모집단 크기를 높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발생한다. 둘째, 편향된 표본일 가능성이 높다. 하

나의 웹사이트는 수 만개의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에 의해 수 만개

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 화면에 있는 몇 개의 페이지를 

통해 잘못된 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정량평가24)에서는 웹사이

트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에 의한 단을 제외하고 웹사이트 품질 리 노력과 

일 성에 한 기 을 웹 테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계량화하고, 웹사이트 정

성평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역을 정의하여 정성 평가의 보완 개념에서 평가 

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상 웹사이트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웹사이트 評價 方法論

   웹사이트 평가방법론은 크게 웹사이트의 기술과 품질 리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  평가’와 사용자의 인지와 경험에 따른 ‘정성 인 평가’의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정성 인 

평가’로, 웹평가 기 에 따라 설문 조사 는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하

23) 동아일보 10월 22일자 신문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국내 200여 개 정부와 기업, 연구기 의 

웹사이트 오류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5% 정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4) 정량  평가는 웹사이트의 기술  요소를 추출하여 웹사이트 품질을 결정짓는데 목 을 둔

다. 따라서 웹 방문자에 한 설문 조사와 더불어 기술 인 측면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차라 할 수 있다. 련 된 기술 분야로는 소 트웨어 품질 보증(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의 한 기술로 웹 품질 보증(Web Quality Assurance, WQA)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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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문가들에 의한 경험  단에 의존한다. 웹사이트의 정량  평가는 [圖 

Ⅵ-5]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웹 로그 분석은 로그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다양한 사이트 방문형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이트 

리를 효율 으로 개선해주며 략 으로 eCRM에 연계되어 고객 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히트 수, 페이지 뷰, 체류시간, 세션, 방문자 등의 정보 알려

다. 그러나 웹 로그는 내부 시스템에 장되므로 웹 서버 리자 이외의 사람

들이 근하기는 어렵다. 둘째, 성능 테스트 툴은 웹사이트 속 여부를 알아보

는 가용성, 웹 페이지의 속도를 측정하는 응답 속도, 콘텐츠 다운로드 성공률에 

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셋째, 웹사이트 보안 테스 은 각종 네트워크와 장

치에 한 취약성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킹 이 있는 부분을 험 

정도에 따라 표시해 다. 마지막으로 웹 테스  툴은 웹서버 내에 있는 모든 

웹 페이지에 한 오류와 로딩 속도, 웹 속성 등을 테스 한다. 한 웹 페이지

의 물리 , 논리  구조를 나타내어 네비게이션의 구조를 악할 수 있다.  [圖 

Ⅵ-6]은 웹사이트의 물리 , 논리  구조를 나타낸다25). 

〔圖 Ⅵ-5〕웹 사이트 評價 方法論

 

25) 이번 연구에서 웹 사이트의 품질 요소를 평가하기 한 도구로 (주) 한정보써비스의 코우스

트웹마스터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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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Ⅵ-6〕評價道具 메인 畵面 

   그 동안 웹사이트 평가 기 은 주로 정성  평가 기 을 심으로 개발되어

져 왔으나, Christian Bauer와 Arno Scharl(2000)는 정성  평가 기 에 컨텐츠, 

상호작용성, 네비게이션 항목을 추가하여 기술 심의 정량 평가 기 을 제안

하 다. 세부 기 으로는 컨텐츠의 수, 총 용량, 일 개수, 이미지 개수, 폼 개

수, 자바 스크립트를 가진 개수, 자바 애 릿을 가진 개수, 메일 링크 개수, 

임 존재 여부, 내부 링크 개수, 외부 링크 개수, 앵커 개수 등이 해당된다. 그

러나 웹사이트의 기술  요소를 평가할 때 단순히 존재 여부와 많고 음을 기

으로 평가할 수 없다. 즉, 일 는 그림 일 개수가 많거나 는 은 것

은 웹사이트 품질을 평가하는 기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량  평가 요소를 

수치로 환산하기 해 <表 Ⅵ-2>와 같이 웹사이트 평가 기 을 정량화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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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본 평가에서 사용된 정량  평가기 은 근성, 성능, 네비게이션, 

유지보수성의 4가지 항목으로 나 고 각각에 한 세부 기 을 세웠다. 이 

 페이지 로딩 속도는 ISDN 속도로 속할 때 3  이상 걸리는 페이지 수를 

기 으로 했다. 일부 Cascading Style Sheets(CSS)를 용하지 않은 사이트의 경

우를 감안하여, CSS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총 을 일반화하여 웹사이트 품질을 

계량화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이를 통해 특정 항목이 낮은 수를 받아 

체 순 에 향을 미칠 경우, 총 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表 Ⅵ-2〉 定量化된 웹사이트 評價 基準

소 분류 설명 평가 기

상시 

이용성

24×7 동안 웹 서버가 다운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항시 이용할 수 있는지 

테스  한다.

(매 한 시간 단 로 웹 서버의 응답 

사항을 모니터링, 1회 시스템 장애시 

마다 0.5 씩 감 )

근 

편리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게 해주는 앵커에 해 오류 

비율을 테스  한다.

{10 ×(1-앵커의 오류 수/앵커 개수)}

내부 링크 

오류

W3C에서 정해 놓은 클라이언트 오류, 

서버 오류 등을 테스  한다.

{10 ×(1-내부 오류의 개수/ 체 링크 

수)}

외부 링크 

오류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에 

한 오류를 테스  한다.

{10 ×(1-외부 링크 오류 수/ 체 외부 

링크 수)}

페이지 

로딩 속도

모든 웹 페이지의 크기를 추출하여 

로딩 속도를 테스  한다.

{10 ×(1- 속 기간이 3  이상인 

페이지 수/ 체 페이지 수)} 

그림 일 

로딩 속도

그림 일(GIF, JPG등)의 크기 리 

수 을 테스  한다.

{10 ×(1-30Kbytes가 넘는 그림 일 

수/ 체 그림 일 수)}

신기술 

활용성

자바스크립트, 폼, 임, 자바 

애 릿을 포함하는 페이지의 비율을 

추출한다.

{10 ×(신기술을 활용한 페이지 수/ 체 

페이지 수)}

유지 보수

편리성

URL로는 쉽게 페이지의 특성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잘 나타내어 주는 

타이틀 태그의 유무에 따라 평가한다.

{10 ×(1- 타이틀 태그가 없는 페이지 

수/ 체 페이지 수)}

유지 보수

용이성

웹 페이지를 쉽게 리할 수 있도록 

Cascading Style Sheets(CSS)가 잘 

설계되어 있는지 테스  한다. 

{10 ×(CSS가 용된 페이지 수/ 체 

페이지 수)}

자료: 문형남, 김유환(2002), 2002년 정보통신정책 정기학술 회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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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웹사이트 定量評價 節次

   일반 인 네트워크 성능 평가 솔루션은 인터넷으로 연결하 을 경우, 주요 

노드에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본 평가에서 사용된 웹 테스  

솔루션은 웹 페이지 자체에 한 평가이므로 네트워크나, 서버의 종류 등에 

향을 받지 않고 객 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의 

정량 테스  차는 [圖 Ⅵ-7]과 같이 사  테스트를 통해 평가 상의 특성을 

악한 후 인터넷 테스트를 실행하고, 분석 단계에서 <表 Ⅵ-1>에서 정의한 평

가 기 에 따라 결과를 정량화 한다.  

〔圖 Ⅵ-7〕 定量評價 節次

   다. 定量評價 結果

   국민건강증진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평가 결과 근성과 성능에서 우수이며, 

네비게이션과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 다. 네비게이션 측면에서 내

부와 외부 링크 오류율을 반 하 는데, 총 링크 수 21,714개에서 125개의 내부 

링크 오류와 36개의 외부 링크 오류가 발생하 다. <表 Ⅵ-3>에서 보듯,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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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일반  로딩 속도, 신기술 활용성, 유지보수 용이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타이틀 태그에 한 검사에서 일부 타이틀 태그가 

하게 사용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 결과는 리할 웹사이

트의 컨텐츠가 많을 경우, 소규모 사이트에 비해 다소 불리할 수 있음을 밝

둔다. 따라서 컨텐츠, 디자인과 같은 정성  평가 기 과 더불어 평가 될 때 의

미가 있다.

〈表 Ⅵ-3〉 健康增進情報시스템 定量評價 結果
1)

평가 항목 평가 수

상시 이용성 5.00

근 편리성 4.98

내부 링크 에러 4.97

외부 링크 에러 4.86

일반  로딩 속도 5.00

그림 일 로딩 속도 4.97

신기술 활용성 5.00

유지보수 편리성 4.14

유지보수 용이성 5.00

합계 43.92

100  환산 기 97.60

주: 1) 각 항목별 수(항목 당 5  만 )와  총합을 100  만 으로 일반화 시켰을 경우를 나타낸다. 

   정량평가를 한 일반 인 통계는 <表 Ⅵ-4>와 같이 웹서버로는 Apache/ 

1.3.20 (Unix) PHP/4.0.6을 사용하고 있으며, VB스크립터를 제외한 다양한 기술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액티  X컨트롤은 동 인 웹 페이지 

구성에 도움을 주나, 보안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므로 신 한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일시 2002년 11월 4일 17:49:28

    서버종류 Apache/1.3.20 (Unix) PHP/4.0.6

   일반정보

    테스 된 총 일 개수 16,374

    테스 된 총 용량 613.26 MB

   웹사이트 종합

    웹 페이지의 수 10,872

    GIF 그림 일 수 4,924

    JPG 그림 일 수 447

    메일 링크 수 43

    외부 링크 수 1,292

   웹 페이지 정보

    자바애 릿을 사용한 페이지 수 15

    자바스크립을 사용한 페이지 수 8,616

    엑티  X 컨트롤를 사용한 페이지 수 2,339

    VB 스크립트를 사용한 페이지 수 0

    임을 사용한 페이지 수 25

    폼을 사용한 페이지 수 1,364

〈表 Ⅵ-4〉 건강길라잡이 웹사이트의 定量分析을 한 一般 統計

Ⅶ.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向後課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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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는 그 양이 방 하고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게 분

류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건강정보 데

이터베이스는 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정의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건강정보의 분류를 보건의료체계내의 건강증진, 질병 방, 

진단과 치료, 재활의 모든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이를 제공하기 

한 보건의료자원, 재정, 조직 리의 보건의료체계와 련된 정보가 포함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진단/치료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과 련된 내용으

로 건강보험정보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더라도 철

한 정보보안을 통하여만 제공이 가능하다.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상

에서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의 형태  양, 정

보제공자의 기술 능력 등 제반여건에 의해 정보형태가 결정되며,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정보제공의 형태보다는 정보내용  정보의 질이 선택

의 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결과 <表 Ⅶ-1>과 같이 재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로는 건강상식, 질병정보, 자가진단, 응 정보 등이며, 

향후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로는 질병정보, 건강상식, 자가진단, 응 정보 등으

로 건강정보에 한 이용자의 심이 질병정보와 건강상식에 많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정보는 체계 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율

이고 종합 으로 제공되어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건강을 리할 수 있는 

평생건강 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차원의 평상건강

리체계를 구축하기 한 향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Ⅶ-1〉健康情報 種類別 利用度  要求度 

(단 : 명, %)

26) 본 장의 향후과제는 2001년 본 내용의 1차 연구로 진행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방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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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도 응답비율 요구도 응답비율

건강상식 19.6 16.7

자가진단 18.3 16.3

응 정보 10.0 14.7

질병정보 18.5 17.2

검사정보 4.7 8.1

인력정보 1.2 1.7

기 정보 5.8 5.1

약품정보 6.3 8.8

문헌정보 2.9 1.8

교육정보 3.0 2.5

용어정보 6.6 4.4

통계정보 2.1 1.2

행정‧법령정보 1.2 1.5

합계 100.0 100.0

1. 平生健康管理 情報體系 構築

    산업사회에서는 흡연, 음주, 양, 그리고 스트 스 등의 환경이나 생

활양식의 속한 변화로 조기사망은 물론 만성질환을 래하고 건강증진의 잠

재 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이나 습 은 유아기 때부터 형

성되어 평생동안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태어나서부터 생애주기별로 

한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양 리,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지속 인 추후

리를 통해서 포 이고 연속 인 건강 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생건

강 리 정보체계는 평생건강 리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개인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 인 건강 리를 지원하기 한 것이다. 평생건강 리를 해서는 

련주체별 정보의 교환  공유가 필수 이며 국가차원에서 국민개인별 통합된 

건강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건

강정보포털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健康情報 提供의 效率性 追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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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er 등(2000)은 재의 보건정보시스템에서의 문제 을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 첫째, 부 하게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둘째, 수집된 자료의 질

에 한 문제가 있고, 셋째, 유사한 보건정보시스템간의 복과 낭비가 래되

고, 넷째, 시 보고체계와 피드백이 부족하며, 다섯째, 구축된 정보 이용이 

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료 수집의 성과 련하여 정보 사용자의 수요

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자원의 낭비  정보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량의 인 ‧물  자원이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정보의 수요  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정보의 이용 상의 범 가 방 하고 건강정보의 특성이 신속히 발 ‧

변화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히 처하기 해서는 건강정보의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수요조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건강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첫째, 국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들의 이용실태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여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이해를 돕고 최종 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층을 확 하여 수요를 증 할 수 있으며, 둘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들의 이용의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국내 건강정보 데이터베

이스의 이용실태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충실한 결과를 정부‧연구기 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연구활동의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활용성 높

은 자료제공을 함으로써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제공자와 이

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상으

로 건강정보 수요조사를 실시27)하 으며, 이는 앞으로의 건강정보 제공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健康情報 데이터웨어하우스 構築 

27) 본 연구의 1차연구에서는 일반인과 문가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 으며, 2차연구에

서는 일반인만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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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상은 일반국민과 특정이용자로 크게 나  

수 있다. 일반국민은 건강행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건강인, 불특정 개인과 질

병 방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족으로 구분되며, 특

정이용자는 정부정책담당자, 련기   학교의 문가, 보건교육담당자 등으

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하

기 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

능한 것은 아니다.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

는 형태로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사용되는 기법이 데이터웨어하우스

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목 은 서로 다르지만 건강정보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은 다양한 상에 맞는 정보서비스체계의 마련을 구축 목 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면 수집된 건강정

보를 일정하게 구조화하여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용이하도록 환경

을 구축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사용자 에서 주제별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상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

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첫째, 정보사용자의 질의에 보다 신속

히 응답할 수 있고, 둘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일 성 있게 

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公共機關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의 保護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하여 국가차원의 검증된 양

질의 건강정보를 내용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소규모 는 업목 을 한 형식 인 제공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처는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분

이다. 그러나 공공기 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모든 이용자의 자유로

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겠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에 소요되는 막

한 비용 등을 감안하고 불법 인 침입에 의한 손상 는 소실 등을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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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보에 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 우리 작권법에 의하면 

례, 법령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 의 작물에 해 작권을 인

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에 한 민간의 재활용 요구가 증

하는 이때, 공공기 의 정보에 한 독 을 견제하고 민간에 의한 정보활용

을 지속 으로 창출하기 해서는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에 한 이용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국의 일부제도와 

같이 공공기 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한 작권을 인정하되 법정이용 

허락과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정한 이용조건 하에서 공공기  데이터베

이스를 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민간이용지침을 제정하여 사용을 허가

하는 방법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건강정보가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고, 한 이를 보호하기 해서는 정부차원의 공공 데이

터베이스 보호정책이 종합 으로 마련되기 에 모든 사용자가 작권을 침해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약  등을 잠정 결정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5.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標準化 方案 마련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정보는 특성상 개발자나 이용자가 다양

한 형태로 장, 표기, 표 할 수 있어 정보를 상호교환 할 때 엄청난 혼란이 

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교환  공유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시스템간의 호환성 부재로 인하여 정보자원의 낭비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의 표 화는 데이터베이스간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가능

하게 하여 정보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정보유통의 구 으로 보건의료 

산업 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의료정보표 화는 의료행 에 사용되는 용어, 서식 등을 약속된 형태로 변환하

는 것을 말하며 정돈되어 있지 않은 체계를 가장 객 이고 공신력 있는 형태

로 정의함으로써 진료행   이에 련된 모든 업무에 참여하는 행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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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된 방식으로 의료행 를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28). 

따라서 건강정보가 의의 의료정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정

보의 표 화 상은 의료행 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 서식뿐만이 아니라 사용

되어지는 정보기술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치료목 이 아닌 방차원의 건강정

보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정보 상의 범 로 인하여 용어, 

업무, 그리고, 서식의 표 화 정책은 단계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 되는 정

보기술도 병행하여 표 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재 국내에서 논의되

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표 화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기술 분야의 데이터베이

스 분야는 웹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메타데이터 리, 디지털콘텐

츠 제작기술, 멀티미디어정보 장기술, 정보검색기술 등이며, 의료정보의 교환

을 해서는 국제 표 화 의료정보 로토콜인 HL7(health level 7)과 인터넷의 

정보공유를 한 표 화 문서작성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

이 논의되고 있다. 

6. 健康情報 데이터베이스 評價基準 마련

   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인터넷의 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년 12월 1904만명에서 2002년 6월 재 

2565만명으로 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건강/스

포츠 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002년 재 31.7%로 1 의 이용

률로 이는 2001년 19.6%에 비해 속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

넷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보의 개방성을 고려해 볼 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

은 반면, 정보의 질은 통제할 수 없다. 특히, 건강정보는 사람의 생명과 불구 

등 삶의 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 하게 제공될 경우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건강정보가 가지는 잠재  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인

28) 한국 산원‧보건복지부,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한 정보화 략계획 수립, 1999.



터넷상의 검증된 건강정보 달을 보장하는 건강정보의 질 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강정보의 양이 충분하고 유용할 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하고 타당한 정

보를 인증된 사이트로 소개하는 인증사이트를 운 하는 방법과 둘째, 국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에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직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

강정보의 인증과 질에 한 평가는 우선 으로 국내의 민간과 공공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9). 재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에 한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30)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 한 보다 세 한 연구와 기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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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1년 11월 26일 개최된 ｢인터넷 건강정보 토론회-인터넷 건강정보 이 로 좋은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 련 인터넷 사이트는 약 70만개가 있으며 정보의 근성과 정확성, 정보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 가장 처음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에 한 공식 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한 공의 의

회에서 벌이는 의사印 활동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이트는 공의 의회 사이트에서 소개하며 

인증서를 발 하며, 불법‧불건  정보에 한 사이트를 의사印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다. 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터넷 건강 련사이트 평가기 으로 목 성(명확성), 성, 정확성, 신

뢰성, 용이성, 권 성, 환류성, 지속성의 8개기  32개 항목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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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健康情報 要調査를 한 設問紙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의 보 이 늘어나고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이

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의학에 련된 인터넷 사이트는 

재 수천 개에 달하며 계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됩니다. 그러나 정

보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 인 건강정보의 제공은 비효율

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건강정보의 획득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련

하여 인터넷 상 건강정보의 이용 황  수요도에 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이외의 자료

로는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신데 하여 

감사드리며,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Ⅰ.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사항

 1.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매일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3회 이하

 2. 인터넷을 이용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미만   6개월～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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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터넷을 주로 어떤 목 으로 이용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

  정보검색‧수집   게임   이메일 사용

  학습   채 , 메신   인터넷뱅킹

  쇼핑‧ 약   화‧음악감상   동호회 활동

  인터넷폰  기타(               )

 4. 평소에 건강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의료기 /보건소의 건강강좌   서 , 잡지 등 인쇄매체

  의사, 약사 등 련 문가   신문, 방송 등 매체

  부모, 친구 등 주 사람들   인터넷(정보검색  상담)

  기타 (                                                    )

 5. 인터넷에서 건강과 련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매일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       )

 6. 귀하는 주로 구를 하여 건강정보를 찾습니까?

  자기 자신   자녀   부모님

  친척   기타 주변 사람들

 7. 의료기 방문과 련하여 언제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습니까?

  의료기  방문 에 건강정보를 찾아보았다.

  의료기  방문 후에 건강정보를 찾아보았다.

  의료기  방문 신에 건강정보를 찾아보았다.

  의료기  방문과 상 없이 건강정보를 찾아보았다.

 8.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을 때 보통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보십니까?

  1개   2～3개   4～5개

  6～10개   11～20개    2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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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강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한 정보

  의사나 의료기  는 약품에 한 정보

  건강 련 뉴스

  건강 리에 한 정보(운동, 양 등)

  기타 (                          )

 10. 인터넷 건강정보를 주로 어떤 목 으로 이용하십니까? 

  건강증진  질병의 방과 치료를 한 정보수집

  건강상태  질병에 한 건강상담

  교육이나 연구 는 학습 활동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련 상품 구매

  기타 (                          )

 11.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사이트의 이름이나 URL을 어주십시오.

---------------------------------------------------------------------------------

---------------------------------------------------------------------------------

---------------------------------------------------------------------------------

---------------------------------------------------------------------------------

 12.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는 어떻게 찾습니까?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 검색어 이용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 디 토리(카테고리) 검색 / 메뉴 이용

       건강 > 질병과 증상 > 감기 

  알고 있는 특정 건강정보 사이트 이용

  다른 방법을 통해 (               )



196

 13.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거의 부분 믿는다   체로 믿는다

  약간만 믿는다   거의 믿지 않는다

 14.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가 유용했습니까?

  매우 유용했다   약간 유용했다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    유용하지 않았다

 15. 인터넷상에서 문가의 사  평가를 통해 엄선된 양질의 건강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보통-------------------  필요하지 않다

    
 16. 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 이용하시겠습니까?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모름

 17. 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운 주체로 가장 합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   공공연구기

  민간단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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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도  요구도 조사

 <보기 1> 건강정보 종류

① 건강상식  양, 체 조  등 건강과 련된 일반건강상식

② 자가진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한 정보 

③ 응 정보  응  시 처치법, 처방법 등에 한 정보

④ 질병정보  질병의 원인, 방, 치료 등에 한 정보

⑤ 검사정보  질병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에 한 정보

⑥ 인력정보 
 의사 등 보건의료 련인력의 근무처, 문과목 등에 한

 정보

⑦ 기 정보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 련기 의 소재나 업무 등에 한 

정보

⑧ 약품정보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가격 등에 한 정보

⑨ 문헌정보 보건의료 련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에 한 정보

⑩ 교육정보 보건교육자료  련 교육 로그램에 한 정보

⑪ 용어정보 
의학용어, 검사용어, 의약품용어 등 보건의료 련 용어 

정보

⑫ 통계정보 유병률, 사망률 등 보건의료 련 통계정보

 ⑬ 행정‧법령

정보
보건의료 련 법률이나 행정‧정책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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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보기 1> 에서 이용해 본 이 있는 건강정보를 모두 쓰시오. 

 19  <보기 1> 에서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5가지만 고르시오.

 20.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보기 1>의 건강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3가지만 고르시오.

 21. <20번>에서 응답한 건강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에서 제시한 건강정보 이외에 필요한 건강정보가 있으면 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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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넷 건강상식정보 이용도  요구도 조사

 <보기 2> 건강 상식 정보 컨텐츠

 ① 흡연  ② 음주

 ③ 양과 식생활  ④ 운동

 ⑤ 정신건강  ⑥ 체 조

 ⑦ 구강보건  ⑧ 약물 오‧남용

 ⑨ 사고 방, 안 보건   ⑩ 응 처치 정보

 ⑪ 성(sexuality) 련 정보  ⑫ 미용건강(피부 리,성형 등)

 ⑬ 여행시 건강 리  ⑭ 환경과 건강

 ⑮ ‧유아건강   아동건강(학동기건강)

  청소년건강   여성건강

  성인건강   노인건강

  장애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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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보기 2> 에서 이용해 본 이 있는 건강상식정보를 모두 쓰시오. 

 24.  <보기 2> 에서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상식정보를 5가지만 고르시오.

 25.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보기 2>의 건강상식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3가지만 고르시오.

 26. <25번>에서 응답한 건강상식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에서 제시한 건강상식 이외에 필요한 건강상식정보가 있으면 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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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 질병정보 이용도  요구도 조사

 <보기 3> 질병 정보 컨텐츠

①암 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

②근골격계질환 염, 통풍, 요통, 디스크, 좌골통 등

③소화기계질환 염, 궤양, 간염, 간경변, 소화불량 등

④내분비, 

  사성 질환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⑤순환기계질환 고 압, 풍, 뇌 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치질 등

⑥호흡기계질환
폐결핵, 결핵, 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기, 

폐렴, 인 루엔자 등

⑦비뇨생식기계  

   질환
비뇨기계 이상, 월경이상, 여성 생식기질환 등

⑧ , 귀 질환 백내장, 만성 이염, 이명, ‧귀의 이상

⑨정신과질환 신경증(불안증,강박증), 우울증, 정신불열증, 치매 등

⑩구강질환 충치, 풍치, 잇몸병 등

⑪피부질환 피부질환, 무좀 등

⑫사고  

 독의 후유증

각종사고(골 , 탈구, 인  늘어남, 기타 손상), 약물 독, 

농약 독 등

⑬감염성  

 기생충성질환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장 감염(콜 라, 이질, 장티

푸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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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보기 3> 에서 이용해 본 이 있는 질병정보를 모두 쓰시오. 

 29.  <보기 3> 에서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정보를 5가지만 고르시오.

 30.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보기 3>의 질병정보 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질병정보를 3가지만 고르시오.

 31. <30번>에서 응답한 질병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에서 제시한 질병정보 이외에 필요한 질병정보가 있으면 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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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

 33. 귀하의 출생 년도는 언제입니까?

     19□□

 3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35.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무학   등학교 재학 

  등학교 졸업   학교 재학 

 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학교 재학 

 학교 졸업    학원 재학

 학원 졸업   

36.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문가

 기술공  문가  사무직원

 서비스직근로자  매근로자  농업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군인

 학생(재수생)  주부(집안일, 가사)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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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귀하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38. 귀하가 생각하는 본인의 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39. 평소에 귀하는 건강에 해 어느 정도로 심이 있습니까?

    매우 심 있음---------------------보통----------------------  심 없음

    



2. 온라인 設問調査

〔附圖 2-1〕 인터넷 健康情報 設問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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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2-2〕 인터넷 健康情報 設問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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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2-3〕 인터넷 健康情報 設問畵面



3. 健康情報 利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分析

  3-1. 인터넷 健康情報 利用度

〈附表 3-1-1〉 性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63 82.7 142 81.1   305 82.0

자가진단 160 81.2 124 70.9 284 76.3

응 정보 76 38.6 80 45.7 156 41.9

질병정보 143 72.6 145 82.9 288 77.4

검사정보 34 17.3 39 22.3 73 19.6

인력정보 10 5.1 9 5.1 19 5.1

기 정보 51 25.9 39 22.3 90 24.2

약품정보 40 20.3 58 33.1 98 26.3

문헌정보 23 11.7 22 12.6 45 12.1

교육정보 20 10.2 26 14.9 46 12.4

용어정보 52 26.4 50 28.6 102 27.4

통계정보 21 10.7 11 6.3 32 8.6

행정‧법령정보 13 6.6 5 2.9 18 4.8

합계 197 53.0 175 47.0 372 100.0

〈附表 3-1-2〉 年齡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68 78.2 100 83.3 84 84.8 53 80.3 305 82.0

자가진단 56 64.4 98 81.7 77 77.8 53 80.3 284 76.3

응 정보 34 39.1 53 44.2 43 43.4 26 39.4 156 41.9

질병정보 57 65.5 92 76.7 83 83.8 56 84.8 288 77.4

검사정보 8 9.2 30 25.0 20 20.2 15 22.7 73 19.6

인력정보 5 5.7 7 5.8 5 5.1 2 3.0 19 5.1

기 정보 6 6.9 32 26.7 33 33.3 19 28.8 90 24.2

약품정보 21 24.1 33 27.5 26 26.3 18 27.3 98 26.3

문헌정보 6 6.9 17 14.2 16 16.2 6 9.1 45 12.1

교육정보 12 13.8 14 11.7 10 10.1 10 15.2 46 12.4

용어정보 14 16.1 40 33.3 38 38.4 10 15.2 102 27.4

통계정보 4 4.6 12 10.0 11 11.1 5 7.6 32 8.6

행정‧법령정보 3 3.4 6 5.0 7 7.1 2 3.0 18 4.8

합계 87 23.4 120 3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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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1-3〉 敎育程度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57 75.0 92 83.6 156 83.9 305 82.0

자가진단 48 63.2 88 80.0 148 79.6 284 76.3

응 정보 30 39.5 53 48.2 73 39.2 156 41.9

질병정보 53 69.7 83 75.5 152 81.7 288 77.4

검사정보 8 10.5 21 19.1 44 23.7 73 19.6

인력정보 5 6.6 5 4.5 9 4.8 19 5.1

기 정보 6 7.9 24 21.8 60 32.3 90 24.2

약품정보 18 23.7 31 28.2 49 26.3 98 26.3

문헌정보 6 7.9 8 7.3 31 16.7 45 12.1

교육정보 13 17.1 8 7.3 25 13.4 46 12.4

용어정보 12 15.8 30 27.3 60 32.3 102 27.4

통계정보 3 3.9 10 9.1 19 10.2 32 8.6

행정‧법령정보 3 3.9 4 3.6 11 5.9 18 4.8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附表 3-1-4〉 職業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52 83.5 100 80.6 42 77.8 11 91.7 305 82.0

자가진단 149 81.9 89 71.8 38 70.4 8 66.7 284 76.3

응 정보 77 42.3 52 41.9 23 42.6 4 33.3 156 41.9

질병정보 141 77.5 86 69.4 51 94.4 10 83.3 288 77.4

검사정보 44 24.2 13 10.5 14 25.9 2 16.7 73 19.6

인력정보 9 4.9 8 6.5 1 1.9 1 8.3 19 5.1

기 정보 60 33.0 17 13.7 13 24.1 0 0.0 90 24.2

약품정보 49 26.9 30 24.2 16 29.6 3 25.0 98 26.3

문헌정보 31 17.0 12 9.7 1 1.9 1 8.3 45 12.1

교육정보 22 12.1 16 12.9 6 11.1 2 16.7 46 12.4

용어정보 58 31.9 29 23.4 12 22.2 3 25.0 102 27.4

통계정보 21 11.5 8 6.5 1 1.9 2 16.7 32 8.6

행정‧법령정보 12 6.6 5 4.0 0 0.0 1 8.3 18 4.8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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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1-5〉 月收入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63 87.5 91 82.0 40 78.4 34 85.0 77 78.6 305 82.0

자가진단 54 75.0 86 77.5 42 82.4 35 87.5 67 68.4 284 76.3

응 정보 35 48.6 47 42.3 13 25.5 22 55.0 39 39.8 156 41.9

질병정보 58 80.6 85 76.6 44 86.3 33 82.5 68 69.4 288 77.4

검사정보 7 9.7 31 27.9 14 27.5 6 15.0 15 15.3 73 19.6

인력정보 1 1.4 5 4.5 2 3.9 3 7.5 8 8.2 19 5.1

기 정보 14 19.4 30 27.0 17 33.3 19 47.5 10 10.2 90 24.2

약품정보 20 27.8 32 28.8 13 25.5 14 35.0 19 19.4 98 26.3

문헌정보 6 8.3 15 13.5 8 15.7 7 17.5 9 9.2 45 12.1

교육정보 8 11.1 11 9.9 7 13.7 8 20.0 12 12.2 46 12.4

용어정보 17 23.6 33 29.7 13 25.5 15 37.5 24 24.5 102 27.4

통계정보 4 5.6 9 8.1 6 11.8 5 12.5 8 8.2 32 8.6

행정‧법령정

보
0 0.0 6 5.4 3 5.9 4 10.0 5 5.1 18 4.8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附表 3-1-6〉 健康狀態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26 83.4 135 82.8 44 75.9 305 82.0

자가진단 108 71.5 126 77.3 50 86.2 284 76.3

응 정보 62 41.1 73 44.8 21 36.2 156 41.9

질병정보 113 74.8 124 76.1 51 87.9 288 77.4

검사정보 26 17.2 36 22.1 11 19.0 73 19.6

인력정보 4 2.6 12 7.4 3 5.2 19 5.1

기 정보 32 21.2 44 27.0 14 24.1 90 24.2

약품정보 34 22.5 45 27.6 19 32.8 98 26.3

문헌정보 17 11.3 27 16.6 1 1.7 45 12.1

교육정보 20 13.2 17 10.4 9 15.5 46 12.4

용어정보 40 26.5 53 32.5 9 15.5 102 27.4

통계정보 14 9.3 15 9.2 3 5.2 32 8.6

행정‧법령정보 6 4.0 10 6.1 2 3.4 18 4.8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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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1-7〉 健康觀心度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239 84.2 61 75.3 5 71.4 305 82.0

자가진단 219 77.1 59 72.8 6 85.7 284 76.3

응 정보 125 44.0 28 34.6 3 42.9 156 41.9

질병정보 225 79.2 58 71.6 5 71.4 288 77.4

검사정보 62 21.8 11 13.6 0 0.0 73 19.6

인력정보 17 6.0 2 2.5 0 0.0 19 5.1

기 정보 73 25.7 17 21.0 0 0.0 90 24.2

약품정보 78 27.5 18 22.2 2 28.6 98 26.3

문헌정보 36 12.7 9 11.1 0 0.0 45 12.1

교육정보 42 14.8 4 4.9 0 0.0 46 12.4

용어정보 88 31.0 13 16.0 1 14.3 102 27.4

통계정보 28 9.9 4 4.9 0 0.0 32 8.6

행정‧법령정보 17 6.0 1 1.2 0 0.0 18 4.8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附表 3-1-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情報 利用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27 77.1 69 85.2 109 85.2 97 79.5 3 50.0 305 82.0

자가진단 25 71.4 64 79.0 101 78.9 90 73.8 4 66.7 284 76.3

응 정보 15 42.9 42 51.9 59 46.1 39 32.0 1 16.7 156 41.9

질병정보 22 62.9 73 90.1 101 78.9 89 73.0 3 50.0 288 77.4

검사정보 5 14.3 23 28.4 29 22.7 16 13.1 0 0.0 73 19.6

인력정보 2 5.7 5 6.2 7 5.5 4 3.3 1 16.7 19 5.1

기 정보 9 25.7 23 28.4 30 23.4 27 22.1 1 16.7 90 24.2

약품정보 11 31.4 26 32.1 36 28.1 24 19.7 1 16.7 98 26.3

문헌정보 10 28.6 10 12.3 13 10.2 10 8.2 2 33.3 45 12.1

교육정보 9 25.7 14 17.3 12 9.4 11 9.0 0 0.0 46 12.4

용어정보 10 28.6 34 42.0 33 25.8 24 19.7 1 16.7 102 27.4

통계정보 3 8.6 6 7.4 14 10.9 8 6.6 1 16.7 32 8.6

행정‧법령정보 3 8.6 4 4.9 3 2.3 8 6.6 0 0.0 18 4.8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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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인터넷 健康情報 要求度

〈附表 3-2-1〉 性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65 83.8 146 83.4 311 83.6

자가진단 170 86.3 133 76.0 303 81.5

응 정보 150 76.1 123 70.3 273 73.4

질병정보 168 85.3 151 86.3 319 85.8

검사정보 79 40.1 72 41.1 151 40.6

인력정보 15 7.6 17 9.7 32 8.6

기 정보 43 21.8 51 29.1 94 25.3

약품정보 79 40.1 85 48.6 164 44.1

문헌정보 19 9.6 15 8.6 34 9.1

교육정보 27 13.7 19 10.9 46 12.4

용어정보 41 20.8 41 23.4 82 22.0

통계정보 12 6.1 10 5.7 22 5.9

행정‧법령정보 16 8.1 12 6.9 28 7.5

합계 197 53.0 175 47.0 372 100.0

〈附表 3-2-2〉 年齡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73 83.9 102 85.0 82 82.8 54 81.8 311 83.6

자가진단 71 81.6 101 84.2 76 76.8 55 83.3 303 81.5

응 정보 69 79.3 87 72.5 73 73.7 44 66.7 273 73.4

질병정보 73 83.9 104 86.7 82 82.8 60 90.9 319 85.8

검사정보 27 31.0 47 39.2 45 45.5 32 48.5 151 40.6

인력정보 7 8.0 8 6.7 11 11.1 6 9.1 32 8.6

기 정보 18 20.7 28 23.3 27 27.3 21 31.8 94 25.3

약품정보 41 47.1 53 44.2 39 39.4 31 47.0 164 44.1

문헌정보 7 8.0 13 10.8 11 11.1 3 4.5 34 9.1

교육정보 13 14.9 11 9.2 12 12.1 10 15.2 46 12.4

용어정보 16 18.4 33 27.5 22 22.2 11 16.7 82 22.0

통계정보 10 11.5 3 2.5 7 7.1 2 3.0 22 5.9

행정‧법령정보 9 10.3 10 8.3 8 8.1 1 1.5 28 7.5

합계 87 23.4 120 3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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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2-3〉 敎育程度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63 82.9 95 86.4 153 82.3 311 83.6

자가진단 60 78.9 90 81.8 153 82.3 303 81.5

응 정보 61 80.3 83 75.5 129 69.4 273 73.4

질병정보 62 81.6 97 88.2 160 86.0 319 85.8

검사정보 22 28.9 51 46.4 78 41.9 151 40.6

인력정보 8 10.5 3 2.7 21 11.3 32 8.6

기 정보 19 25.0 25 22.7 50 26.9 94 25.3

약품정보 36 47.4 50 45.5 78 41.9 164 44.1

문헌정보 8 10.5 7 6.4 19 10.2 34 9.1

교육정보 10 13.2 12 10.9 24 12.9 46 12.4

용어정보 15 19.7 24 21.8 43 23.1 82 22.0

통계정보 7 9.2 6 5.5 9 4.8 22 5.9

행정‧법령정보 8 10.5 7 6.4 13 7.0 28 7.5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附表 3-2-4〉 職業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56 85.7 104 83.9 43 79.6 8 66.7 311 83.6

자가진단 153 84.1 104 83.9 37 68.5 9 75.0 303 81.5

응 정보 129 70.9 95 76.6 40 74.1 9 75.0 273 73.4

질병정보 155 85.2 108 87.1 46 85.2 10 83.3 319 85.8

검사정보 75 41.2 41 33.1 30 55.6 5 41.7 151 40.6

인력정보 17 9.3 7 5.6 7 13.0 1 8.3 32 8.6

기 정보 50 27.5 24 19.4 17 31.5 3 25.0 94 25.3

약품정보 72 39.6 58 46.8 29 53.7 5 41.7 164 44.1

문헌정보 17 9.3 11 8.9 3 5.6 3 25.0 34 9.1

교육정보 24 13.2 16 12.9 4 7.4 2 16.7 46 12.4

용어정보 36 19.8 31 25.0 11 20.4 4 33.3 82 22.0

통계정보 10 5.5 11 8.9 1 1.9 0 0.0 22 5.9

행정‧법령정보 16 8.8 9 7.3 2 3.7 1 8.3 28 7.5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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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2-5〉 月收入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62 86.1 95 85.6 42 82.4 30 75.0 82 83.7 311 83.6

자가진단 62 86.1 91 82.0 39 76.5 32 80.0 79 80.6 303 81.5

응 정보 55 76.4 77 69.4 37 72.5 29 72.5 75 76.5 273 73.4

질병정보 60 83.3 98 88.3 43 84.3 33 82.5 85 86.7 319 85.8

검사정보 27 37.5 50 45.0 25 49.0 15 37.5 34 34.7 151 40.6

인력정보 2 2.8 9 8.1 5 9.8 6 15.0 10 10.2 32 8.6

기 정보 16 22.2 29 26.1 15 29.4 15 37.5 19 19.4 94 25.3

약품정보 36 50.0 38 34.2 24 47.1 23 57.5 43 43.9 164 44.1

문헌정보 9 12.5 12 10.8 3 5.9 3 7.5 7 7.1 34 9.1

교육정보 7 9.7 16 14.4 7 13.7 3 7.5 13 13.3 46 12.4

용어정보 15 20.8 23 20.7 11 21.6 7 17.5 26 26.5 82 22.0

통계정보 4 5.6 5 4.5 2 3.9 3 7.5 8 8.2 22 5.9

행정‧법령정보 5 6.9 12 10.8 2 3.9 1 2.5 8 8.2 28 7.5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附表 3-2-6〉 健康狀態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29 85.4 133 81.6 49 84.5 311 83.6

자가진단 119 78.8 135 82.8 49 84.5 303 81.5

응 정보 110 72.8 119 73.0 44 75.9 273 73.4

질병정보 132 87.4 139 85.3 48 82.8 319 85.8

검사정보 58 38.4 75 46.0 18 31.0 151 40.6

인력정보 16 10.6 9 5.5 7 12.1 32 8.6

기 정보 41 27.2 37 22.7 16 27.6 94 25.3

약품정보 56 37.1 73 44.8 35 60.3 164 44.1

문헌정보 14 9.3 18 11.0 2 3.4 34 9.1

교육정보 25 16.6 16 9.8 5 8.6 46 12.4

용어정보 31 20.5 38 23.3 13 22.4 82 22.0

통계정보 12 7.9 8 4.9 2 3.4 22 5.9

행정‧법령정보 11 7.3 15 9.2 2 3.4 28 7.5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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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2-7〉 健康觀心度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240 84.5 64 79.0 7 100.0 311 83.6

자가진단 234 82.4 62 76.5 7 100.0 303 81.5

응 정보 205 72.2 64 79.0 4 57.1 273 73.4

질병정보 246 86.6 67 82.7 6 85.7 319 85.8

검사정보 120 42.3 29 35.8 2 28.6 151 40.6

인력정보 22 7.7 7 8.6 3 42.9 32 8.6

기 정보 64 22.5 30 37.0 0 0.0 94 25.3

약품정보 127 44.7 34 42.0 3 42.9 164 44.1

문헌정보 28 9.9 6 7.4 0 0.0 34 9.1

교육정보 39 13.7 6 7.4 1 14.3 46 12.4

용어정보 60 21.1 20 24.7 2 28.6 82 22.0

통계정보 16 5.6 6 7.4 0 0.0 22 5.9

행정‧법령정보 18 6.3 10 12.3 0 0.0 28 7.5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附表 3-2-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情報 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31 88.6 68 84.0 107 83.6 101 82.8 4 66.7 311 83.6

자가진단 26 74.3 65 80.2 107 83.6 99 81.1 6 100.0 303 81.5

응 정보 26 74.3 53 65.4 96 75.0 94 77.0 4 66.7 273 73.4

질병정보 26 74.3 67 82.7 118 92.2 103 84.4 5 83.3 319 85.8

검사정보 14 40.0 36 44.4 51 39.8 48 39.3 2 33.3 151 40.6

인력정보 2 5.7 9 11.1 10 7.8 11 9.0 0 0.0 32 8.6

기 정보 8 22.9 18 22.2 33 25.8 30 24.5 5 83.3 94 25.3

약품정보 15 42.9 31 38.3 60 46.9 55 45.1 3 50.0 164 44.1

문헌정보 6 17.1 13 16.0 7 5.5 8 6.6 0 0.0 34 9.1

교육정보 9 25.7 15 18.5 10 7.8 12 9.8 0 0.0 46 12.4

용어정보 6 17.1 21 25.9 24 18.8 30 24.6 1 16.7 82 22.0

통계정보 3 8.6 5 6.2 6 4.7 8 6.6 0 0.0 22 5.9

행정‧법령정보 3 8.6 4 4.9 10 7.8 11 9.0 0 0.0 28 7.5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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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인터넷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附表 3-3-1〉 性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40 27.2 32 25.2 72 26.3

자가진단 62 42.2 53 41.7 115 42.0

응 정보 23 15.6 21 16.5 44 16.1

질병정보 38 25.9 30 23.6 68 24.8

검사정보 22 15.0 15 11.8 37 13.5

인력정보 15 10.2 10 7.9 25 9.1

기 정보 22 15.0 14 11.0 36 13.1

약품정보 44 29.9 38 29.9 82 29.9

문헌정보 14 9.5 4 3.1 18 6.6

교육정보 9 6.1 7 5.5 16 5.8

용어정보 19 12.9 21 16.5 40 14.6

통계정보 11 7.5 12 9.4 23 8.4

행정‧법령정보 13 8.8 14 11.0 27 9.9

합계 147 53.6 127 46.4 274 100.0

〈附表 3-3-2〉 年齡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0 19.2 22 22.2 24 30.4 16 36.4 72 26.3

자가진단 16 30.8 42 42.4 37 46.8 20 45.5 115 42.0

응 정보 3 5.8 21 21.2 13 16.5 7 15.9 44 16.1

질병정보 9 17.3 23 23.2 18 22.8 18 40.9 68 24.8

검사정보 1 1.9 15 15.2 14 17.7 7 15.9 37 13.5

인력정보 5 9.6 13 13.1 5 6.3 2 4.5 25 9.1

기 정보 9 17.3 12 12.1 8 10.1 7 15.9 36 13.1

약품정보 11 21.2 31 31.3 32 40.5 8 18.2 82 29.9

문헌정보 5 9.6 6 6.1 6 7.6 1 2.3 18 6.6

교육정보 4 7.7 6 6.1 2 2.5 4 9.1 16 5.8

용어정보 15 28.8 15 15.2 7 8.9 3 6.8 40 14.6

통계정보 6 11.5 10 10.1 4 5.1 3 6.8 23 8.4

행정‧법령정보 8 15.4 11 11.1 7 8.9 1 2.3 27 9.9

합계 52 19.0 99 36.1 79 28.8 44 16.1 2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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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3-3〉 敎育程度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9 20.9 23 27.4 40 27.2 72 26.3

자가진단 12 27.9 38 45.2 65 44.2 115 42.0

응 정보 2 4.7 18 21.4 24 16.3 44 16.1

질병정보 8 18.6 18 21.4 42 28.6 68 24.8

검사정보 1 2.3 9 10.7 27 18.4 37 13.5

인력정보 4 9.3 5 6.0 16 10.9 25 9.1

기 정보 7 16.3 12 14.3 17 11.6 36 13.1

약품정보 9 20.9 22 26.2 51 34.7 82 29.9

문헌정보 4 9.3 4 4.8 10 6.8 18 6.6

교육정보 3 7.0 3 3.6 10 6.8 16 5.8

용어정보 13 30.2 10 11.9 17 11.6 40 14.6

통계정보 5 11.6 7 8.3 11 7.5 23 8.4

행정‧법령정보 6 14.0 12 14.3 9 6.1 27 9.9

합계 43 15.7 84 30.7 147 53.6 274 100.0

〈附表 3-3-4〉 職業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39 27.7 20 23.0 13 34.2 0 0.0 72 26.3

자가진단 64 45.4 31 35.6 19 50.0 1 12.5 115 42.0

응 정보 25 17.7 13 14.9 5 13.2 1 12.5 44 16.1

질병정보 38 27.0 18 20.7 9 23.7 3 37.5 68 24.8

검사정보 25 17.7 4 4.6 6 15.8 2 25.0 37 13.5

인력정보 12 8.5 8 9.2 3 7.9 2 25.0 25 9.1

기 정보 12 8.5 17 19.5 6 15.8 1 12.5 36 13.1

약품정보 45 31.9 25 28.7 8 21.1 4 50.0 82 29.9

문헌정보 9 6.4 7 8.0 1 2.6 1 12.5 18 6.6

교육정보 8 5.7 5 5.7 3 7.9 0 0.0 16 5.8

용어정보 16 11.3 17 19.5 5 13.2 2 25.0 40 14.6

통계정보 9 6.4 9 10.3 4 10.5 1 12.5 23 8.4

행정‧법령정보 12 8.5 10 11.5 4 10.5 1 12.5 27 9.9

합계 141 51.5 87 31.8 38 13.9 8 2.9 2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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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3-5〉 月收入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14 26.4 19 22.9 14 34.1 12 38.7 13 19.7 72 26.3

자가진단 25 47.2 39 47.0 12 29.3 15 48.4 24 36.4 115 42.0

응 정보 9 17.0 18 21.7 7 17.1 5 16.1 5 7.6 44 16.1

질병정보 10 18.9 22 26.5 9 22.0 12 38.7 15 22.7 68 24.8

검사정보 5 9.4 9 10.8 9 22.0 7 22.6 7 10.6 37 13.5

인력정보 3 5.7 8 9.6 3 7.3 2 6.5 9 13.6 25 9.1

기 정보 9 17.0 6 7.2 6 17.6 4 12.9 11 16.7 36 13.1

약품정보 18 34.0 26 31.3 13 31.7 7 22.6 18 27.3 82 29.9

문헌정보 3 5.7 5 6.0 2 4.9 3 9.7 5 7.6 18 6.6

교육정보 1 1.9 6 7.2 3 7.3 1 3.2 5 7.6 16 5.8

용어정보 9 17.0 13 15.7 7 7.1 1 3.2 10 15.2 40 14.6

통계정보 3 5.7 5 6.0 3 7.3 2 6.5 10 15.2 23 8.4

행정‧법령정보 9 17.0 4 4.8 3 7.3 2 6.5 9 13.6 27 9.9

합계 53 19.3 83 30.3 41 15.0 31 11.3 66 24.1 274 100.0

〈附表 3-3-6〉 健康狀態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30 28.8 33 25.4 9 22.5 72 26.3

자가진단 44 42.3 57 43.8 14 35.0 115 42.0

응 정보 18 17.3 24 18.5 2 5.0 44 16.1

질병정보 29 27.9 30 23.1 9 22.5 68 24.8

검사정보 15 14.4 16 12.3 6 15.0 37 13.5

인력정보 10 9.6 10 7.7 5 12.5 25 9.1

기 정보 18 17.3 13 10.0 5 12.5 36 13.1

약품정보 29 27.9 41 31.5 12 30.0 82 29.9

문헌정보 7 6.7 9 6.9 2 5.0 18 6.6

교육정보 7 6.7 7 5.4 2 5.0 16 5.8

용어정보 15 14.4 18 13.8 7 17.5 40 14.6

통계정보 10 9.6 7 5.4 6 15.0 23 8.4

행정‧법령정보 7 6.7 12 9.2 8 20.0 27 9.9

합계 104 38.0 130 47.4 40 14.6 2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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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3-7〉 健康關心度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56 26.0 15 26.8 1 33.3 72 26.3

자가진단 91 42.3 22 39.3 2 66.7 115 42.0

응 정보 35 16.3 9 16.1 0 0.0 44 16.1

질병정보 60 27.9 8 14.3 0 0.0 68 24.8

검사정보 30 14.0 7 12.5 0 0.0 37 13.5

인력정보 18 8.4 6 10.7 1 33.3 25 9.1

기 정보 24 11.2 12 21.4 0 0.0 36 13.1

약품정보 68 31.6 13 23.2 1 33.3 82 29.9

문헌정보 12 5.6 6 10.7 0 0.0 18 6.6

교육정보 14 6.5 2 3.6 0 0.0 16 5.8

용어정보 28 13.0 10 17.9 2 66.7 40 14.6

통계정보 23 10.7 0 0.0 0 0.0 23 8.4

행정‧법령정보 24 11.2 3 5.4 0 0.0 27 9.9

합계 215 78.5 56 20.4 3 1.1 274 100.0

〈附表 3-3-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건강상식 7 29.2 15 22.1 24 25.0 24 29.3 2 50.0 72 26.3

자가진단 10 41.7 25 36.8 43 44.8 36 43.9 1 25.0 115 42.0

응 정보 3 12.5 11 16.2 16 16.7 14 17.1 0 0.0 44 16.1

질병정보 8 33.3 24 35.3 15 15.6 18 22.0 3 75.0 68 24.8

검사정보 2 8.3 12 17.6 19 19.8 4 4.9 0 0.0 37 13.5

인력정보 4 16.7 5 7.4 6 6.3 9 11.0 1 25.0 25 9.1

기 정보 3 12.5 11 16.2 13 13.5 8 9.8 1 25.0 36 13.1

약품정보 5 20.8 26 38.2 29 30.2 22 26.8 0 0.0 82 29.9

문헌정보 5 20.8 4 5.9 7 7.3 2 2.4 0 0.0 18 6.6

교육정보 3 12.5 4 5.9 5 5.2 3 3.7 1 25.0 16 5.8

용어정보 2 8.3 12 17.6 16 16.7 9 11.0 1 25.0 40 14.6

통계정보 2 8.3 6 8.8 9 9.4 6 7.3 0 0.0 23 8.4

행정‧법령정보 1 4.2 6 8.8 14 14.6 6 7.3 0 0.0 27 9.9

합계 24 8.8 68 24.8 96 35.0 82 29.9 4 1.5 274 100.0



4.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要求도  補完要求度 分析

  4-1. 인터넷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附表 4-1-1〉 性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92 46.7 49 28.0 141 37.9

음주 59 29.9 37 21.1 96 25.8

양과 식생활 99 50.3 106 60.6 205 55.1

운동 104 52.8 93 53.1 197 53.0

정신건강 56 28.4 48 27.4 104 28.0

체 조 79 40.1 101 57.7 180 48.4

구강보건 44 22.3 44 25.1 88 23.7

약물 오‧남용 17 8.6 12 6.9 29 7.8

사고 방, 안 보건 29 14.7 23 13.1 52 14.0

응 처치 정보 45 22.8 50 28.6 95 25.5

성 련 정보 83 42.1 57 32.6 140 37.6

미용건강 38 19.3 83 47.4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20 10.2 20 11.4 40 10.8

환경과 건강 30 15.2 21 12.0 51 13.7

‧유아건강 25 12.7 50 28.6 75 20.0

아동건강 16 8.1 16 9.1 32 8.6

청소년건강 27 13.7 26 14.9 53 14.2

여성건강 20 10.2 79 45.1 99 26.6

성인건강 66 33.5 52 29.7 118 31.7

노인건강 24 12.2 19 10.9 43 11.6

장애인건강 4 2.0 3 1.7 7 1.9

합계 197 53.0 175 47.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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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2〉 年齡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25 28.7 50 417 37 37.4 29 43.9 141 37.9

음주 20 23.0 41 34.2 19 19.2 16 24.2 96 25.8

양과 식생활 46 52.9 65 54.2 58 58.6 36 54.5 205 55.1

운동 49 56.3 68 56.7 48 48.5 32 48.5 197 53.0

정신건강 26 29.9 32 26.7 26 26.3 20 30.3 104 28.0

체 조 41 47.1 62 51.7 50 50.5 27 40.9 180 48.4

구강보건 19 21.8 26 21.7 22 22.2 21 31.8 88 23.7

약물 오‧남용 6 6.9 7 5.8 8 8.1 8 12.1 29 7.8

사고 방, 

안 보건

16 18.4 13 10.8 14 14.1 9 13.6 52 14.0

응 처치 정보 16 18.4 32 26.7 33 33.3 14 21.2 95 25.5

성 련 정보 19 21.8 59 49.2 42 42.4 20 30.3 140 37.6

미용건강 27 31.0 56 46.7 21 21.2 17 25.8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3 3.4 21 17.5 9 9.1 7 10.6 40 10.8

환경과 건강 10 11.5 17 14.2 11 11.1 13 19.7 51 13.7

‧유아건강 2 2.3 17 14.2 46 46.5 10 15.2 75 20.0

아동건강 4 4.6 10 8.3 10 10.1 8 12.1 32 8.6

청소년건강 28 32.2 9 7.5 3 3.0 13 19.7 53 14.2

여성건강 9 10.3 44 36.7 30 30.3 16 24.2 99 26.6

성인건강 8 9.2 42 35.0 36 36.4 32 48.5 118 31.7

노인건강 2 2.3 12 10.0 14 14.1 15 22.7 43 11.6

장애인건강 0 0.0 4 3.3 0 0.0 3 4.5 7 1.9

합계 87 23.4 120 3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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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3〉 敎育程度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22 28.9 46 41.8 73 39.2 141 37.9

음주 16 21.1 35 31.8 45 24.2 96 25.8

양과 식생활 41 53.9 61 55.5 103 55.4 205 55.1

운동 40 52.6 66 60.6 91 48.9 197 53.0

정신건강 23 30.3 32 29.1 49 26.3 104 28.0

체 조 35 46.1 59 53.6 86 46.2 180 48.4

구강보건 18 23.7 23 20.9 47 25.3 88 23.7

약물 오‧남용 6 7.9 9 8.2 14 7.5 29 7.8

사고 방, 안 보건 15 19.7 12 10.9 25 13.4 52 14.0

응 처치 정보 13 17.1 29 26.4 53 28.5 95 25.5

성 련 정보 19 25.0 45 40.9 76 40.9 140 37.6

미용건강 22 28.9 42 38.2 57 30.6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3 3.9 10 9.1 27 14.5 40 10.8

환경과 건강 10 13.2 14 12.7 27 14.5 51 13.7

‧유아건강 3 3.9 19 17.3 53 28.5 75 20.0

아동건강 4 5.3 5 4.5 23 12.4 32 8.6

청소년건강 25 32.9 11 10.0 17 9.1 53 14.2

여성건강 10 13.2 32 29.1 57 30.6 99 26.6

성인건강 9 11.8 37 33.6 72 38.7 118 31.7

노인건강 2 2.6 10 9.1 31 16.7 43 11.6

장애인건강 0 0.0 3 2.7 4 2.2 7 1.9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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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4〉 職業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83 45.6 41 33.1 13 24.1 4 33.3 141 37.9

음주 54 29.7 32 25.8 7 13.0 3 25.0 96 25.8

양과 식생활 96 52.7 66 53.2 34 63.0 9 75.0 205 55.1

운동 98 53.8 72 58.1 24 44.4 3 25.0 197 53.0

정신건강 53 29.1 33 26.6 14 25.9 4 33.3 104 28.0

체 조 80 44.0 64 51.6 30 55.6 6 50.0 180 48.4

구강보건 45 24.7 25 20.2 14 25.9 4 33.3 88 23.7

약물 오‧남용 13 7.1 8 6.5 6 11.1 2 16.7 29 7.8

사고 방, 

안 보건

27 14.8 13 10.5 9 16.7 3 25.0 52 14.0

응 처치 정보 51 28.0 26 21.0 15 27.8 3 25.0 95 25.5

성 련 정보 81 44.5 41 33.1 15 27.8 3 25.0 140 37.6

미용건강 53 29.1 44 35.5 20 37.0 4 33.3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26 14.3 8 6.5 4 7.4 2 16.7 40 10.8

환경과 건강 29 15.9 11 8.9 7 13.0 4 33.3 51 13.7

‧유아건강 39 21.4 4 3.2 30 55.6 2 16.7 75 20.0

아동건강 15 8.2 4 3.2 11 21.4 2 16.7 32 8.6

청소년건강 14 7.7 30 24.2 6 11.1 3 25.0 53 14.2

여성건강 50 27.5 16 12.9 28 51.9 5 41.7 99 26.6

성인건강 77 42.3 20 16.1 18 33.3 3 25.0 118 31.7

노인건강 28 15.4 5 4.0 8 14.8 2 16.7 43 11.6

장애인건강 6 3.3 0 0.0 0 0.0 1 8.3 7 1.9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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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5〉 月收入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29 40.3 48 43.2  21 41.2 18 45.0 25 25.5 141 37.9

음주 24 33.3 31 27.9 14 27.5 8 20.0 19 19.4 96 25.8

양과 

식생활

40 55.6 56 50.5 32 62.7 21 52.5 56 57.1 205 55.1

운동 43 59.7 61 55.0 25 49.0 20 50.0 48 49.0 197 53.0

정신건강 19 26.4 32 28.8 13 25.5 8 20.0 32 32.7 104 28.0

체 조 41 56.9 49 44.1 26 51.0 15 37.5 49 50.0 180 48.4

구강보건 13 18.1 27 24.3 16 31.4 10 25.0 22 22.4 88 23.7

약물 

오‧남용

6 8.3 10 9.0 2 3.9 5 12.5 6 6.1 29 7.8

 사고 방,

안 보건

4 5.6 17 15.3 6 11.8 9 22.5 16 16.3 52 14.0

응 처치 

정보

16 22.2 37 33.3 13 25.5 9 22.5 20 20.4 95 25.5

성 련 

정보

27 37.5 50 45.0 22 43.1 17 42.5 24 24.5 140 37.6

미용건강 28 38.9 35 31.5 14 27.5 10 25.0 34 34.7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10 13.9 13 11.7 7 13.7 7 17.5 3 3.1 40 10.8

환경과 

건강

8 11.1 14 12.6 8 15.7 10 25.0 11 11.2 51 13.7

‧유아

건강

9 12.5 30 27.0 14 27.5 14 35.0 8 8.2 75 20.0

아동건강 5 6.9 9 8.1 4 7.8 7 17.5 7 7.1 32 8.6

청소년건강 11 15.3 6 5.4 3 5.9 7 17.5 26 26.5 53 14.2

여성건강 18 25.0 32 28.8 16 31.4 10 25.0 23 23.5 99 26.6

성인건강 18 25.0 44 39.6 23 45.1 16 40.0 17 17.3 118 31.7

노인건강 7 9.7 10 9.0 12 23.5 9 22.5 5 5.1 43 11.6

장애인건강 0 0.0 5 4.5 0 0.0 1 2.5 1 1.0 7 1.9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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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6〉 健康狀態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56 37.1 64 39.3 21 36.2 141 37.9

음주 40 26.5 38 23.3 18 31.0 96 25.8

양과 식생활 84 55.6 90 55.2 31 53.4 205 55.1

운동 84 55.6 81 49.7 32 55.2 197 53.0

정신건강 44 29.1 37 22.7 23 39.7 104 28.0

체 조 68 45.0 81 49.7 31 53.4 180 48.4

구강보건 35 23.2 36 22.1 17 29.3 88 23.7

약물 오‧남용 12 7.9 14 8.6 3 5.2 29 7.8

사고 방, 안 보건 20 13.2 27 16.6 5 8.6 52 14.0

응 처치 정보 39 25.8 46 28.2 10 17.2 95 25.5

성 련 정보 57 37.7 62 38.0 21 36.2 140 37.6

미용건강 43 28.5 55 33.7 23 39.7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18 11.9 19 11.7 3 5.2 40 10.8

환경과 건강 17 11.3 27 16.6 7 12.1 51 13.7

‧유아건강 28 18.5 38 23.3 9 15.5 75 20.0

아동건강 16 10.6 14 8.6 2 3.4 32 8.6

청소년건강 24 15.9 21 12.9 8 13.8 53 14.2

여성건강 31 20.5 51 31.3 17 29.3 99 26.6

성인건강 46 30.5 58 35.6 14 24.1 118 31.7

노인건강 22 14.6 19 11.7 2 3.4 43 11.6

장애인건강 4 2.6 3 1.8 0 0.0 7 1.9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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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1-7〉 健康關心度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16 40.8 20 24.7 5 71.4 141 37.9

음주 80 28.2 14 17.3 2 28.6 96 25.8

양과 식생활 166 58.5 38 46.9 1 14.3 205 55.1

운동 162 57.0 33 40.7 2 28.6 197 53.0

정신건강 85 29.9 17 21.0 2 28.6 104 28.0

체 조 144 50.7 32 39.5 4 57.1 180 48.4

구강보건 68 23.9 18 22.2 2 28.6 88 23.7

약물 오‧남용 22 7.7 7 8.6 0 0.0 29 7.8

사고 방, 안 보건 46 16.2 6 7.4 0 0.0 52 14.0

응 처치 정보 74 26.1 19 23.5 2 28.6 95 25.5

성 련 정보 114 40.1 23 28.4 3 42.9 140 37.6

미용건강 90 31.7 29 35.8 2 28.6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33 11.6 6 7.4 1 14.3 40 10.8

환경과 건강 41 14.4 10 12.3 0 0.0 51 13.7

‧유아건강 59 20.8 16 19.8 0 0.0 75 20.0

아동건강 24 8.5 7 8.6 1 14.3 32 8.6

청소년건강 39 13.7 14 17.3 0 0.0 53 14.2

여성건강 82 28.9 16 19.8 1 14.3 99 26.6

성인건강 97 34.2 19 23.5 2 28.6 118 31.7

노인건강 38 13.4 5 6.2 0 0.0 43 11.6

장애인건강 5 1.8 2 2.5 0 0.0 7 1.9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附 227

〈附表 4-1-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常識情報 利用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흡연 12 34.3 32 39.5 49 38.3 48 39.3  0 0.0 141 37.9

음주 11 31.4 23 28.4 35 27.3 27 22.1  0 0.0 96 25.8

양과 식생활 23 65.7 53 65.4 76 59.4 50 41.0  3 50.0 205 55.1

운동 19 54.3 47 58.0 73 57.0 56 45.9  2 33.3 197 53.0

정신건강 15 42.9 25 30.9 33 25.8 31 25.4  0 0.0 104 28.0

체 조 15 42.9 42 51.9 76 59.4 43 35.2  4 66.7 180 48.4

구강보건  4 11.4 23 28.4 32 25.0 28 23.0  1 16.7 88 23.7

약물 오‧남용  5 14.3 11 13.6  6 4.7  6 4.9  1 16.7 29 7.8

사고 방, 안 보건  7 20.0 16 19.8 21 16.4  8 6.6  0 0.0 52 14.0

응 처치 정보  9 25.7 28 34.6 31 24.2 25 20.5  2 33.3 95 25.5

성 련 정보 13 37.1 33 40.7 47 36.7 45 36.9  2 33.3 140 37.6

미용건강  8 22.9 28 34.6 48 37.5 35 28.7  2 33.3 121 32.5

여행시 건강 리  4 11.4 13 16.0 15 11.7  8 6.6  0 0.0 40 10.8

환경과 건강  7 20.0 13 16.0 20 15.6 11 9.0  0 0.0 51 13.7

‧유아건강  6 17.1 16 19.8 30 23.4 21 17.2  2 33.3 75 20.0

아동건강  5 14.3  8 9.9 12 9.4  7 5.7  0 0.0 32 8.6

청소년건강  6 17.1 14 17.3 15 11.7 16 13.1  2 33.3 53 14.2

여성건강  7 20.0 25 30.9 39 30.5 27 22.1  1 16.7 99 26.6

성인건강 13 37.1 34 42.0 40 31.3 30 24.6  1 16.7 118 31.7

노인건강  5 14.3  9 11.1 16 12.5 12 9.8  1 16.7 43 11.6

장애인건강  1 2.9  2 2.5  2 1.6  2 1.6  0 0.0  7 1.9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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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인터넷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附表 4-2-1〉 性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85 43.1 50 28.6 135 36.3

음주 57 28.9 30 17.1 87 23.4

양과 식생활 90 45.7 69 39.4 159 42.7

운동 89 45.2 64 36.6 153 41.1

정신건강 62 31.5 50 28.6 112 30.1

체 조 56 28.4 70 40.0 126 33.9

구강보건 27 13.7 29 16.6 56 15.1

약물 오‧남용 43 21.8 43 24.6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42 21.3 33 18.9 75 20.2

응 처치 정보 68 34.5 64 36.6 132 35.5

성 련 정보 75 38.1 60 34.3 135 36.3

미용건강 24 12.2 39 22.3 63 16.9

여행시 건강 리 25 12.7 18 10.3 43 11.6

환경과 건강 41 20.8 19 10.9 60 16.1

‧유아건강 28 14.2 45 25.7 73 19.6

아동건강 17 8.6 26 14.9 43 11.6

청소년건강 32 16.2 23 13.1 55 14.8

여성건강 21 10.7 56 32.0 77 20.7

성인건강 62 31.5 50 28.6 112 30.1

노인건강 25 12.7 28 16.0 53 14.2

장애인건강 16 8.1 9 5.1 25 6.7

합계 197 53.0 175 47.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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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2〉 年齡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흡연 44 50.6 47 39.2 22 22.2 22 33.3 135 36.3

음주 24 27.6 36 30.0 16 16.2 11 16.7 87 23.4

양과 식생활 38 43.7 47 39.2 44 44.4 30 45.5 159 42.7

운동 40 46.0 49 40.8 34 34.3 30 45.5 153 41.1

정신건강 22 25.3 27 22.5 39 39.4 24 36.4 112 30.1

체 조 39 44.8 46 38.3 25 25.3 16 24.2 126 33.9

구강보건 15 17.2 21 17.5 8 8.1 12 18.2 56 15.1

약물 오‧남용 22 25.3 32 26.7 20 20.2 12 18.2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17 19.5 17 14.2 29 29.3 12 18.2 75 20.2

응 처치 정보 25 28.7 44 36.7 43 43.4 20 30.3 132 35.5

성 련 정보 29 33.3 54 45.0 37 37.4 15 22.7 135 36.3

미용건강 25 28.7 24 20.0 9 9.1 5 7.6 63 16.9

여행시 건강 리 6 6.9 17 14.2 14 14.1 6 9.1 43 11.6

환경과 건강 17 19.5 13 10.8 21 21.2 9 13.6 60 16.1

‧유아건강 9 10.3 17 14.2 35 35.4 12 18.2 73 19.6

아동건강 5 5.7 7 5.8 18 18.2 13 19.7 43 11.6

청소년건강 24 27.6 8 6.7 8 8.1 15 22.7 55 14.8

여성건강 9 10.3 30 25.0 21 21.2 17 25.8 77 20.7

성인건강 15 17.2 40 33.3 29 29.3 28 42.4 112 30.1

노인건강 6 6.9 11 9.2 20 20.2 16 24.2 53 14.2

장애인건강 4 4.6 13 10.8 3 3.0 5 7.6 25 6.7

합계 87 23.4 120 3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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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3〉 敎育程度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36 47.4 45 40.9 54 29.0 135 36.3

음주 20 26.3 26 23.6 41 22.0 87 23.4

양과 식생활 34 44.7 42 38.2 83 44.6 159 42.7

운동 37 48.7 45 40.9 71 38.2 153 41.1

정신건강 22 28.9 26 23.6 64 34.4 112 30.1

체 조 33 43.4 42 38.2 51 27.4 126 33.9

구강보건 13 17.1 19 17.3 24 12.9 56 15.1

약물 오‧남용 18 23.7 28 25.5 40 21.5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18 23.7 15 13.6 42 22.6 75 20.2

응 처치 정보 21 27.6 38 34.5 73 39.2 132 35.5

성 련 정보 27 35.5 41 37.3 67 36.0 135 36.3

미용건강 20 26.3 23 20.9 20 10.8 63 16.9

여행시 건강 리 4 5.3 13 11.8 26 14.0 43 11.6

환경과 건강 13 17.1 12 10.9 35 18.8 60 16.1

‧유아건강 8 10.5 25 22.7 40 21.5 73 19.6

아동건강 5 6.6 10 9.1 28 15.1 43 11.6

청소년건강 22 28.9 15 13.6 18 9.7 55 14.8

여성건강 8 10.5 27 24.5 42 22.6 77 20.7

성인건강 10 13.2 39 35.5 63 33.9 112 30.1

노인건강 6 7.9 12 10.9 35 18.8 53 14.2

장애인건강 5 6.6 7 6.4 13 7.0 25 6.7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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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4〉 職業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65 35.7 54 43.5 12 22.2 4 33.3 135 36.3

음주 46 25.3 33 26.6 5 9.3 3 25.0 87 23.4

양과 식생활 80 44.0 49 39.5 23 42.6 7 58.3 159 42.7

운동 69 37.9 59 47.6 17 31.5 8 66.7 153 41.1

정신건강 61 33.5 32 25.8 16 29.6 3 25.0 112 30.1

체 조 43 23.6 60 48.4 19 35.2 4 33.3 126 33.9

구강보건 26 14.3 19 15.3 10 18.5 1 8.3 56 15.1

약물 오‧남용 38 20.9 32 25.8 12 22.2 4 33.3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42 23.1 18 14.5 13 24.1 2 16.7 75 20.2

응 처치 정보 69 37.9 41 33.1 19 35.2 3 25.0 132 35.5

성 련 정보 67 26.8 48 38.7 16 29.6 4 33.3 135 36.3

미용건강 23 12.6 32 25.8 6 11.1 2 16.7 63 16.9

여행시 건강 리 27 14.8 11 8.9 3 5.6 2 16.7 43 11.6

환경과 건강 34 18.7 22 17.7 3 5.6 1 8.3 60 16.1

‧유아건강 27 14.8 17 13.7 27 50.0 2 16.7 73 19.6

아동건강 22 12.1 7 5.6 13 24.1 1 8.3 43 11.6

청소년건강 18 9.9 27 21.8 9 16.7 1 8.3 55 14.8

여성건강 39 21.4 17 13.7 19 35.2 2 16.7 77 20.7

성인건강 67 36.8 26 21.0 16 29.6 3 25.0 112 30.1

노인건강 32 17.6 9 7.3 10 18.5 2 16.7 53 14.2

장애인건강 15 8.2 7 5.6 2 3.7 1 8.3 25 6.7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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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5〉 月收入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흡연 28 38.9 43 38.7 13 25.5 11 27.5 40 40.8 135 36.3

음주 20 27.8 32 28.8 7 13.7 5 12.5 23 23.5 87 23.4

양과 식생활 37 51.4 40 36.0 23 45.1 18 45.0 41 41.8 159 42.7

운동 32 44.4 42 37.8 22 43.1 13 32.5 44 44.9 153 41.1

정신건강 17 23.6 29 26.1 19 37.3 17 42.5 30 30.6 112 30.1

체 조 30 41.7 36 32.4 9 17.6 8 20.0 43 43.9 126 33.9

구강보건 10 13.9 15 13.5 11 21.6 5 12.5 15 15.3 56 15.1

약물 오‧남용 20 27.8 25 22.5 13 25.5 6 15.0 22 22.4 86 23.1

 사고 방,안 보건 15 20.8 22 19.8 10 19.6 15 37.5 13 13.3 75 20.2

응 처치 정보 28 38.9 38 34.2 19 37.3 16 40.0 31 31.6 132 35.5

성 련 정보 26 36.1 41 36.9 19 37.3 14 35.0 35 35.7 135 36.3

미용건강 15 20.8 15 13.5 5 9.8 4 10.0 24 24.5 63 16.9

여행시 건강 리 10 13.9 15 13.5 8 15.7 2 5.0 8 8.2 43 11.6

환경과 건강 7 9.7 19 17.1 4 7.8 13 32.5 17 17.3 60 16.1

‧유아건강 14 19.4 24 21.6 11 21.6 8 20.0 16 16.3 73 19.6

아동건강 4 5.6 11 9.9 13 25.5 7 17.5 8 8.2 43 11.6

청소년건강 9 12.5 9 8.1 4 7.8 9 22.5 24 24.5 55 14.8

여성건강 18 25.0 27 24.3 10 19.6 8 20.0 14 14.3 77 20.7

성인건강 14 19.4 45 40.5 19 37.3 9 22.5 25 25.5 112 30.1

노인건강 4 5.6 15 13.5 14 27.5 9 22.5 11 11.2 53 14.2

장애인건강 2 2.8 12 10.8 2 3.9 3 7.5 6 6.1 25 6.7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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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6〉 健康狀態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57 37.7 54 33.1 24 41.4 135 36.3

음주 40 26.5 30 18.4 17 29.3 87 23.4

양과 식생활 63 41.7 70 42.9 26 44.8 159 42.7

운동 75 49.7 55 33.7 23 39.7 153 41.1

정신건강 44 29.1 47 28.8 21 36.2 112 30.1

체 조 49 32.5 53 32.5 24 41.4 126 33.9

구강보건 21 13.9 29 17.8 6 10.3 56 15.1

약물 오‧남용 25 16.6 45 27.6 16 27.6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34 22.5 36 22.1 5 8.6 75 20.2

응 처치 정보 55 36.4 64 39.3 13 22.4 132 35.5

성 련 정보 49 32.5 65 39.9 21 36.2 135 36.3

미용건강 19 12.6 33 20.2 11 19.0 63 16.9

여행시 건강 리 18 11.9 20 12.3 5 8.6 43 11.6

환경과 건강 32 21.2 22 13.5 6 10.3 60 16.1

‧유아건강 29 19.2 30 18.4 14 24.1 73 19.6

아동건강 18 11.9 19 11.7 6 10.3 43 11.6

청소년건강 25 16.6 20 12.3 10 17.2 55 14.8

여성건강 31 20.5 34 20.9 12 20.7 77 20.7

성인건강 40 26.5 53 32.5 19 32.8 112 30.1

노인건강 21 13.9 25 15.3 7 12.1 53 14.2

장애인건강 10 6.6 11 6.7 4 6.9 25 6.7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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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7〉 健康關心度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00 35.2 32 39.5 3 42.9 135 36.3

음주 65 22.9 20 24.7 2 28.6 87 23.4

양과 식생활 123 43.3 35 43.2 1 14.3 159 42.7

운동 118 41.5 33 40.7 2 28.6 153 41.1

정신건강 83 29.2 27 33.3 2 28.6 112 30.1

체 조 97 34.2 25 30.9 4 57.1 126 33.9

구강보건 39 13.7 16 19.8 1 14.3 56 15.1

약물 오‧남용 61 21.5 21 25.9 4 57.1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57 20.1 16 19.8 2 28.6 75 20.2

응 처치 정보 96 33.8 32 39.5 4 57.1 132 35.5

성 련 정보 102 35.9 31 38.3 2 28.6 135 36.3

미용건강 49 17.3 13 16.0 1 14.3 63 16.9

여행시 건강 리 30 10.6 11 13.6 2 28.6 43 11.6

환경과 건강 46 16.2 12 14.8 2 28.6 60 16.1

‧유아건강 60 21.1 13 16.0 0 0.0 73 19.6

아동건강 31 10.9 12 14.8 0 0.0 43 11.6

청소년건강 46 16.2 8 9.9 1 14.3 55 14.8

여성건강 63 22.2 14 17.3 0 0.0 77 20.7

성인건강 87 30.6 23 28.4 2 28.6 112 30.1

노인건강 47 16.5 6 7.4 0 0.0 53 14.2

장애인건강 20 7.0 5 6.2 0 0.0 25 6.7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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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2-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常識情報 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0 28.6 25 30.9 51 39.8 47 38.5  2 33.3 135 36.3

음주  7 20.0 15 18.5 33 25.8 32 26.2  0 0.0 87 23.4

양과 식생활 12 34.3 38 46.9 52 40.6 54 44.3  3 50.0 159 42.7

운동 10 28.6 34 42.0 56 43.8 50 41.0  3 50.0 153 41.1

정신건강 12 34.3 21 25.9 38 29.7 39 32.0  2 33.3 112 30.1

체 조 11 31.4 21 25.9 44 34.4 48 39.3  2 33.3 126 33.9

구강보건  7 20.0 11 13.6 18 14.1 19 15.6  1 16.7 56 15.1

약물 오‧남용  7 20.0 17 21.0 32 25.0 29 23.8  1 16.7 86 23.1

사고 방, 안 보건 10 28.6 11 13.6 30 23.4 22 18.0  2 33.3 75 20.2

응 처치 정보  9 25.7 31 38.3 45 35.2 44 36.1  3 50.0 132 35.5

성 련 정보 10 28.6 32 39.5 45 35.2 47 38.5  1 16.7 135 36.3

미용건강  8 22.9 14 17.3 21 16.4 19 15.6  1 16.7 63 16.9

여행시 건강 리  7 20.0  8 9.9 18 14.1 10 8.2  0 0.0 43 11.6

환경과 건강  8 22.9 12 14.8 19 14.8 20 16.4  1 16.7 60 16.1

‧유아건강 10 28.6 18 22.2 23 18.0 20 16.4  2 33.3 73 19.6

아동건강  3 8.6  6 7.4 18 14.1 16 13.1  0 0.0 43 11.6

청소년건강  3 8.6 14 17.3 13 10.2 24 19.7  1 16.7 55 14.8

여성건강 12 34.3 16 19.8 25 19.5 23 18.9  1 16.7 77 20.7

성인건강  9 25.7 35 43.2 37 28.9 30 24.6  1 16.7 112 30.1

노인건강  9 25.7 16 19.8 16 12.5 11 9.0  1 16.7 53 14.2

장애인건강  1 2.9 10 12.3  6 4.7  6 4.9  2 33.3 25 6.7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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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인터넷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附表 4-3-1〉 性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9 14.1 9 8.1 28 11.4

음주 13 9.6 8 7.2 21 8.5

양과 식생활 17 12.6 10 9.0 27 11.0

운동 22 16.3 15 13.5 37 15.0

정신건강 19 14.1 20 18.0 39 15.9

체 조 16 11.9 21 18.9 37 15.0

구강보건 8 5.9 14 12.6 22 8.9

약물 오‧남용 26 19.3 18 16.2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5 3.7 9 8.1 14 5.7

응 처치 정보 13 9.6 13 11.7 26 10.6

성 련 정보 24 17.8 28 25.2 52 21.1

미용건강 11 8.1 15 13.5 26 10.6

여행시 건강 리 9 6.7 7 6.3 16 6.5

환경과 건강 16 11.9 6 5.4 22 8.9

‧유아건강 12 8.9 3 2.7 15 6.1

아동건강 2 1.5 1 0.9 3 1.2

청소년건강 6 4.4 4 3.6 10 4.1

여성건강 2 1.5 6 5.4 8 3.3

성인건강 8 5.9 4 3.6 12 4.9

노인건강 11 8.1 6 5.4 17 6.9

장애인건강 25 18.5 14 12.6 39 15.9

합계 135 54.9 111 45.1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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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2〉 年齡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9 18.8 10 11.4 6 8.8 3 7.1 28 11.4

음주 4 8.3 7 8.0 5 7.4 5 11.9 21 8.5

양과 식생활 9 18.8 6 6.8 5 7.4 7 16.7 27 11.0

운동 5 10.4 13 14.8 8 11.8 11 26.2 37 15.0

정신건강 5 10.4 20 22.7 7 10.3 7 16.7 39 15.9

체 조 7 14.6 17 19.3 9 13.2 4 9.5 37 15.0

구강보건 3 6.3 9 10.2 7 10.3 3 7.1 22 8.9

약물 오‧남용 6 12.5 12 13.6 21 30.9 5 11.9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1 2.1 4 4.5 5 7.4 4 9.5 14 5.7

응 처치 정보 4 8.3 5 5.7 11 16.2 6 14.3 26 10.6

성 련 정보 11 22.9 24 27.3 13 19.1 4 9.5 52 21.1

미용건강 3 6.3 16 18.2 2 2.9 5 11.9 26 10.6

여행시 건강 리 4 8.3 8 9.1 2 2.9 2 4.8 16 6.5

환경과 건강 6 12.5 8 9.1 8 11.8 0 0.0 22 8.9

‧유아건강 3 6.3 0 0.0 8 11.8 4 9.5 15 6.1

아동건강 1 2.1 0 0.0 1 1.5 1 2.4 3 1.2

청소년건강 3 6.3 4 4.5 0 0.0 3 7.1 10 4.1

여성건강 2 4.2 2 2.3 2 2.9 2 4.8 8 3.3

성인건강 1 2.1 4 4.5 2 2.9 5 11.9 12 4.9

노인건강 2 4.2 1 1.1 9 13.2 5 11.9 17 6.9

장애인건강 5 10.4 21 23.9 10 14.7 3 7.1 39 15.9

합계 48 19.5 88 35.8 68 27.6 42 17.1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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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3〉 敎育程度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8 19.5 9 12.0 11 8.5 28 11.4

음주 4 9.8 9 12.0 8 6.2 21 8.5

양과 식생활 8 19.5 6 8.0 13 10.0 27 11.0

운동 5 12.2 13 17.3 19 14.6 37 15.0

정신건강 5 12.2 8 10.7 26 20.0 39 15.9

체 조 5 12.2 8 10.7 24 18.5 37 15.0

구강보건 3 7.3 7 9.3 12 9.2 22 8.9

약물 오‧남용 3 7.3 14 18.7 27 20.8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1 2.4 2 2.7 11 8.5 14 5.7

응 처치 정보 3 7.3 7 9.3 16 12.3 26 10.6

성 련 정보 9 22.0 17 22.7 26 20.0 52 21.1

미용건강 1 2.4 13 17.3 12 9.2 26 10.6

여행시 건강 리 3 7.3 7 9.3 6 4.6 16 6.5

환경과 건강 5 12.2 4 5.3 13 10.0 22 8.9

‧유아건강 3 7.3 1 1.3 11 8.5 15 6.1

아동건강 1 2.4 0 0.0 2 1.5 3 1.2

청소년건강 1 2.4 6 8.0 3 2.3 10 4.1

여성건강 1 2.4 2 2.7 5 3.8 8 3.3

성인건강 1 2.4 3 4.0 8 6.2 12 4.9

노인건강 1 2.4 3 4.0 13 10.0 17 6.9

장애인건강 4 9.8 11 14.7 24 18.5 39 15.9

합계 41 16.7 75 30.5 130 52.8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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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4〉 職業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2 9.4 12 15.2 2 6.3 2 28.6 28 11.4

음주 10 7.8 8 10.1 3 9.4 0 0.0 21 8.5

양과 식생활 12 9.4 10 12.7 4 12.5 1 14.3 27 11.0

운동 20 15.6 11 13.9 5 15.6 1 14.3 37 15.0

정신건강 21 16.4 11 13.9 5 15.6 2 28.6 39 15.9

체 조 22 17.2 9 11.4 4 12.5 2 28.6 37 15.0

구강보건 10 7.8 7 8.9 5 15.6 0 0.0 22 8.9

약물 오‧남용 29 22.7 10 12.7 5 15.6 0 0.0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7 5.5 2 2.5 4 12.5 1 14.3 14 5.7

응 처치 정보 16 12.5 5 6.3 5 15.6 0 0.0 26 10.6

성 련 정보 24 18.8 21 26.6 6 18.8 1 14.3 52 21.1

미용건강 10 7.8 12 15.2 4 12.5 0 0.0 26 10.6

여행시 건강 리 6 4.7 8 10.1 2 6.3 0 0.0 16 6.5

환경과 건강 11 8.6 8 10.1 1 3.1 2 28.6 22 8.9

‧유아건강 10 7.8 3 3.8 2 6.3 0 0.0 15 6.1

아동건강 2 1.6 1 1.3 0 0.0 0 0.0 3 1.2

청소년건강 3 2.3 5 6.3 2 6.3 0 0.0 10 4.1

여성건강 6 4.7 1 1.3 1 3.1 0 0.0 8 3.3

성인건강 9 7.0 2 2.5 1 3.1 0 0.0 12 4.9

노인건강 11 8.6 2 2.5 3 9.4 1 14.3 17 6.9

장애인건강 23 18.0 10 12.7 4 12.5 2 28.6 39 15.9

합계 128 52.0 79 32.1 32 13.0 7 2.8 246 100.0



240

〈附表 4-3-5〉 月收入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흡연  8  17.0  8 11.3 1 2.8   2 6.7 9 14.5 28 11.4

음주  6 12.8  8 11.3 1 2.8 2 6.7 4 6.5 21 8.5

양과 식생활  4 8.5  4 5.6 5 13.9 3 10.0 11 17.7 27 11.0

운동  9 19.1  9 12.7 5 13.9 9 30.0 5 8.1 37 15.0

정신건강  7 14.9 15 21.1 3 8.3 6 20.0 8 12.9 39 15.9

체 조  5 10.6 14 19.7 6 16.7 2 6.7 10 16.1 37 15.0

구강보건  5 10.6  4 5.6 5 13.9 3 10.0 5 8.1 22 8.9

약물 오‧남용  5 10.6 19 26.8 8 22.2 4 13.3 8 12.9 44 17.9

 사고 방,안 보건  2 4.3  5 7.0 5 13.9 0 0.0 2 3.2 14 5.7

응 처치 정보  3 6.4  6 8.5 8 22.2 3 10.0 6 9.7 26 10.6

성 련 정보 15 31.9 12 16.9 5 13.9 8 26.7 12 19.4 52 21.1

미용건강  7 14.9  5 7.0 2 5.6 4 13.3 8 12.9 26 10.6

여행시 건강 리  7 14.9  3 4.2 1 2.8 1 3.3 4 6.5 16 6.5

환경과 건강  2 4.3  6 8.5 2 5.6 2 6.7 10 16.1 22 8.9

‧유아건강  0 0.0  4 5.6 4 11.1 5 16.7 2 3.2 15 6.1

아동건강  0 0.0  0 0.0 1 2.8 1 3.3 1 1.6 3 1.2

청소년건강  3 6.4  2 2.8 0 0.0 1 3.3 4 6.5 10 4.1

여성건강  0 0.0  3 4.2 2 5.6 1 3.3 2 3.2 8 3.3

성인건강  1 2.1  3 4.2 3 8.3 2 6.7 3 4.8 12 4.9

노인건강  1 2.1  2 2.8 7 19.4 5 16.7 2 3.2 17 6.9

장애인건강  6 12.8 17 23.9 2 5.6 4 13.3 10 16.1 39 15.9

합계 47 19.1 71 28.9 36 14.6 30 12.2 62 25.2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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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6〉 健康狀態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14 15.1 10 8.9 4 9.8 28 11.4

음주 12 12.9 7 6.3 2 4.9 21 8.5

양과 식생활 8 8.6 10 8.9 9 22.0 27 11.0

운동 14 15.1 19 17.0 4 9.8 37 15.0

정신건강 12 12.9 19 17.0 8 19.5 39 15.9

체 조 19 20.4 13 11.6 5 12.2 37 15.0

구강보건 7 7.5 10 8.9 5 12.2 22 8.9

약물 오‧남용 16 17.2 23 20.5 5 12.2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4 4.3 7 6.3 3 7.3 14 5.7

응 처치 정보 13 14.0 12 10.7 1 2.4 26 10.6

성 련 정보 20 21.5 20 17.9 12 29.3 52 21.1

미용건강 7 7.5 13 11.6 6 14.6 26 10.6

여행시 건강 리 6 6.5 8 7.1 2 4.9 16 6.5

환경과 건강 9 9.7 8 7.1 5 12.2 22 8.9

‧유아건강 7 7.5 6 5.4 2 4.9 15 6.1

아동건강 3 3.2 0 0.0 0 0.0 3 1.2

청소년건강 2 2.2 6 5.4 2 4.9 10 4.1

여성건강 2 2.2 5 4.5 1 2.4 8 3.3

성인건강 5 5.4 5 4.5 2 4.9 12 4.9

노인건강 4 4.3 11 9.8 2 4.9 17 6.9

장애인건강 12 12.9 21 18.8 6 14.6 39 15.9

합계 93 37.8 112 45.5 41 16.7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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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7〉 健康關心度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흡연 25 13.0 2 3.8 1 50.0 28 11.4

음주 17 8.9 4 7.7 0 0.0 21 8.5

양과 식생활 23 12.0 4 7.7 0 0.0 27 11.0

운동 31 16.1 6 11.5 0 0.0 37 15.0

정신건강 30 15.6 8 15.4 1 50.0 39 15.9

체 조 32 16.7 5 9.6 0 0.0 37 15.0

구강보건 16 8.3 6 11.5 0 0.0 22 8.9

약물 오‧남용 34 17.7 9 17.3 1 50.0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10 5.2 4 7.7 0 0.0 14 5.7

응 처치 정보 22 11.5 4 7.7 0 0.0 26 10.6

성 련 정보 40 20.8 12 23.1 0 0.0 52 21.1

미용건강 21 10.9 5 9.6 0 0.0 26 10.6

여행시 건강 리 10 5.2 6 11.5 0 0.0 16 6.5

환경과 건강 18 9.4 4 7.7 0 0.0 22 8.9

‧유아건강 11 5.7 4 7.7 0 0.0 15 6.1

아동건강 3 1.6 0 0.0 0 0.0 3 1.2

청소년건강 9 4.7 1 1.9 0 0.0 10 4.1

여성건강 7 3.6 1 1.9 0 0.0 8 3.3

성인건강 10 5.2 2 3.8 0 0.0 12 4.9

노인건강 16 8.3 1 1.9 0 0.0 17 6.9

장애인건강 27 14.1 12 23.1 0 0.0 39 15.9

합계 192 78.0 52 21.1 0 0.0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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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4-3-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健康常識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

율(%)

명 비율

(%)

명 비율

(%)

흡연  1 4.2  8 12.9  9 10.2  9 13.0  1 33.3 28 11.4

음주  3 12.5  5 8.1  5 5.7  7 10.1  1 33.3 21 8.5

양과 식생활  2 8.3  7 11.3 10 11.4  7 10.1  1 33.3 27 11.0

운동  5 20.8  6 9.7 16 18.2 10 14.5  0 0.0 37 15.0

정신건강  3 12.5  8 12.9 14 15.9 13 18.8  1 33.3 39 15.9

체 조  5 20.8  6 9.7 13 14.8 13 18.8  0 0.0 37 15.0

구강보건  3 12.5  5 8.1  6 6.8  8 11.6  0 0.0 22 8.9

약물 오‧남용  2 8.3 15 24.2 16 18.2 10 14.5  1 33.3 44 17.9

사고 방, 안 보건  2 8.3  5 8.1  3 3.4  3 4.3  1 33.3 14 5.7

응 처치 정보  2 8.3 11 17.7  9 10.2  4 5.8  0 0.0 26 10.6

성 련 정보  3 12.5 15 24.2 19 21.6 15 21.7  0 0.0 52 21.1

미용건강  2 8.3 10 16.1  8 9.1  5 7.2  1 33.3 26 10.6

여행시 건강 리  2 8.3  3 4.8 10 11.4  1 1.4  0 0.0 16 6.5

환경과 건강  3 12.5  6 9.7  9 10.2  4 5.8  0 0.0 22 8.9

‧유아건강  2 8.3  4 6.5  6 6.8  2 2.9  1 33.3 15 6.1

아동건강  1 4.2  0 0.0  2 2.3  0 0.0  0 0.0 3 1.2

청소년건강  0 0.0  1 1.6  5 5.7  4 5.8  0 0.0 10 4.1

여성건강  1 4.2  3 4.8  2 2.3  2 2.9  0 0.0 8 3.3

성인건강  2 8.3  3 4.8  5 5.7  2 2.9  0 0.0 12 4.9

노인건강  3 12.5  6 9.7  5 5.7  3 4.3  0 0.0 17 6.9

장애인건강  4 16.7  4 6.5 15 17.0 15 21.7  1 33.3 39 15.9

합계 24 9.8 62 25.2 88 35.8 69 28.0  3 1.2 246 100.0



5. 疾病情報 利用度, 要求度  補完要求度 分析

  5-1. 인터넷 疾病情報 利用度

〈附表 5-1-1〉 性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76 38.6 84 48.0 160 43.0

근골격계질환 42 21.3 34 19.4 76 20.4

소화기계질환 76 38.6 79 45.1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34 17.3 34 19.4 68 18.3

순환기계질환 50 25.4 43 24.6 93 25.0

호흡기계질환 55 27.9 56 32.0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50 25.4 55 31.4 105 28.2

, 귀질환 48 24.4 43 24.6 91 24.5

정신과질환 24 12.2 35 20.0 59 15.9

구강질환 49 24.9 39 22.3 88 23.7

피부질환 66 33.5 66 37.7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15 7.6 16 9.1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7 8.6 21 12.0 38 10.2

합계 197 53.0 175 47 372 100.0



附 245

〈附表 5-1-2〉 年齡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23 26.4 45 37.5 43 43.4 49 74.2 160 43.0

근골격계질환 9 10.3 21 17.5 27 27.3 19 28.8 76 20.4

소화기계질환 23 26.4 49 40.8 48 48.5 35 53.0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12 13.8 22 18.3 19 19.2 15 22.7 68 18.3

순환기계질환 13 14.9 27 22.5 28 28.3 25 37.9 93 25.0

호흡기계질환 15 17.2 37 30.8 33 33.3 26 39.4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17 19.5 37 30.8 33 33.3 18 27.3 105 28.2

, 귀질환 22 25.3 32 26.7 25 25.3 12 18.2 91 24.5

정신과질환 16 18.4 17 14.2 12 12.1 14 21.2 59 15.9

구강질환 24 27.6 28 23.3 18 18.2 18 27.3 88 23.7

피부질환 29 33.3 51 42.5 30 30.3 22 33.3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12 13.8 8 6.7 7 7.1 4 6.1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8 9.2 8 6.7 15 15.2 7 10.6 38 10.2

합계 87 23.4 120 8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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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1-3〉敎育程度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23 30.3 44 40.0 93 50.0 160 43.0

근골격계질환 10 13.2 17 15.5 49 26.3 76 20.4

소화기계질환 20 26.3 53 48.2 82 44.1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10 13.2 24 21.8 34 18.3 68 18.3

순환기계질환 9 11.8 27 24.5 57 30.6 93 25.0

호흡기계질환 13 17.1 36 32.7 62 33.3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12 15.8 30 27.3 63 33.9 105 28.2

, 귀질환 19 25.0 31 28.2 41 22.0 91 24.5

정신과질환 14 18.4 18 16.4 27 14.5 59 15.9

구강질환 23 30.3 22 20.0 43 23.1 88 23.7

피부질환 28 36.8 39 35.5 65 34.9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13 17.1 4 3.6 14 7.5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6 7.9 8 7.3 24 12.9 38 10.2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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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1-4〉 職業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

율(%)

명 비율

(%)

명 비율

(%)

암 93 51.1 30 24.2 31 57.4 6 50.0 160 43.0

근골격계질환 51 28.0 13 10.5 9 16.7 3 25.0 76 20.4

소화기계질환 92 50.5 36 29.0 23 42.6 4 33.3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38 20.9 18 14.5 10 18.5 2 16.7 68 18.3

순환기계질환 66 36.3 14 11.3 9 16.7 4 33.3 93 25.0

호흡기계질환 60 33.0 24 19.4 24 44.4 3 25.0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57 31.3 27 21.8 19 35.2 2 16.7 105 28.2

, 귀질환 45 24.7 29 23.4 12 22.2 5 41.7 91 24.5

정신과질환 28 15.4 18 14.5 10 18.5 3 25.0 59 15.9

구강질환 41 22.5 35 28.2 10 18.5 2 16.7 88 23.7

피부질환 63 34.6 47 37.9 17 31.5 5 41.7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11 6.0 13 10.5 5 9.3 2 16.7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21 11.5 9 7.3 8 14.8 0 0.0 38 10.2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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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1-5〉 月收入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26 36.1  54 48.6 29 56.9 20 50.0 31 31.6 160 43.0

근골격계질환  16 22.2  21 18.9 19 37.3 9 22.5 11 11.2 76 20.4

소화기계질환  30 41.7  54 48.6 24 47.1 18 45.0 29 29.6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16 22.2  18 16.2 16 31.4 6 15.0 12 12.2 68 18.3

순환기계질환  14 19.4  34 30.6 21 41.2 10 25.0 14 14.3 93 25.0

호흡기계질환  21 29.2  38 34.2 18 35.3 13 32.5 21 21.4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22 30.6  31 27.9 18 35.3 12 30.0 22 22.4 105 28.2

, 귀질환  15 20.8  27 24.3 11 21.6 9 22.5 29 29.6 91 24.5

정신과질환  11 15.3  19 17.1 5 9.8 9 22.5 15 15.3 59 15.9

구강질환  17 23.6  24 21.6 15 29.4 10 25.0 22 22.4 88 23.7

피부질환  31 43.1  40 36.0 12 23.5 15 37.5 34 34.7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5 6.9   8 7.2 3 5.9 5 12.5 10 10.2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5 6.9  16 14.4 7 13.7 5 12.5 5 5.1 38 10.2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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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1-6〉 健康狀態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59 39.1 76 46.6 25 43.1 160 43.0

근골격계질환 35 23.2 25 15.3 16 27.6 76 20.4

소화기계질환 58 38.4 67 41.1 30 51.7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25 16.6 35 21.5 8 13.8 68 18.3

순환기계질환 38 25.2 44 27.0 11 19.0 93 25.0

호흡기계질환 41 27.2 51 31.3 19 32.8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41 27.2 49 30.1 15 25.9 105 28.2

, 귀질환 34 22.5 40 24.5 17 29.3 91 24.5

정신과질환 24 15.9 18 11.0 17 29.3 59 15.9

구강질환 30 19.9 43 26.4 15 25.9 88 23.7

피부질환 48 31.8 63 38.7 21 36.2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14 9.3 13 8.0 4 6.9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8 11.9 16 9.8 4 6.9 38 10.2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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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1-7〉 健康關心度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130 45.8 29 35.8 1 14.3 160 43.0

근골격계질환 64 22.5 11 13.6 1 14.3 76 20.4

소화기계질환 124 43.7 28 34.6 3 42.9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54 19.0 13 16.0 1 14.3 68 18.3

순환기계질환 76 26.8 17 21.0 0 0.0 93 25.0

호흡기계질환 89 31.3 22 27.2 0 0.0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86 30.3 18 22.2 1 14.3 105 28.2

, 귀질환 63 22.2 26 32.1 2 28.6 91 24.5

정신과질환 46 16.2 12 14.8 1 14.3 59 15.9

구강질환 66 23.2 21 25.9 1 14.3 88 23.7

피부질환 100 35.2 30 37.0 2 28.6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24 8.5 7 8.6 0 0.0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0 10.6 8 9.9 0 0.0 38 10.2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附 251

〈附表 5-1-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疾病情報 利用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18 21.4  41 50.6 62 48.4 36 29.5  3 50.0 160 43.0

근골격계질환  8 22.9  24 29.6 27 21.1 15 12.3  2 33.3  76 20.4

소화기계질환 18 51.4  35 43.2 59 46.1 41 33.6  2 33.3 155 41.7

내분비, 사성질환 10 28.6  22 27.2 19 14.8 15 12.3  2 33.3  68 18.3

순환기계질환 11 31.4  27 33.3 35 27.3 18 14.8  2 33.3  93 25.0

호흡기계질환 13 37.1  25 30.9 38 29.7 33 27.0  2 33.3 111 29.8

비뇨생식기계질환 11 31.4  22 27.2 44 34.4 25 20.5  3 50.0 105 28.2

, 귀질환  6 17.1  25 30.9 28 21.9 30 24.6  2 33.3  91 24.5

정신과질환  8 22.9  12 14.8 18 14.1 19 15.6  2 33.3  59 15.9

구강질환  7 20.0  28 34.6 20 15.6 30 24.6  3 50.0  88 23.7

피부질환  9 25.7  33 40.7 41 32.0 46 37.7  3 50.0 132 35.5

사고  

독의 후유증

 5 14.3   7  8.6 10  7.8  8  6.6  1 16.7  31  8.3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1 31.4  11 13.6  7  5.5  7  5.7  2 33.3  38 10.2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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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인터넷 疾病情報 要求度

〈附表 5-2-1〉 性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148 75.1 135 77.1 283 76.1

근골격계질환 66 33.5 52 29.7 118 31.7

소화기계질환 95 48.2 91 52.0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50 25.4 49 28.0 99 26.6

순환기계질환 92 46.7 80 45.7 172 46.2

호흡기계질환 99 50.3 74 42.3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75 38.1 80 45.7 155 41.7

, 귀질환 69 35.0 44 25.1 113 30.4

정신과질환 70 35.5 64 36.6 134 36.0

구강질환 53 26.9 43 24.6 96 25.8

피부질환 80 40.6 72 41.1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52 26.4 48 27.4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7 18.8 43 24.6 80 21.5

합계 197 53.0 175 47.0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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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2-2〉 年齡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63 72.4 89 74.2 79 79.8 52 78.8 283 76.1

근골격계질환 27 31.0 30 25.0 32 32.3 29 43.9 118 31.7

소화기계질환 40 46.0 57 47.5 47 47.5 42 63.6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21 24.1 31 25.8 24 24.2 23 34.8 99 26.6

순환기계질환 38 43.7 41 34.2 50 50.5 43 65.2 172 46.2

호흡기계질환 35 40.2 51 42.5 47 47.5 40 60.6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32 36.8 56 46.7 49 49.5 18 27.3 155 41.7

, 귀질환 31 35.6 48 40.0 23 23.2 11 16.7 113 30.4

정신과질환 30 34.5 46 38.3 35 35.4 23 34.8 134 36.0

구강질환 34 39.1 35 29.2 16 16.2 11 16.7 96 25.8

피부질환 42 48.3 54 45.0 36 36.4 20 30.3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23 26.4 29 24.2 36 36.4 12 18.2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20 23.0 33 27.5 21 21.2 6 9.1 80 21.5

합계 87 23.4 120 32.3 99 26.6 66 17.7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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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2-3〉 敎育程度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55 72.4 83 75.5 145 78.0 283 76.1

근골격계질환 27 35.5 36 32.7 55 29.6 118 31.7

소화기계질환 34 44.7 57 51.8 95 51.1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18 23.7 40 36.4 41 22.0 99 26.6

순환기계질환 36 47.4 42 38.2 94 50.5 172 46.2

호흡기계질환 29 38.2 55 50.0 89 47.8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29 38.2 41 37.3 85 45.7 155 41.7

, 귀질환 25 32.9 44 40.0 44 23.7 113 30.4

정신과질환 26 34.2 40 36.4 68 36.6 134 36.0

구강질환 29 38.2 29 26.4 38 20.4 96 25.8

피부질환 35 46.1 42 38.2 75 40.3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20 26.3 18 16.4 62 33.3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8 23.7 23 20.9 39 21.0 80 21.5

합계 76 20.4 110 29.6 186 50.0 372 100.0



附 255

〈附表 5-2-4〉 職業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140 76.9 90 72.6 45 83.3 8 66.7 283 76.1

근골격계질환 54 29.7 43 34.7 17 31.5 4 33.3 118 31.7

소화기계질환 95 52.2 56 45.2 30 55.6 5 41.7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43 23.6 34 27.4 18 33.3 4 33.3 99 26.6

순환기계질환 97 53.3 44 35.5 25 46.3 6 50.0 172 46.2

호흡기계질환 89 48.9 43 34.7 35 64.8 6 50.0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73 40.1 51 41.1 26 48.1 5 41.7 155 41.7

, 귀질환 47 25.8 51 41.1 11 20.4 4 33.3 113 30.4

정신과질환 74 40.7 43 34.7 13 24.1 4 33.3 134 36.0

구강질환 41 22.5 46 37.1 7 13.0 2 16.7 96 25.8

피부질환 69 37.9 61 49.2 18 33.3 4 33.3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55 30.2 28 22.6 13 24.1 4 33.3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3 18.1 31 25.0 12 22.2 4 33.3 80 21.5

합계 182 48.9 124 33.3 54 14.5 12 3.2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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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2-5〉 月收入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55 76.4  83 74.8  38 74.5  33 82.5  74 75.5 283 76.1

근골격계질환  28 38.9  28 25.2  21 41.2  14 35.0  27 27.6 118 31.7

소화기계질환  38 52.8  58 52.3  31 60.8  18 45.0  41 41.8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28 38.9  26 23.4   9 17.6  13 32.5  23 23.5 99 26.6

순환기계질환  33 45.8  48 43.2  27 52.9  21 52.5  43 43.9 172 46.2

호흡기계질환  29 40.3  57 51.4  32 62.7  18 45.0  37 37.8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28 38.9  45 40.5  24 47.1  16 40.0  42 42.9 155 41.7

, 귀질환  21 29.2  36 32.4  10 19.6  11 27.5  35 35.7 113 30.4

정신과질환  26 36.1  48 43.2  15 29.4  13 32.5  32 32.7 134 36.0

구강질환  21 29.2  24 21.6  12 23.5   6 15.0  33 33.7  96 25.8

피부질환  23 31.9  50 45.0  14 27.5  14 35.0  51 52.0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16 22.2  28 25.2  16 31.4  16 40.0  24 24.5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4 19.4  24 21.6   6 11.8   7 17.5  29 29.6  80 21.5

합계  72 19.4 111 29.8  51 13.7  40 10.8  98 26.3 372 100.0



附 257

〈附表 5-2-6〉 健康狀態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108 71.5 130 79.8 45 77.6 283 76.1

근골격계질환 57 37.7 39 23.9 22 37.9 118 31.7

소화기계질환 65 43.0 86 52.8 35 60.3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42 27.8 47 28.8 10 17.2 99 26.6

순환기계질환 75 49.7 72 44.2 25 43.1 172 46.2

호흡기계질환 70 46.4 72 44.2 31 53.4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56 37.1 75 46.0 24 41.4 155 41.7

, 귀질환 42 27.8 53 32.5 18 31.0 113 30.4

정신과질환 29 39.1 53 32.5 22 37.9 134 36.0

구강질환 32 21.2 46 28.2 18 31.0  96 25.8

피부질환 61 40.4 73 44.8 18 31.0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51 33.8 37 22.7 12 20.7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38 25.2 32 19.6 10 17.2  80 21.5

합계 151 40.6 163 43.8 58 15.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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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2-7〉 健康關心度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220 77.5 60 74.1 3 42.9 283 76.1

근골격계질환 92 32.4 23 28.4 3 42.9 118 31.7

소화기계질환 140 49.3 43 53.1 3 42.9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79 27.8 19 23.5 1 14.3 99 26.6

순환기계질환 131 46.1 35 43.2 6 85.7 172 46.2

호흡기계질환 133 46.8 36 44.4 4 57.1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123 43.3 30 37.0 2 28.6 155 41.7

, 귀질환 84 29.6 26 32.1 3 42.9 113 30.4

정신과질환 102 35.9 30 37.0 2 28.6 134 36.0

구강질환 68 23.9 24 29.6 4 57.1  96 25.8

피부질환 108 38.0 40 49.4 4 57.1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79 27.8 21 25.9 0 0.0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61 21.5 19 23.5 0 0.0  80 21.5

합계 284 76.3 81 21.8 7 1.9 372 100.0



附 259

〈附表 5-2-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疾病情報 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22 62.9 62 76.5 104 81.3 89 73.0 6 100.0 283 76.1

근골격계질환 17 48.6 33 40.7 37 28.9 27 22.1 4 66.7 118 31.7

소화기계질환 20 57.1 36 44.4 69 53.9 59 48.4 2 33.3 186 50.0

내분비, 사성질환 14 40.0 24 29.6 32 25.0 27 22.1 2 33.3  99 26.6

순환기계질환 14 40.0 46 56.8 58 45.3 51 41.8 3 50.0 172 46.2

호흡기계질환 18 51.4 35 43.2 65 50.8 51 41.8 4 66.7 173 46.5

비뇨생식기계질환 10 28.6 33 40.7 54 42.2 57 46.7 1 16.7 155 41.7

, 귀질환  8 22.9 27 33.3 40 31.3 37 30.3 1 16.7 113 30.4

정신과질환 11 31.4 28 34.6 47 36.7 47 38.5 1 16.7 134 36.0

구강질환  8 22.9 22 27.2 26 20.3 40 32.8 0 0.0  96 25.8

피부질환 12 34.3 25 30.9 51 39.8 63 51.6 1 16.7 152 40.9

사고  

독의 후유증

11 31.4 19 23.5 34 26.6 34 27.9 2 33.3 100 26.9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0 28.6 15 18.5 24 18.8 28 23.0 3 50.0  80 21.5

합계 35 9.4 81 21.8 128 34.4 122 32.8 6 1.6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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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인터넷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附表 5-3-1〉 性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37 30.8 27 25.7 64 28.4

근골격계질환 11 9.2 9 8.6 20 8.9

소화기계질환 13 10.8 7 6.7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6 5.0 3 2.9 9 4.0

순환기계질환 8 6.7 3 2.9 11 4.9

호흡기계질환 12 10.0 7 6.7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20 16.7 18 17.1 38 16.9

, 귀질환 9 7.5 15 14.3 24 10.7

정신과질환 22 18.3 22 21.0 44 19.6

구강질환 19 15.8 14 13.3 33 14.7

피부질환 13 10.8 21 20.0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29 24.2 21 20.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7 14.2 14 13.3 31 13.8

합계 120 53.3 105 46.7 225 100.0



附 261

〈附表 5-3-2〉 年齡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 20 30 40  이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12 30.8 28 32.9 11 18.0 13 32.5 64 28.4

근골격계질환 6 15.4 6 7.1 5 8.2 3 7.5 20 8.9

소화기계질환 3 7.7 7 8.2 3 4.9 7 17.5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1 2.6 1 1.2 3 4.9 4 10.0 9 4.0

순환기계질환 2 5.1 5 5.9 3 4.9 1 2.5 11 4.9

호흡기계질환 4 10.3 6 7.1 4 6.6 5 12.5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5 12.8 17 20.0 14 23.0 2 5.0 38 16.9

, 귀질환 3 7.7 12 14.1 5 8.2 4 10.0 24 10.7

정신과질환 7 17.9 15 17.6 14 23.0 8 20.0 44 19.6

구강질환 9 23.1 7 8.2 13 21.3 4 10.0 33 14.7

피부질환 5 12.8 13 15.3 9 14.8 7 17.5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7 17.9 19 22.4 16 26.2 8 20.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7 17.9 10 11.8 11 18.0 3 7.5 31 13.8

합계 39 17.3 85 37.8 61 27.1 40 17.8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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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3-3〉 敎育程度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졸 이하 고졸 이하 졸 이상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9 28.1 23 33.8 32 25.6 64 28.4

근골격계질환 6 18.8 3 4.4 11 8.8 20 8.9

소화기계질환 3 9.4 7 10.3 10 8.0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1 3.1 0 0.0 8 6.4 9 4.0

순환기계질환 1 3.1 3 4.4 7 5.6 11 4.9

호흡기계질환 3 9.4 8 11.8 8 6.4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4 12.5 10 14.7 24 19.2 38 16.9

, 귀질환 1 3.1 6 8.8 17 13.6 24 10.7

정신과질환 7 21.9 11 16.2 26 20.8 44 19.6

구강질환 9 28.1 5 7.4 19 15.2 33 14.7

피부질환 3 9.4 11 16.2 20 16.0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4 12.5 15 22.1 31 24.8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6 18.8 8 11.8 17 13.6 31 13.8

합계 32 14.2 68 30.2 125 55.6 225 100.0



附 263

〈附表 5-3-4〉 職業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업무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32 26.7 23 32.4 9 31.0 0 0.0 64 28.4

근골격계질환 12 10.0 7 9.9 0 0.0 1 20.0 20 8.9

소화기계질환 10 8.3 6 8.5 3 10.3 1 20.0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8 6.7 1 1.4 0 0.0 0 0.0 9 4.0

순환기계질환 6 5.0 3 4.2 1 3.4 1 20.0 11 4.9

호흡기계질환 8 6.7 8 11.3 2 6.9 1 20.0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21 17.5 11 15.5 4 13.8 2 40.0 38 16.9

, 귀질환 14 11.7 5 7.0 4 13.8 1 20.0 24 10.7

정신과질환 22 18.3 12 16.9 8 27.6 2 40.0 44 19.6

구강질환 20 16.7 11 15.5 2 6.9 0 0.0 33 14.7

피부질환 16 13.3 10 14.1 7 24.1 1 20.0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31 25.8 13 18.3 4 13.8 2 40.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4 11.7 12 16.9 4 13.8 1 20.0 31 13.8

합계 120 53.3 71 31.6 29 12.9 5 2.2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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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3-5〉 月收入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없음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15 34.1 19 27.9  7 21.2  8 29.6 15 28.3 64 28.4

근골격계질환  2  4.5  3  4.4  4 12.1  3 11.1  8 15.1 20  8.9

소화기계질환  3  6.8  6  8.8  3  9.1  3 11.1  5  9.4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1  2.3  2  2.9  3  9.1  3 11.1  0  0.0  9  4.0

순환기계질환  0  0.0  4  5.9  3  9.1  1  3.7  3  5.7 11  4.9

호흡기계질환  9 20.5  4  5.9  1  3.0  3 11.1  2  3.8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7 15.9 12 17.6  7 21.2  5 18.5  7 13.2 38 16.9

, 귀질환  2 4.5 11 16.2  3  9.1  2  7.4  6 11.3 24 10.7

정신과질환  5 11.4 14 20.6  7 21.2  5 18.5 13 24.5 44 19.6

구강질환  6 13.6 12 17.6  5 15.2  2  7.4  8 15.1 33 14.7

피부질환  8 18.2 11 16.2  3  9.1  4 14.8  8 15.1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11 25.0 13 19.1  9 27.3  8 29.6  9 17.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6 13.6  7 10.3  4 12.1  5 18.5  9 17.0 31 13.8

합계 44 19.6 68 30.2 33 14.7 27 12.0 53 23.6 225 100.0



附 265

〈附表 5-3-6〉 健康狀態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건강함 보통 건강못함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28 31.1 26 25.2 10 31.3 64 28.4

근골격계질환 9 10.0 8 7.8 3 9.4 20  8.9

소화기계질환 5 5.6 12 11.7 3 9.4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4 4.4 5 4.9 0 0.0  9  4.0

순환기계질환 3 3.3 6 5.8 2 6.3 11  4.9

호흡기계질환 9 10.0 7 6.8 3 9.4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16 17.8 18 17.5 4 12.5 38 16.9

, 귀질환 8 8.9 12 11.7 4 12.5 24 10.7

정신과질환 14 15.6 21 20.4 9 28.1 44 19.6

구강질환 8 8.9 21 20.4 4 12.5 33 14.7

피부질환 12 13.3 20 19.4 2 6.3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23 25.6 21 20.4 6 18.8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13 14.4 11 10.7 7 21.9 31 13.8

합계 90 40.0 103 45.8 32 14.2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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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5-3-7〉 健康關心度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심있음 보통 심없음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암 53 29.9 11 23.4 0 0.0 64 28.4

근골격계질환 14 7.9 6 12.8 0 0.0 20  8.9

소화기계질환 14 7.9 6 12.8 0 0.0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7 4.0 2 4.3 0 0.0  9  4.0

순환기계질환 8 4.5 3 6.4 0 0.0 11  4.9

호흡기계질환 18 10.2 1 2.1 0 0.0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32 18.1 6 12.8 0 0.0 38 16.9

, 귀질환 19 10.7 5 10.6 0 0.0 24 10.7

정신과질환 34 19.2 9 19.1 1 100.0 44 19.6

구강질환 22 12.4 11 23.4 0 0.0 33 14.7

피부질환 22 12.4 12 25.5 0 0.0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44 24.9 6 12.8 0 0.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25 14.1 6 12.8 0 0.0 31 13.8

합계 177 78.7 47 20.9 1 0.4 225 100.0



附 267

〈附表 5-3-8〉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回數別 疾病情報 補完要求度

구분

주 3～7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기타 합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암  9 39.1 13 22.0 28 35.0 13 21.3  1 50.0 64 28.4

근골격계질환  4 17.4  6 10.2  6 7.5  3 4.9  1 50.0 20  8.9

소화기계질환  2 8.7  3 5.1  8 10.0  6 9.8  1 50.0 20  8.9

내분비, 사성질환  1 4.3  3 5.1  3 3.8  2 3.3  0 0.0  9  4.0

순환기계질환  1 4.3  3 5.1  6 7.5  1 1.6  0 0.0 11  4.9

호흡기계질환  1 4.3  7 11.9  7 8.8  4 6.6  0 0.0 19  8.4

비뇨생식기계질환  6 26.1 11 18.6 11 13.8  9 14.8  1 50.0 38 16.9

, 귀질환  2 8.7  9 15.3  6 7.5  7 11.5  0 0.0 24 10.7

정신과질환  2 8.7 10 16.9 16 20.0 15 24.6  1 50.0 44 19.6

구강질환  1 4.3 10 16.9 14 17.5  8 13.1  0 0.0 33 14.7

피부질환  1 4.3  8 13.6 13 16.3 12 19.7  0 0.0 34 15.1

사고  

독의 후유증

 5 21.7 17 28.8 14 17.5 13 21.3  1 50.0 50 22.2

감염성  

기생충성질환

 5 21.7 12 20.3  8 10.0  6 9.8  0 0.0 31 13.8

합계 23 10.2 59 26.2 80 35.6 61 27.1  2 0.9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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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6-1〕 이 달의 건강길라잡이

이 달 의  건 강 길 라 잡 이
목 록 정 보

이 달 의  건 강 길 라 잡 이  
자 료  등 록

이 달 의  건 강 길 라 잡 이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이 달 의  건 강 길 라 잡 이
상 세 정 보

이 달 의  건 강 길 라 잡 이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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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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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附圖 6-2〕 건강매거진

건 강 매 거 진 목 록 정 보건 강 매 거 진 자 료 등 록

건 강 매 거 진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건 강 매 거 진 상 세 정 보

건 강 매 거 진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건 강 매 거 진 메 일 발 송

메 일 발 송

처 리 결 과
메 시 지

메 일 발 송 성 공

메 일 발 송 실 패

건 강 매 거 진 목 록 정 보건 강 매 거 진 자 료 등 록

건 강 매 거 진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건 강 매 거 진 상 세 정 보

건 강 매 거 진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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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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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건 강 매 거 진 메 일 발 송

메 일 발 송

처 리 결 과
메 시 지

메 일 발 송 성 공

메 일 발 송 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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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6-3〕 건강칼럼

건 강 컬 럼 목 록 정 보건 강 컬 럼  자 료  등 록

건 강 컬 럼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건 강 컬 럼 상 세 정 보

건 강 컬 럼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附圖 6-4〕 련사이트

관 련 사 이 트 목 록 정 보관 련 사 이 트  자 료  등 록

관 련 사 이 트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관 련 사 이 트 상 세 정 보

관 련 사 이 트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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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6-5〕 라이 폴

라 이 브  폴 목 록 정 보라 이 브  폴  자 료  등 록

라 이 브  폴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라 이 브  폴 상 세 정 보

라 이 브  폴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라 이 브  폴  참 여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설 문  참 여  

참 여 성 공

설 문  참 여  실 패

〔附圖 6-6〕 揭示板

게 시 판 목 록 정 보게 시 판  자 료  등 록

게 시 판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게 시 판 상 세 정 보

게 시 판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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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6-7〕 芳名

방 명 록 목 록 정 보방 명 록  자 료  등 록

방 명 록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방 명 록 상 세 정 보

방 명 록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附圖 6-8〕 公知事

공 지 사 항 목 록 정 보공 지 사 항  자 료  등 록

공 지 사 항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공 지 사 항 상 세 정 보

공 지 사 항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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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圖 6-9〕 健康生活/疾病과 症狀 데이터베이스

건 강 생 활 /질 병 과 증 상
목 록 정 보

건 강 생 활 /질 병 과 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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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생 활 /질 병 과 증 상
정 보

삭 제 여 부
메 시 지

처 리 결 과
메 시 지

건 강 생 활 /질 병 과 증 상
상 세 정 보

건 강 생 활 /질 병 과 증 상
자 료  수 정

처 리 결 과
메 시 지

자 료 등 록  실 패

자 료 등 록

자 료 등 록  혹 은
자 료 삭 제  성 공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선 택

자 료 삭 제 확 인

자 료 삭 제 실 패

자 료  삭 제  여 부  
확 인

자 료 삭 제 취 소

자 료 수 정 성 공

자 료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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