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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터넷은 오늘날 인들의 생활 반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인터넷 련 정보기술의 속한 발 , 인터넷 이용자  시장규모가 증, 경제

수 의 향상,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수요 증가는 인터넷을 통

한 건강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 련 정보의 

제공  활용, 건강 련 상품  서비스의 제공  이용은 다른 어떤 분야 보

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충분한 정보  지식의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잠재하여 왔던 원격의료 수요의 표출  이에 한 의

료계의 극 인 공 의지, 환자  환자가족의 의료에 한 지식 증가 등의 

변화가 속히 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 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불건 성의 

래, 비용의 증가 등 사회 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으며,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

공은 이용자에게 치명 인 향을  수 있다. 기존에 사회 으로 문제가 되어

오던 음란물 유통  유포, 개인정보 유출, 성 매매, 도박, 불법 고 등을 더욱 

조장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정보자원의 손실 는 정보망

의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

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해, 의료기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생

활에 치명 인 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

용하여 과 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 한 상행 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을 평가하여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 하고자 하 다. 즉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수집하여 품질



기 에 근거하여 련 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 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 리  보건교육 련 연구진과 외부

의 련 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

문하여 주신 충북  이 성 교수  국립암센터 강건욱 과장, 선행연구를 수행

하여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신 정 철 책임연구원 등에게 감사한다. 한 본 

연구와 련하여 기 연구를 하여 주시고 검독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서

미경 박사, 최정수 박사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여한 연구진들의 의

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인 의견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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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硏究의 必要性

□ 최근 인터넷 련 정보기술이 속히 발 하고 인터넷 이용자  시장규모

가 증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경제  향력  요성이 부각되고 있

음. 그  인터넷상의 건강 련 정보의 제공  활용, 건강 련 상품  서

비스의 제공  이용 역시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 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역기능

을 동반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은 질병

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해, 의료기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 인 

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과

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 한 상행 가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하여 한 평가기   체계를 용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됨. 

  2. 硏究目的

□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

을 유도하기 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인

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건 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

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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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수집하여 품질기 에 근거하여 련 

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 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연결하

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며, 건강정보제공 사

이트의 등록, 건강정보 제공  활용에 한 바람직한 원칙(강령)의 제정  

홍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함. 

  3. 硏究方法

□ 기존문헌 고찰, 인터넷 검색  선진국 시찰을 통한 자료수집

□ 건강정보의 역별 구분에 따른 건강정보의 분류

□ 웹사이트 구축 방법론에 근거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개발

Ⅱ.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의 理論的 背景

  1.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의 意義

□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터넷은 정 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 는 불완 한 건강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들의 오용으로 인한 질병 악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리  올바른 활용을 한 인터

넷 건강정보에 한 평가과정을 통해 건 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여과시

켜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공 자  건강정보 이용자 모두에게 건 한 건

강정보의 제공  활용 행 를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  

효용을 극 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 정의  범

— 건강정보: 건강, 보건, 의료와 련된 정보를 말하며, 일반인, 보건의료 

문가, 학생, 환자  환자가족 등을 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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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포함함. 건강생활습 과 련된 정보, 질병정보, 보건의료 분

야의 학술정보, 련 법령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는 건강정보 평가기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짐. 건강정보의 평

가는 련 문가가 실시하며 정확성, 완 성, 성, 유해성, 최신성 등

의 기 에 의거하여 평가함. 

  2.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  利用 關聯 硏究動向

□ 인터넷의 건강정보와 련한 연구 상의 주요 이슈는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

보의 질(quality) 확보  리, 이용자의 올바른 활용의 문제임.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기   방법 연구 

— Jadad와 Gagliardi(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도구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 으

며, 불완 한 평가도구가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거나 심을 

끄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Kim 등(1999)의 연구에서는 건

강 련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기 에 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평가기

에 한 분류를 시도하 으며, 빈번하게 사용되는 평가기 으로 정보의 

내용, 사이트의 디자인, 미학  요소, 자와 후원자, 개발자 등의 제시

유무 등의 항목을 제시함. 

— 국내에서 진행된 련 연구에서는 기존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정보 사이

트 평가기   항목의 검토  국내 실정에 합한 평가기 을 마련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옴. 실제 마련된 평가기 을 토 로 국내 건강정보 

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기

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향후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됨.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연구

—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평가연구는 특정질병이나 상태에 한 것

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일 질환에 한 건강(의학)정보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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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을 상으로 평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

음. 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체를 평가하는 경우와 제공

되고 있는 건강정보 자체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음. 

□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행태 연구

— 실제 일반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가 있었음(Eysenbach 

& Kohler, 2002). 

— 국외의 DAERI(Database of Adverse Events Relates to the Internet) 사이트

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데이터베

이스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http://www.medcertain.org/ daeri/). 

— 인터넷상의 증명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사용과 련된 피해에 한 연구

에는 심리 인 피해와 신체 인 피해에 한 것이 있었음(Challis, et al., 

1996; Hainer, 2000). 

  3. 인터넷 情報의 管理

□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규제방안으로는 ‘강제 인 

법‧제도방식’과 ‘자율규제 방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강제 인 법‧제도 방식’의 로는 인터넷에서의 불건  음란정보를 차단하

기 한 최 의 법률인 미국의 ‘통신품 법’(CDA)과 ‘어린이 온라인 보호

법’(COP)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 윤리 원회에서 온라인상의 음란

정보 유통을 리하고 있으며, 법제도 상에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법  제재는 없는 상황이며, 부분 으로 건강증진법, 의료법, 약사법에서 일

부 별도로 제정되어 용되고 있음. 

□ ‘자율규제방식’은 강제성을 띄는 법  제재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건강정보

의 제공  이용에 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며, 등 부여, 건강정보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여과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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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健康情報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한 데이터로 정의되며 자원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이터를 의미함. 한, 자원을 설명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최종 사용자가 데이

터의 치, 근방법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정보를 뜻함. 

□ 본 연구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찾아내는 역

할뿐만 아니라, 평가를 거친 검증된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달할 때에도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기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건강정보 련 메타데이터를 선정하 으며, 기존 연구  사례 분석을 토

로 ① 건강정보  수집과정, ② 갱신일자 명시, ③ 내용의 질 보장과 질 

리 방법, ④ 고  후원에 한 명시, ⑤ 개인정보 보호, ⑥ 디자인  

구조, ⑦ 피드백, ⑧ 공지  경고, ⑨ 법령 수의 9개로 분류함. 

Ⅲ.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 現況

□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한 질 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윤리 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

의 제공  활용을 진하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 까지 시행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  평가는 크

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모니터링, 평가  

안내시스템 운  등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행동강령’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한 권고사항들을 제

공하는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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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수되는

지 여부를 검할 수 있도록 함. 

— 비교  손쉽게 필요시 갱신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에 상 없이 운

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험이 있으며, 강제성이 없고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

기가 어렵다는 단 이 있음. 

— : HONcode, eHealth 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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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HONcode: 권 성, 상호보완성, 개인의료기 ,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자의 투명성, 후원의 투명성, 고의 정직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투명함과 정직성, 권 , 

라이버시, 재성, 책임성, 후원기 에 한 명시, 편집원칙, 근가능

성으로 구성

— eHealth Code of Ethics: 솔직함, 정직함, 질, 동의, 라이버시, 온라인 치

료에 한 문성, 신뢰할 만한 력 계, 책임감으로 구성

— Hi-Ethics: 라이버시, 건강 련 정보에 한 라이버시, 제3자와의 

계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소유  재정지원에 한 공개, 고와 

제3자에 의해 후원 받는 정보내용에 한 구분, ‧환불‧무료‧할인항

목  서비스, 건강정보내용의 질, 작권  책임감, 자가평가도구에 

한 자료원  유형 공개, 문성, 자격, 상호 계의 투명성‧신뢰성, 제한

의 공개, 피드백을 한 기  등으로 구성

— 미국의학 회(AMA)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내용, 고  후원, 라이버시와 기

성, 자상거래에 한 원칙으로 구성

□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 ‘제3자 인증’은 제3의 기 이 웹사이트에 해 평가하고 질 리 기 에 



要約 17

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로고나 상징물을 부착하여 사이트 제공자가 내용

과 형식에서 표 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명확한 기 이 일 되게 활용되어 객 일 수 있으며, 윤리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

으로 쉬운 장 이 있음.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용 는 조직의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 이 있음. 

— : 외국(MedCERTAIN, URAC, OMNI, HII 등), 국내(헬스로드, 한 공

의 의회 의사인 제도, 한의학회 웹사이트 인증사업 등)

— MedCERTAIN: 평가항목은 크게 ‘정보제공자’와 ‘사이트 명세’로 나뉘고, 

‘정보제공자’는 신분확인, 피드백, 운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사이트 

명세’는 사이트 확인, 컨텐츠, 공개, 정책, 서비스, 근성, 질 등의 항목

을 포함함. 

— OMNI: 평가항목은 크게 ‘상황’(context), ‘내용’(content), ‘형식’(format)으

로 나 어지고, ‘상황’에는 역명시, 상명시, 자의 권 와 명성, 다

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 ,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

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는 범 , 정확성, 최신성 등이, ‘형식’

에는 근성, 디자인과 이아웃, 사용의 용이성 등이 포함됨. 

—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 HII의 로그램  “Aesculapius 

Awards”는 일반 들에게 건강정보를 달함에 있어 그 성과가 탁월했

다고 여겨지는 건강 련 라디오, 텔 비  채 의 공익 고(PSA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와 건강 련 인터넷사이트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시상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은 목 /계획, 내용과 신뢰

성, 상호작용성/사용자친 성, 가시  설계/ 신, 평가 등으로 구성됨. 

— 헬스로드(Healthroad): 평가항목은 웹페이지의 내용과 일반 인 사항에 

한 것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충실성, 내용

의 용이성, 내용의 공익성, 구성의 성실성, 디자인, 환경 등으로 구성됨. 

— 한 공의 의회 ‘의사인’: 평가기 은 HON code에 기 를 두며,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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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 인지, 정보제공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정보의 

출처 제시가능 여부, 정보제공자 공개 유무, 개인의 진료정보 보호 유무, 

의학정보 제공이 직 으로 고와 련되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임. 

— HON Site: Seal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 인증을 함. 

□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

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 제공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는 기 도구개발에만 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 이 있음.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효과성을 측

정하기가 어려우며, 도구개발과정에서만 문가가 참여하고, 도구의 사용

과 정보의 평가는 개인에게 담하기 때문에 도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가 어려운 단 이 있음. 

— : Health Summit Working Group(HSWG), DISCERN 등

— HSWG: 평가항목은 신뢰성, 내용, 공개, 링크, 디자인, 상호작용성, 경고 

등 7가지로 구성. ‘신뢰성’에는 출처, 최신성, 성/유용성, 편집검토과

정 명시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는 정확성, 완 성, 거부 등이, ‘공개’에

는 목 , 정보의 수집과정이, ‘링크’에는 링크 선택의 함, 구성, 내

용, 역링크, ‘디자인’에는 근의 용이성, 논리  구성, 내부검색능력, ‘상

호작용성’에는 피드백,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됨.

— DISCERN: 평가항목은 크게 출 물의 신뢰도,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 반 인 평가로 나 어지며, ‘출 물의 신뢰도’에는 목 , 내용의 

성, 정보원, 정보생성일,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한 방법, 불확실성

에 한 언  등이,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에는 치료방법에 한 

효과, 이득, 험에 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의사결정에 한 공유 등을 포함함.

□ 모니터링

— 기존의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해 이루어져 온 건강정보에 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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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을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에서 실시함.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정기 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한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형태

□ 평가  안내시스템 운

— 국가가 인터넷 건강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운

— 공공보건의료기  는 력기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

기   평가 원회가 평가하여 건강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함.

— 국의 NHS Direct Online, 스 스의 HON(Health On the Net), 호주의 

HealthInsite, 캐나다의 CHN(Canadian Health Network) 등이 있음.

Ⅳ.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開發

  1. 開發背景

□ 1990년  반 이후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에서 건강 련 정

보의 제공과 활용이 속히 높아지고 있으나,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갖는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 분류  평가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효율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건강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고 효과 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開發方向  內容

□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크게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수집‧분류‧평가‧ 리 

등의 기능 인 내용을 포함하는 ‘인트라넷 시스템’, 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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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게 건강정보 련 검색서비스  부가서비스(건강 련 뉴스  강

좌 확인 등), 그릇된 건강정보의 신고  포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시스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들의 등록  평가 련 웹사이

트 시스템’ 등 3 부분으로 구성됨. 

  3.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開發過程

□ 본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총 기획 , 리‧운 , 개발 을 조직

하여 업무를 추진함.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기 연구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개발되었음.

  4. 評價시스템 構成  機能

□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수집‧분류‧평

가하여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리자가 

지정한 범 의 웹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평가 원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하게 되는 웹기반의 통합 시스템임(圖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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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檢索‧蒐集‧分類‧評價 關聯 시스템 構成圖

  5. 開發領域別 細部內容

□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구체 인 개발내용은 크게 검색‧수집‧분류‧평가시스

템과 련한 부분과 건강정보평가시스템 홈페이지 자체구성에 한 부분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검색‧수집‧평가 시스템 개발(表 1 참조)

— 검색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건강정보 련 웹사이트(웹페이지)의 최신정

보를 검색‧수집‧분류‧평가하여 검증된 건강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2

〈表 1〉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로세스 段階別 業務 定義  

단계 단계별 업무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분류 정의 ․건강정보 분류 정의로 수집시 분류된 DB에 자동 장

수집 상 

건강정보 지정

․원하는 페이지 URL 혹은 키워드를 지정하는 단계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 수집엔진은 자동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근    

 정보(페이지)를 수집

필터링 규칙 

정의  리

․필수 포함 URL, 배제 URL 패턴을 정의하여 수집의 신뢰도를  

  높임

색인 DB 구성

․ 리자 필터링에 의한 정보는 1차 으로 색인작업이 자동으

로 이루어져 색인 DB를 구성하여 장

․분류 목록에 수집된 페이지 필터링

․분류별 색인 페이지 목록 리

․분류 수정

․수집된 페이지 메타정보 입력

․ 문가 이

문가에 의한 

평가  수정

․ 리자에 의해 달된 정보에 한 2차 평가

․분류 검수

․메타정보 검수

최종 

서비스 DB 등록

․ 문가 평가 후 다시 리자에게 넘겨져 최종 서비스 DB에   

  등록

이용자 검색

․이용자들은 웹을 통해 최종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

․키워드 검색(메타검색), ‘ㄱㄴㄷ’ 순 검색, 연령 별 검색, 신

체부 별  검색 등 지원

—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 작성: Ⅱ장 4 에서 검토하여 

정리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항목들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

는 인터넷 건강정보 련 메타데이터를 재구성함. 

— 본 연구에서 실제 활용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

∙웹사이트의 URL, 제목, 목 , 포함하고 있는 질병의 종류, 포함하고 있

는 건강 험요인, 상 연령 ,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확인일자, 검색

어와의 합성, 최종갱신날짜, 경고에 한 문구게시, 웹사이트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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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웹사이트의 재정  출처, 피드백 창구, 도움말 제공, 검색기능 제

공, 사이트 맵 제공, 질 리 방법, 개인보호 정책, 운 체계에 한 설

명, 법령 수, 제공정보의 출처, 정보제공 주체, 이해 계에 한 명시, 

신체부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를 ① 검색  

분류, ② 핵심 건강정보 안내, ③ 상세 건강정보 안내, ④ 평가 등 4가

지 목 으로 활용하고자 함. 

∙ 검색  분류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과 분류에 활용되

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메타데이

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목 ,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정보제공 

주체, 질병의 종류, 건강 험요인, 상 연령 , 신체부

∙ 핵심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한 간략

한 설명을 제시하여 정보 악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URL,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의 목   소개, 최종확

인일자,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검색어와의 련성

∙ 상세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과 련한 상세한 설명에 해

당하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갱신날짜, 

정보제공주체, 피드백창구, 도움말 제공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이

트 맵 제공여부, 질 리 방법, 경고에 한 문구 게시여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한 문구 게시여부, 법령 수에 한 문구 게시여부 

∙ 평가 메타데이터: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형식과 내용 평가에 활용하

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목   소개, 최종갱신날

짜 명시, 정보제공주체 명시, 피드백 창구의 유무, 도움말 기능 제공

유무, 사이트 맵 제공여부, 질 리 방법 명시, 경고에 한 문구 게

시여부, 개인보호정책에 한 문구 게시여부, 제공정보의 출처에 한 

명시, 법령 수에 한 문구 게시여부

—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건강증진정보’, ‘연령 별 정보’, ‘질병정보’, 

‘신체부 별 정보’, ‘지식정보’, ‘행정  법령정보’ 등으로 구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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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상인 건강정보 웹페이지에 한 분류 정의를 통해, 수집 시 분류

된 DB에 자동 장 되도록 설계함. 1차 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 되는 

역은 ‘흡연’, ‘고 압’, ‘뇌졸 ’, ‘당뇨병’, ‘ 암’의 5개 건강정보와 학

논문, 의료 련법, 건강증진 련법, 건강강좌‧행사 내용임. 

—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첫 단계 작업인 수집 상을 지정에서는 수집  

색인의 상을 지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용엔진 혹은 리자가 임

의로 디 토리를 지정하거나 패턴을 정의함. 

— 수집된 건강정보는 미리 지정해 둔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자동 여과됨(1

차 자동평가). 

—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여과하는 메타데이터 항목 이외에 해서는 리

자의 확인작업을 거쳐 메타정보를 입력하게 됨(2차 리자 평가).

— 문가 평가는 해당 분야의 문가 2인이 2차 리자평가를 통과한 건

강정보 웹페이지에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3차 문가 평가) 문

가 평가는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완 성, 내용의 성, 내용의 유해

성, 내용이 최신성의 5가지 항목에 해서 이루어짐. 

— 1, 2, 3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웹페이지의 평가결과에 한 최종 확인 

단계로써 최종 리자 평가가 있으며, 이 단계를 통과하면 서비스 DB에 

등록이 가능하며,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의뢰 과정을 거치게 됨. 

— 서비스 될 건강정보 DB가 생성된 이후에 이용자들은 건강정보 평가시

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건강정보에 한 검색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됨. 

□ 홈페이지 구성

— 건강정보 검색, 사이트 등록, 건강뉴스, 건강정보 질 리, 열린 장 등

을 구축하여 일반인  보건의료 문가(교수, 연구자, 련업무 종사자 

등)를 상으로 인터넷상에서 검증된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개발된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건강정보 장'( 문으로는 ’Health 

park‘)으로 명명하 으며, URL은 문명을 그 로 이용하여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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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ealthpark.or.kr'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함. 

— ‘건강정보검색’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분류별로 '메타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어를 이용한 ‘일반검색’, ‘ㄱㄴㄷ순 검색’, ‘분류별 검색’, ‘신체부

별 검색’이 가능함. 

— ‘사이트 등록’은 본 사이트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사이트를 제외

하고 재 운 되고 있는 건강 련 사이트의 운 자가 직  자신의 사

이트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됨. 사이트 등록을 

원하는 사이트의 운 자는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수 이후에는 

해당분야의 문가들이 사이트에 한 평가를 실시하게 됨. 

— ‘건강뉴스‘는 ‘건강 련 기사’와 ‘건강강좌‧행사’로 구성되며, ‘건강 련

기사’에서는 매일 기사화되는 건강 련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기

사내용은 ‘건강길라잡이’(http://www.healthguide.or.kr)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소식'과 DB를 연계하여 운 됨. ‘건강강좌‧행사’는 국 3차 의

료기 을 심으로 정기 ‧비정기 으로 실시되는 건강강좌나 건강 련 

행사를 안내하는 서비스임. 

— ‘건강정보 질 리’는 ‘건강정보평가동향’과 ‘건강정보이용동향’으로 구

성되며, 국내‧외에서 진행 인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연구논문  

간행물,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사례들을 소개함. 

— ‘열린 장’은 ‘자료실’과 ‘신고센터’로 구성되며, ‘자료실’은 건강정보 이

용 련, 건강의료 련, 건강수칙 련된 내용을 게시  형태로 제공하

고, ‘신고센터’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허  건강정보, 과  건강정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건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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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政策的 提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력기 들이 한 로 제공되는 인터넷 건강정보

를 검색하고 이에 하여 문가들이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여과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으며, 일반인  문가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함.

— 한, 건강정보 제공자들이 건강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 으로 

수하여야 할 규정을 제정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며, 건강정보 질 

련한 문헌  정보, 이용자들의 이용과 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 시 발견한 잘못된 건강정보의 신고

센터 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에 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 인 측면에서 사회 ‧국가 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성내

용, 평가  서비스의 질 향상, 유지 리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심과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은 양질의 건강정보 활

용 진, 양질의 건강정보의 개발  유통 진, 건강정보의 사회  효

과성 증진, 탄력 인 정부의 역할에 한 국민의 신뢰감 증진이라는 측

면에서 활용성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됨. 

□ 정책  제언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리 운 의 문화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원회의 문성 강화

—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한 지속 인 감시 활동 개 

—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의 공  동향 분석

—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의 이용실태  평가시스템에 한 사회 인 요

구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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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체계의 보완 

□ 한계  

— 다수 평가자들의 평가에 의한 객 성 확보의 어려움

— 제한된 건강정보의 범 (흡연, 고 압, 뇌졸 , 당뇨병, 암 등 5개 범주

의 건강정보)에 한 시스템 구축

— 검색 상 웹사이트의 범 의 제한이 필요함(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주체, 

 공공, 민간)

□ 추가연구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의 객 성  신뢰성 제고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리의 자동화  지능화

— 상 건강정보 범 의 확

— 인터넷 건강정보 공 자의 건강정보 제공 표  마련

— 편리하고 효과 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방안 개발  교육

—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활용시스템을 이용자의 요구 심으로 조정



Ⅰ. 序 論

1. 硏究의 必要性

   최근 인터넷 련 정보기술이 속히 발 하고 인터넷 이용자  시장 규모

가 증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 이 커지는 등 인터

넷의 사회‧경제  향력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경제수 의 향상, 의약분업 실시, 

건강에 한 심 증가 등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수요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건

강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충분한 정보  지식의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잠재

하여 왔던 원격의료수요의 표출  이에 한 의료계의 극 인 공 의지, 환

자  환자가족의 의료에 한 지식 증가 등의 변화가 속히 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보와 지식의 달방법, 수량, 속도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한 보건의료 정보  지식은 무료 (propagation), 나눔 는 공

유(sharing), 사업(business or commerce), 서비스(service) 등 다양한 목 으로 제

공되고 있다.

   2002년 12월말 재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는 26,270천 명이며, 이는 체 인

구의 59.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의 이용률 22.4%와 비

교할 때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재도 꾸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한

국 산원, 2003). 한 인터넷 보 률은 51.5%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2). 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87.3%가 인터넷을 통

1) 본 자료는 만 6세 이상인 인구 에서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 으

로 함.

2)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보 률은 2001년말 재 51.5%로 미국

(53.9%)에 비해 낮았으나 홍콩(39.3%), 일본(37.8%), 만(35.1%), 싱가포르(29.9%)보다는 높았

다(연합뉴스, 200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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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20.1%가 정기 으로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민, 2001).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 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는 

불건 성의 래라는 사회 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다. 기존에 사회 으로 문

제가 되어 오던 음란물 유통  유포, 개인정보 유출, 도박, 불법 고 등을 더

욱 조장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정보자원의 손실 는 정보

망의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건강정보 유

출 등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해, 

의료기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

인 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 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과 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 한 상행 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하여 한 평가기   체

계를 용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 즉,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분류, 평가시스템과 그에 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합한 건강정보 유통  활용을 유도하여 부 합한 건강정보

의 유통을 억제하고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 활용을 진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사회  효용을 극 화할 필요가 있다.

2. 硏究目的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검색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정확성, 신뢰성, 안 성 등)을 평가하고 건 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자 한

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수집하여 품질기 에 근

거하여 련 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 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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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제공 사이트의 등록, 건강정보 제공  활용에 한 바람직한 원칙(강

령)의 제정  홍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다. 

   첫째,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자에 의해 제작

된 건강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

들이 양질의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문제가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에 해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에게 양질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수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 계자(제공자, 이용자, 건강정보 문가, 연구자, 정부 등)

들의 건강정보 제공  이용에 한 의견교환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3. 硏究方法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건강정보가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이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구축

을 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가. 旣存文獻 察, 인터넷 檢索  先進國 視察을 通한 資料蒐集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한 규제  인증을 실시하

고 있는 국가를 상으로 인터넷 자료 수집‧분석  지 방문을 통한 인터넷 

건강정보 법 규제  인증제도 등 련 자료를 수집한다. 그 외에도 인터넷 건

강정보의 황, 품질평가 결과, 활용실태 등에 하여 분석한다. 

   나. 健康情報의 領域別 區分에 따른 健康情報의 分類

   건강정보의 분류는 기존의 건강증진, 보건의료 분야에서 분류하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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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분류하 다(表 Ⅰ-1 참조).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건강정보는 크게 

건강증진정보와 질병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정보는 9개 역의 건

강생활과 8개 질환에 한 자가진단을 포함하게 되고 질병정보는 18개 역의 

질환에 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질병정보는 국제질병분류코드

(ICD-10)에서의 분류를 참고하 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음). 

의 분류에 따라 검색  평가되는 인터넷 건강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계획

에 의하여 정리하여 제공되는 신뢰할만하고 장기 으로 안정된 정보를 주요 

상으로 하고자 하 다. 

〈表 Ⅰ-1〉 健康情報 領域別 分類

구분 분류내용

건강증진정보

건강생활 

(9개 역)

식이, 수면, 운동, 음주, 흡연, 환경오염, 스트 스, 약물, 

생활양식

자가진단 

(8개 질환)
암, 고 압, 당뇨병, 심장병, 간염, 고지 증, 뇌졸 , 치매

질병정보

(18개 역)

감염성질환, 신생물, 액질환, 양  사질환, 정신질환, 신경계질

환,   부속기질환, 귀  부속기질환, 구강장애, 순환기계질환, 호

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피부  피하조직질환, 근골격계  결합

조직질환, 비뇨생식계질환, 임산‧출산  산욕기 질환, 선천성 기형, 

각종 사고 

   다. 웹사이트 構築方法論에 根據한 인터넷 健康情報評價시스템 開發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http://www. 

healthpark.or.kr/)은 웹사이트 구축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획하고 개발하 으며, 개발

리, 테스트, 시범운  등을 거쳐 문제 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료하 다. 연

구의 추진단계별로 련 문가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 다.



Ⅱ.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의 理論的 背景

1.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의 意義

   가. 意義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의 원활화 등을 통

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환자)교육, 질병 리, 임상  의사결정 지원, 의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리의 효율성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용이하게 한다(Ball & Lillis, 2001). 

   그러나, 인터넷은 신 인 도구로써 우리에게 정 인 측면에서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문제 이 증가하고 있다. 음란물의 유

통량 증가, 개인정보의 유출 는 불법매매, 크래킹(cracking), 컴퓨터 바이러스

의 빈번한 출 , 정보의 과다 유통 등 사회 반에서 문제 이 야기될 뿐만 아

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 는 불완 한 건

강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들의 오용으로 인한 질병 악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리  올바른 활용을 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건 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여과

시켜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공 자  건강정보 이용자 모두에게 건 한 건강

정보 제공  활용 행 를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  효용을 

극 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향

상을 한 평가  인증을 한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윤리 이며 질 높

은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을 진하고,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

키는 노력들이 련 문가들의 력  정부의 지원 등 다각 인 방면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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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主要 槪念 定義

   본 연구에서의 주요 핵심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하여 사용하

다. 

1) 건강정보

   ‘건강에 련한 정보’에 해서는 보건정보, 의료정보, 보건의료정보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이들은 체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

으로 ‘건강정보’는 건강증진‧질병 방, 진단‧치료에 한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

가 많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는 건강, 보건, 의료 등 인간의 건강에 련된 모든 

정보를 포 으로 의미하며, 일반인, 보건의료 문가, 학생, 환자  환자가족 

등을 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를 지칭한다. 인간의 건강과 

련된 생활습 정보, 질병정보, 보건의료 학술정보, 건강 련 법령정보 등을 포

함하고 있다. 

2)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는 건강정보의 질에 한 일정한 기 에 의거하여 건강

정보를 질을 단함을 의미한다. ‘평가’는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

보 평가시스템’내에서 검색  분류된 건강정보에 하여 련 문가들이 실

시한다. 평가의 기 은 내용의 정확성, 완 성, 성, 유해성, 최신성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평가기 의 용  차는 개발된 평가시스템

의 리자시스템에서 설명한다(제Ⅳ장 참조). 

2.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  利用 關聯 硏究動向

   인터넷은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한 

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련하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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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학계  연구계의 심이나 주요 이슈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

(quality) 확보  리, 이용자의 올바른 활용에 한 문제이다. 이와 련한 연

구자들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을 확보하기 한 기술개발, 평가, 분석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결함이 있는 정보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 한 정보의 분포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그릇된 건강정보의 험을 보고하고 있는 수 이다(Eysenbach, 2002).

   가.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基準  方法 硏究 

   인터넷의 건강정보는 질병에 한 설명에서부터 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공통 이 없는 다양한 수 의 자

료들의 집합인 건강정보를 단일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기 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들이 각기 다른 질 평가 기 을 사

용할 수도 있다(Purcell, et al., 2002).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한 요구와 그 이용

이 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 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그러한 평가도구를 토 로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  여과를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가 요

구되고 있다. 확립된 평가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의 평가기 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 까지 이루어져 

온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기 이나 그 방법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dad와 Gagliardi(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

이트를 평가하는 도구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 총 47개의 

평가도구가 확인되었으며, 그  14개는 평가에 쓰이는 기 에 한 설명이 제

공되며, 5개는 그 사용에 한 설명이 제공되었지만, 평가수치에 한 찰자 

내부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에 해 제공하고 있는 평가도구는 없었다. 이 연

구는 완 하게 개발되지 않은 평가도구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거나 

심을 끄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  평가시스템의 개발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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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뒤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51개의 평가도구를 추가로 발견해냈지만, 모두

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Gagliardi & Jadad, 2002). 

   Kim 등(1999)은 메드라인(Medline)과 여러 인터넷 검색엔진들을 사용하여 질 

평가와 련한 문서들을 검색하고, 건강 련 웹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 에 한 연구를 실시하여 웹사이트 24개와 5개의 논문 등으로부터 29개의 

평가도구와 논문을 통해 165개의 평가기  항목을 마련하 으며, 이  132개

를 12개의 분류로 그룹화하고 기타항목으로 32개로 구분하 다. 이 연구의 결

과 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정보의 내용(content), 사

이트의 디자인, 미학  요소(aesthetics of site), 자(author)와 후원자(sponsors), 

개발자(developers) 등의 제시유무 등의 항목들이었다.

   지 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련 연구는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정보 

사이트 평가기   항목의 검토  국내 실정에 합한 평가기 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 마련된 평가기 을 토 로 국내 건강정보 

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기 을 개

발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47개의 건강정보 련 평가항목 에서 외

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방법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실에 맞는 평가

기 을 선정하 다(강남미, 1999).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기 , 정보가 제공된 일시, 정보의 성), 내용(제공되는 정보에 한 정확한 

지침, 출처의 제공), 목 , 디자인  기술(정보의 논리 인 구성, 용이한 근

성, 멀티미디어의 기능의 활용)을 주요  기 으로 선정하 다. 

    다른 연구로 기존의 여러 평가도구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건강정보 련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시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 의 

지침을 제시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평가기 은 내용성(content), 출

처(authorship), 목 성(purpose), 심미성(page aesthetics), 기능성(functionality), 피드

백(contact address and feedback mechanism)  비 보장성(privacy)의 7가지이다. 

한 이러한 평가기 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수정

과 보완이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손애리, 2000). 

   국내에서 실시된 건강정보 평가를 한 기   항목의 개발연구(정 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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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2000)에서는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평가 기 과 항목들을 종합‧

정리하여 8개 기 , 32개 항목으로 재구분하 으며, 이를 통해 재정리된 기 과 

항목에 하여 계 문가들의 항목별 요도 혹은 추가항목에 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가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 성, 성, 정확

성, 용이성, 권 성, 환류성, 지속성 등 7개 기 에서 모두 ‘매우 요함’ 는 

‘ 요함’의 의견을 보 고, 추가항목에 한 의견에서 개인정보의 기 성, 자료

갱신의 최신성, 정보의 최신성 등에 한 항목을 제시하 다.  

   국외에서 실제 운 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이트의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조사

하여 국내에 합한 근방법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이재옥 외(2000)는 HON 

code, Hi-Ethics 규정, 인터넷 의료정보감시단3)의 황과 문제 을 조사하여 국

내에 합한 근방법을 제안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실제 보건의료정보사이트

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웹사이트가 자율 으로 정화하고 감시하는 자율규제

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硏究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에 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 까지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한 조사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로 특정질병이

나 상태에 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형태로는 인터넷에서 단일 질

환에 한 건강(의학)정보를 평가한 경우와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을 상으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체를 평가하

는 경우와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 자체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연구 , 단일 건강정보에 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질이 불충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90여 개의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에서의 건강정보의 타당성은 질병 는 상에 따라 가변

인 것이어서 많은 경우에서 오도되거나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Gagliardi, 2002). 

3) 인터넷의료정보감시단은 http://www.opendoctors.net에서 활동하 으나 2002년 재 활동은 단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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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발열에 한 리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인터넷에서의 건강정

보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 정확성(accuracy), 완 성(completeness), 

일치성(consistency)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확성에서는 41개의 

웹페이지  4개만이 미리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mpicciatore, et al., 1997). 

   간염이라는 단일 질환에 하여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단 로 검색

한 후, 182개의 웹페이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염 련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의료정보의 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  건 성이 

인정되는 웹페이지’는 체의 73.1%(133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6.9%(49건)

는 과학 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한방

정보나 의학 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의 정보에서 보건의료행태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신정하, 2000). 

   우울증에 한 의료정보의 질을 검한 연구에서는 우울 임상진료 지침과 

부합하는 정도는 43  만 에 평균 4.7 , 우울증 리와 치료에 있어서 요한 

문제에 한 언 수 (issue score)은 17  만 에 9.8 , 내용에 한 주 인 

평가에 있어서는 10  만 에 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Griffiths & 

Christensen, 2000). 

   인터넷의 의약정보  일반 인 질환인 고 압에 한 평가기 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고 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기 에 따라 실증 으로 비교  평가하 다(홍은주, 2000). 평가기

은 정보의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일반사항으로 나 어 의약

정보 내용과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 으며, 국‧내외 각각 

30개의 사이트를 상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정보의 신뢰성과 편리성에서는 국

내‧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사이트의 신뢰성  일반사항에서는 국

외사이트가 국내사이트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로 자료의 보완성과 내부검색엔진의 유무, 사이트의 목 , 제작자의 명시, 재정

 후원명시, 비 보장, 피드백의 항목에서 모두 국내사이트가 국외사이트에 비

교하여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정 건강정보에 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 , 유방암, 우울증, 비만, 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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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의 건강정보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이들 건강정보에 한 근용이

성, 정보의 포 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가독성에 해 평가하 는데,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는 반 으로 우수하 으나 건강정보를 이해하기 한 높은 가

독 능력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개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유방

암, 비만, 소아천식, 우울증 등 여러 질환과 련한 정보를 검색하여 나타난 25

개 웹사이트를 상으로 34명의 의사가 각 질병에 한 핵심주제 26개를 정하

고 이에 한 31개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한 결

과, 각 건강정보에 한 핵심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에 한 평가결

과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유방암 16%, 소아천식 27%, 

우울증 20%, 비만 35%정도 다4). 정보의 정확성에 해서는 완 히 정확한 것

은 유방암 91%, 소아천식 84%, 우울증 75%, 비만 86%이었다. 체 웹페이지 

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아주 정확한 경우가 유방암은 63%, 소아

천식 36%, 우울증 44%, 비만 37%이었다5). 한 내용 에 이해 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단할 수 있는 것은 체 내용  53%, 유방암 43%, 소아천식 

52%, 우울증 73%, 비만 43% 등으로 나타났다(Berland, et al., 2001).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0개 사이트에 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

(서미경, 2000)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평가기 으로 목 성(명확성), 

성, 정확성, 신뢰성, 용이성, 환류성, 지속성 등의 8개 기 을 정하고 이를 토

로 보건의료정보 문가들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에서는 

50% 이상의 사이트가 부분의 평가기 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

켜주었고, 인터넷의 건강정보 질 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다. 消費 의 인터넷 健康情報 利用 行態 硏究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이용의 효과성에 한 우려와 심이 높은 가운

4) 평가자간 신뢰도＞0.90

5) Berland 등(2001)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범 (Coverage)와 정확성

(Accuracy)를 사용하 다. 범 (Coverage)는 None, Minimal, More than minimal의 3  척도로 구

분하 으며, 정확성(Accuracy) 역시 Mostly not, Mostly, Completely와 같이 3  척도로 구분하

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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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제 일반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이 건강정보를 찾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일반인들이 자신이 찾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할 때 지표로 삼고 있는 

주요 기 으로 정보제공기 의 권 성, 사이트 컨텐츠 배열(layout)의 문성, 

이해가능성, 컨텐츠의 문성, 과학 으로 입증된 자료의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일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응답하 는데, 이는 다른 여러 사이트간의 정보들을 서로 비

교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의료인

들의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다고 하 으며 동시

에 그들이 찾은 정보를 의사에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에서는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건강정보를 검색할 때, 의학 포털

사이트나 의학단체, 의학도서 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검색엔진을 통해 원

하는 정보를 찾았으며, 검색된 결과물 에서도 첫 번째 결과만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97.2%이었다. 검색된 결과 에서 선택하여 방문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후원하는 회사, 기 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20.9%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각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에 하여 일반인들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ysenbach & Kohler, 2002).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한 잘못된 이용에 해 경고의 소리들은 많았지만, 

그러한 부정 인 향에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 인 것

(physical; 부 한 치료방법, 부작용, 혹은 치료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것), 

감정 인 것(emotional; 밝 지지 않은 진단, 후, 치료 정보에 한 헛된 희망

이나 걱정으로 인한 것), 경제 인 것(financial; 불필요한 2차 진단소견과 부

한 서비스나 상품의 구매와 련된 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Crocco, et al., 2002). 

   DAERI(Database of Adverse Events Relates to the Internet)6)에서는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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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례들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

해(신체  혹은 정신 )입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 사례를 기술한 것, 둘째,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잘못 이해한 환자의 경우, 셋째, 인터넷에서의 연구나 

진단으로 인해 의사에게의 진찰이 무 늦어진 경우, 넷째, 인터넷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았거나 스스로 오진을 내린 환자의 경우, 다섯째, 인터넷 검색으로 인

해 주치의에게 반복해서 혹은 불필요하게 상담을 받은 환자 즉, 사이버 건강염

려증(cyber-hypochondria) 환자의 경우, 여섯째, 건강에 유해한 약물이나 상품을 

주문한 환자의 경우, 일곱째, 자살에 한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나 

뉴스그룹의 방문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환자의 경우이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증명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사용과 련된 잠재 인 피

해에 한 연구를 한 결과, 심리 인 피해와 신체 인 피해에 한 사례가 있

었다. 심리 인 피해에 한 보고는 Challis 등(1996)의 연구에서 2가지 사례가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는 임신한 부부가 의사로부터 태아가 약간의 뇌 뇌실

확장증(cerebral ventriculomegaly)이 있다는 진료소견을 들은 후 뇌수종

(hydrocephalus)에 하여 뇌수종의 증세와 치료에 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

하여 확인한 이후,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었던 경우 다. 두 번째 사례는 임산부

가 그녀의 태아의 후두부 두께가 7㎜라는 진료소견을 수하고 난 이후, 잘못

된 검색어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태아낭성수종(fetal cystic hygroma)에 

한 정보를 찾은 후 유산을 결심한 경우 다.

   신체 인 피해에 한 사례보고는 Hai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인터넷에서 하이드라진(hydrazine)의 체약품에 한 정보를 얻고 약을 복용한 

후, 간비 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3. 인터넷 情報의 管理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에 한 리의 필요성은 제공되는 정

6) http://www.medcertain.org/d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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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서비스의 불법성에 기인한다. 즉 음란정보, 성 매매 등 불건 한 음란 정

보  서비스의 제공, 사용자에 따라 정보의 차단 필요성 등은 인터넷에 한 

국가의 국민에 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자유주의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 인 리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  자유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의 불건 한 정보  서비스의 

유통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건 한 건강정보 

 서비스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에서 국가별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한 규제  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리  규제의 방식은 강제

인 법‧제도방식과 자율 인 방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7). 

   가. 强制的인 法‧制度 方式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란유해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이에 인터넷에

서의 표 의 자유와 규제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인터넷

의 불건  음란정보를 차단하기 하여 1996년 2월 1일에 통신품 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제정하 다. ‘통신품 법’의 주요내용은 음란물을 

통신망에 송신하는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도 시설을 제공한 통신업체는 2년 이

하의 징역 혹은 10만 달러의 벌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내용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품 법’

은 1997년 6월 헌 결이 내려졌으며, 1998년 10월에는 인터넷에서 어린이들

을 보호하기 하여 웹사이트 상의 음란물 제공을 17세 이상에 한하도록 하는 

소  CDA2로 불리는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통과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1996년 10월에 제안된 ‘인터넷상의 법‧유해한 컨텐츠에 한 

유럽 원회의 보고’에서 기존의 법률에 하여 인터넷상의 컨텐츠 규제 용을 

가맹국에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공개하는 행

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아동포르노‧아동매춘처벌법’이 1999년 1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7) 정 철‧박 애(2000)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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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1995년 4월에 발족한 정보통신 윤

리 원회에서 여러 법률의 련조항을 이용하여 음란정보 유통을 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자에 해 포르노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

킬 경우 법  제재를 가하기 한 비를 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불건  

정보 유통 방지사업, 정보통신 윤리 확산사업, 정보통신 윤리 련 조사연구사

업, 국제 력활동, 학부모 감시단 지원사업 등이며, PC통신, 인터넷, 화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한 건 화 책, 심의  시정요구, 이용 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통신사업법, 정보화 진 기본법, 청

소년보호법, 통신비 보호법,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성폭력처벌  피해자 보호법, 컴퓨터 로그램 

보호법, 작권법 등의 련 법규를 용한다. 우리나라 법제도 상에는 인터넷

을 활용한 건강정보에 한 포 인 법은 없으며, 부분 으로 건강 역 련

법에서는 건강증진법, 의료법, 약사법 등이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불법 이고 불건 한 컨텐츠  서비스에 한 국가별 법‧

제도 인 근방법은 인터넷의 분권화와 개방성의 이념  기 와 립되어 마

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가상공간(cyber space) 역시 우리가 

활동하는 실세계(real world)와 동일한 규범과 윤리, 상식이 용되어야 함을 상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自律規制方式

   자율규제방식은 강제성을 띄는 법  제재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건강정보의 

제공  이용에 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며, 등 부여,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여과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1) 等級附

   등 부여방식은 자율규제방식으로 일정기 에 따라 홈페이지의 내용등 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해당등 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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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표 인 것으로 웹 컨소시엄(w3w: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주도하

는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있다. 이는 해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하여 제정된 것으로 웹 컨소시엄과 인터넷 정보 제공자

들, 통신망 회사들, 소 트웨어 회사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격이

며, 인터넷 클라이언트 로그램에 내용 선택 기능을 용하여 내용등  능력

을 제공하여 정된 등 에 따라 속 가능/불가능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건강정보에 한 등 제 방식으로는 ‘인터넷상의 의료정보평가를 한 공동

체’(Collaboration for critical appraisal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에서 

제안하는 medPICS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PICS방식을 의료분야에 용한 

것으로서 등 구분을 한 기 과 항목, 그리고 각 항목별 기  등을 선결과

제로 하여 재 구상 이다.  

   이외에도 음란, 폭력성 사이트에 한 등 기 을 제시하고 등 을 정하

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PICS 규격에 거한 내용의 등 기 으로 비 리단체

인 RSAC(The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이 작성한 RSACi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이 있다. 

   이러한 등 부여방식에서 필요한 요소 의 하나로 차단 소 트웨어를 들 

수 있다. 차단 소 트웨어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등 에 따라 정해진 측정목록

에 해 근을 막아주는 ‘목록제한방식(블랙리스트방식)’과 반 로 가능한 목

록을 제작하여 열거된 사이트로의 근만 가능하게 하는 ‘화이트리스트’방식이 

있다. 그러나 목록 제작 시 주로 특정 단어나 내용, 문맥에 따른 획일 인 선별

작업은 지나친 방어기능으로 작용해 오히려 필요한 정보에의 근까지 막아버

리는 부작용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재 폭력  음란사이트의 근을 막아주

는 블랙리스트방식의 차단 소 트웨어에는 사이버패트롤(Cyberpatrol), 사이버시

터(Cybersitter), 넷내니(Netnanny), 서 와치(Surfwatc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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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情報提供 사이트의 評價

   정보제공 사이트의 평가는 크게 ‘기술  측면의 평가’와 ‘내용 질  측면의 

평가’로 나 어 볼 수 있다. 

   가) 技術的 側面의 사이트 評價方法

   기술  측면의 사이트 평가방법은  다시 ‘사이트 심 측정방식’과 ‘사용

자 심 측정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이트 심 측정방식’은 웹사이트에 가 방문하고 어느 페이지를 많이 

보았는지를 서버의 로그 일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이트 심 측정방식

의 인증기 으로 미국 ABC 회 산하 기 인 ABVS와 컨설 사로는 I/PRO가 

있다. 국내에서는 KT인터넷이 한국 ABC 회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 심의 측정은 자사 서버의 모든 로그 일이 공개된다는 험부

담 때문에 측정 업체의 선정에 신 한 편이다. 한 체 사이트에 한 견지

를 갖기 해서는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기 에 의한 동일한 소 트웨어가 설

치되어야 하는 한계 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이트에 한 트래픽 측정만 가능

하다.

   ‘사용자 심 측정방식’은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과정을 추 할 수 있도록 

PC에 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용자 심 

측정방식은 미국의 미디어 메트릭스, 넷 이 , PC 데이터 온라인 등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인터넷 메트릭스가 선보인 ‘인터넷 인

데스’ 서비스를 비롯해 온 디지털의 리얼 미터, 인텔리서치의 웹 인덱스, 코리

아 메트릭스의 웹 트래픽 미터 등의 서비스가 있다. 사용자 심의 측정서비스

는 표본 추출방식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패 구성이 

무작 추출이어야 하는데 자기선택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나) 內容 質的 側面의 評價

   ‘기술 인 평가’가 로그분석을 통한 사용자 방문횟수로 그 사이트의 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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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겨 평가하는 양 인 면에 심을 둔 평가라고 한다면, 평가리스트에 의한 평

가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고 질 인 면을 시하는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웹사이트의 평가는 수많은 평가방식이 있으나 부

분 정확성, 작성, 객 성, 최신성, 범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인터넷 質 評價 體制 

   ‘상류여과’ 방식의 평가체제는 민간단체들이 질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로 몇몇 평가자들이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이 동 이며 빨리 변화하

기 때문에 몇몇 평가자들이 체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류여과’ 방식의 평가체제는 민간단체는 스스로 평가는 하지 않고 평가기

만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정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기 에 비추어 평가해 보아야 하기 때문

에 질 높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받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表 Ⅱ-1 참조). 

〈表 Ⅱ-1〉 인터넷 上에서의 情報의 質 管理를 한 多樣한 시스템

     방식

 기

통제되지 

않은 원정보

간상태의 분류‧여과된 정보(상향식 질 리) 앙통제된 정보 

(하향식 질 리)재의 방식 가까운 미래의 방식

질 리 없음
몇몇 제3자의 분권화 

통제

다수의 제3자와 사용자에 

의한 분권화된 통제
앙통제

질 기 없음
제3자에 의해 만들어

짐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짐 앙기 이 제정

구조
무질서 

상태

무질서 상태지만, 사

용자는 선별평가서비

스에 의거 내려 받지 

않을 선택권 있음

무질서 상태지만, 사용자는 

몇 개의 등  소 트웨어

에 의해 자동 으로 검색

가능

지배구조

자료 원자료
제3자에 의해 평가된 

자료

자, 제3자 등에 의해 분

류된(평가, 가 치) 자료

편집되거나 통제

된 자료

여과장치 없음
제3자에 의해 상류여

과방식(검토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하류여과방

식과 공동방식으로 여과

앙기 에서 상

류여과( . 정부).

정보의 

통제
없음 제3자에 의해 평가됨

자료는 사용자 기 에 의해 

평가, 분류, 가 치 부여
‘검열된’ 정보

자료: Eysenbach, G., & Diepgen, T. L., "Towards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aluation, labelling, and filtering of information", BMJ, 1998, Vol.317, pp.149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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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으로 자가 소 트웨어의 힘을 빌려 하

류여과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민간단체가 만든 평가 기 안을 컴퓨터 언어로 

바꾸어 이를 통해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질 높은 자료를 걸러주는 

컴퓨터 소 트웨어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해서는 의료정보의 내용이 표 형태인 메타자료

로 제시되어야 한다. 

4. 인터넷 健康情報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일반 으로 ‘데이터에 한 데이터’로 정의되며 자원(resource)

의 속성(attribute)을 설명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안계성, 1998). 메타데이터는 

자원을 설명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의 치, 근방법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정보를 뜻한다. 메타데이터는 자원

의 내용에 한 사항, 다른 자원과의 계, 자원의 지  속성에 한 사항, 자

원의 물리  형식  생성일자 등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로 구

성된다(권형진, 2001). 메타데이터의 로 도서목록을 들 수 있는데, 도서목록에

는 책제목, 자, 출 사,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책 

자체에 한 정보로 책의 구입  활용에 도움을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건강정보를 찾아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

가를 거친 검증된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달할 때에도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에

서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본 인 메타데이터의 내용과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활용할 구체 인 메타데이터를 도출하기 하여 련 황을 

상세히 검토하 다. 

   가. 메타데이터의 內容

   메타데이터가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크게 자료 식별정보, 자료 특성정보, 자

료 형식서술정보, 자료 내용서술정보, 자료 검색정보 등으로 나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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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의 제작방법, 장방법, 장장소, 장일시, 자료의 색인  리 등

에 한 정보도 포함한다(表 Ⅱ-2 참조). 한 이들 정보들을 리하고 이용하

는데 있어 필요한 상세 근 정보나 네트워크 주소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즉,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URL도 일종의 메타데이터라 볼 수 있다.

〈表 Ⅱ-2〉 메타데이터의 內容 

구 분 내 용

자료식별정보 자료에 한 기본정보

자료특성정보 자료의 종류, 포맷, 크기, 길이 등 물리  요소

자료형식서술정보 자료의 외형 , 시청각 , 공간  요소

자료내용서술정보 자료가 표 하고자 하는 의미, 시간 , 질  요소

자료검색정보 자료 검색을 한 제목, 키워드 등

   나. 메타데이터의 活用 

   인터넷상의 디지털 자원에 효율 으로 근하기 해서는 사용자 심의 

근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기존의 도서 색인이나 목록과 같은 2차 정

보가 필요하게 된다. 메타데이터의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자원

을 하게 설명하여 손쉽게 소재를 악하여 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자

원의 내용이나 속성, 특성 등을 설명하여 선택과 평가를 한 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의 내용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

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통제하기 한 수단으로 리 활

용될 수 있다.

   즉, 메타데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기 한 도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찾아낸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리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호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메타데이터는 자원의 검색, 리, 내용평가  등 , 보

존, 작권 리, 자상거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 표

화는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과 공유, 일 된 검색, 비용 감을 해 필수 인 

작업이다(권형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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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健康情報關聯 메타데이터의 分類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와 련한 

문헌 고찰과 국내‧외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선진사례 분석에 의거하

여 수집  정리되었으며, 련 문가 자문회의  연구진의 내부회의를 통하

여 분류  정리되었다. 

   외국의 선행연구  련 사례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사이트와 건강정보를 평

가하는데 이용되는 항목들을 수집한 결과 건강정보 련 메타데이터로 활용시 

크게 9개 역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9개 역은 ① 웹사이트의 상  목 , 

책임자 명시, ② 정보의 출처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③ 내용의 질 보장

과 질 리 방법, ④ 고  후원에 한 명시, ⑤ 개인정보 보호, ⑥ 디자인 

 구조, ⑦ 피드백, ⑧ 공지  경고, ⑨ 법령 수 등이며, ①～⑨의 각 역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내용은 각 분류 역별로 정리하 으며 항목별 설명  

출처에 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表 Ⅱ-3, 4, 5, 6, 7, 8, 9, 10, 11 참조).

1) 웹사이트의 象  目的, 責任  明示

   ‘웹사이트의 상  목 , 책임자 명시’ 역에서는 웹사이트의 기본사항, 

목 , 상, 책임자, 주제의 명시, 재원투명성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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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CERTAIN, OMNI, DISCERN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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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3〉 웹사이트의 象  目的, 責任  明示

항목 설명 출처

웹사이트의 

기본사항 명시

‧사용자의 이해, 사이트의 이용 혹은 상품  서비스의 구

매나 이용에 향을  것 경우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상품, 서비스와의 재정

인, 문 인, 인  혹은 다른 연 성 등에 한 정보제공

‧조직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eHealth Code of 

Ethics

‧사이트 시작시기 명시

‧시작 URL 명시

‧출 자 명시

‧사이트의 제목 명시

‧우편주소 명시

MedCERTAIN

‧제공된 정보에 한 일반  확인 사항 명시

‧서 디 토리 포함한 웹페이지 수 명시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 ,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에 한 명시
OMNI

‧사이트의 이름, 주소 명시 EC Quality Criteria

목  명시

‧사이트의 목  명시
eHealth Code of 

Ethics

‧사이트의 목표  목  명시 MedCERTAIN

‧상업 인 목 을 포함한 사이트의 목  명시 EC Quality Criteria

‧목  명시 DISCERN

상명시

‧ 련 연령  명시

‧목표 상 국가 명시

‧주요 상 명시
MedCERTAIN

‧ 상명시 OMNI

‧ 련 상자 정의 EC Quality Criteria

책임자명시

‧사이트의 소유자,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 재정 인 심이 

있는 자

‧해당사이트와 연 이 있는 후원자, 력자에게 신뢰가 있

음을 보증하기 한 노력을 명시

eHealth Code of 

Ethics

‧정보제공자(서버 주체)의 국  명시

‧ 다수 종사인력의 국  명시

‧서버가 치한 국가 명시

‧웹사이트의 질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이름 명시

‧책임자의 자질  훈련정도 명시

‧ 자확인 방법 명시

‧ 자의 신분확인  소속정보가 실린 URL 명시

‧ 자의 훈련  자질 정보가 실린 URL 명시

‧정보제공자의 유형 명시

Med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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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3〉계속

항목 설명 출처

책임자명시

(계속)

‧웹사이트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격과 문 자격증에 한 정보를 제공함
Hi-Ethics

‧사이트 책임자 혹은 조직의 e-mail 등을 제공함
EC Quality 

Criteria

‧제휴, 략  제휴 그리고 주요한 투자자를 포함한 웹사

이트 소유자는 첫 화면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특

수한 내용의 작권 소유도 사이트의 항목과 화면에 명

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AMA

주제명시
‧포 하고 있는 문분야 명시 ‧포함하고 있는 주제 명시 MedCERTAIN

‧범  명시 ‧ 역(scope) 명시 OMNI

재원투명성

‧해당 사이트에 재원, 서비스  자료를 조달하는 상업  

혹은 비상업  기 에 한 정보를 포함한 재원 명시
HON

‧사이트의 재원에 한 투명도( 고, 비 리, 자발  후원, 

지원 , 기부 ) 명시

EC Quality

Criteria

  

2) 情報의 出處  蒐集過程, 更新日字 明示

   ‘정보의 출처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역에서는 갱신주기 명시, 정보

의 출처, 정보의 제작과정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HONcode, AMA, 

DISCERN,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HSWG, MedCERTAIN, OMNI에서 이러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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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4〉 情報의 出處  蒐集過程, 更新日 明示

항목 설명 출처

갱신주기

명시

‧사이트의 각 페이지와 주제의 갱신주기, 갱신날짜 등을 분명하

게 명시함
EC 

Quality Criteria

‧갱신된 날짜와 평가과정에 의한 기술을 포함하여 자기 평가도

구를 유지하는 방법 명시
Hi-Ethics

‧정보생성일 명시 DISCERN

‧자료 올린 날짜, 개정시기, 업데이트 시기 명시

‧갱신  시간에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의 과정을 알려주고 

하게 검토해야 함

‧특수한 내용의 주요한 개정 방향이 게시되어야 함

AMA

‧최신성 OMNI, HSWG

‧컨텐츠 제작시기, 갱신시기 등의 표 방법 명시

‧업데이트/개정주기 명시 MedCERTAIN

‧웹페이지를 수정  보완할 경우, 가장 최근의 수정/보완 일자

를 분명하게 제시함
HON

‧건강정보내용이 제작되고, 갱신된 날짜를 제공함 Hi-Ethics

출처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명백히 하고, 출 일을 명시함 EC Quality Criteria

‧정보원 명시 DISCERN

‧컨텐트 기고자 명시

‧제3자의 자료출처 URL 명시
MedCERTAIN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 출처를 명백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자료에 한 정확한 하이퍼링크를 제시함
HON

‧후원기 을 기재하고, 제3자 자료를 편집하여 사용할 시에는 

원작자와 원본날짜, 갱신날짜를 제공함
Hi-Ethics

‧출처 명시 HSWG

제작과정

‧자기평가 툴을 제공할 때 그 자원을 공개하고 그 실행에 있어

서 과학 인 기본을 하게 기술함
Hi-Ethics

‧정보의 수집과정 명시 ‧편집검토과정 명시 HSWG

‧임상경험이나 학문연구자료는 실제 자를 제공하고, 건강정보 

제작 시 자, 자격과 편집정책, 문가 검토의견을 제공함
Hi-Ethics

‧컨텐츠 선택  제작과정에 한 명시 EC Qua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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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內容의 質 保障과 質 管理 方法

   ‘내용의 질 보장과 질 리 방법’ 역에서는 정확성, 이해가능성, 최신성, 

정보제공자의 권 , 질 리 방법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HON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OMNI, HSWG, 

DISCERN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5 참조).

〈表 Ⅱ-5〉 內容의 質 保障과 質 管理 方法

항목 설명 출처

정확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 련 정보, 상품, 서비스에 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엄 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평가하는 노력에 하여 명시함

‧최 의 근거가 있는 일 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 하여 

명시함

eHealth Code 

of Ethics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료상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은 기재하지 않음

‧잘못된 주장을 포함하거나, 비효율 이거나 험한 생산품 

매에 건강정보나 고를 허용하지 않음

Hi-Ethics

‧정확성

‧완 성

‧거부
HSWG

‧정확성 OMNI

이해가능성

‧이해하기 쉬워야 함

‧정보  서비스는 이해하고 사용용이 하여야 함

‧ 상자가 분명하고 읽기 쉬우며, 한 언어로 정보제공, 상

품  서비스에 해 기술함

eHealth Code 

of Ethics

‧고객이 읽고 이해가 용이하게 편집함 Hi-Ethics

‧ 상에 한 표 방법이 함 MedCERTAIN

‧ 성 ‧유용성 HSWG

최신성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함
eHealth Code 

of Ethics

정보

제공자의 

권

‧의료인  련 문인들만이 해당 사이트의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비의료인인 문가나 기 의 정보가 하

나라도 있으면 이에 해 명백하게 기술하여야 함

HON

‧ 자의 권 와 명성에 해 명시 O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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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5〉 계속 

항목 설명 출처

질 

리방법

‧편집내용, 자료올림, 자원의 지침은 AMA Scientific Publications

의 사이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 시키며, 모든 Scientific 

Publications과 고객 사이트 정보는 이 지침을 고수해야 함

‧내용은 올리기 에 질(독창성, 정확성, 신뢰성)을 하여 검토

되어야 함

‧의학  편집내용은 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된 것

에 의하여 하게 개정되어야 함

‧내용은 올리기 에 문법, 철자, 작문에 해 검토해야 함. 편집 

과정의 차와 내용 검토의 방법은 사이트에 명시되어야 함

‧내용의 질을 해 책임지고 있는 직원 구성원과 다른 개인의 

리스트는 사이트에 올려야 함

AMA

‧내부 인 질  리 차 제시URL 명시

‧질 리방법 명시

‧제3자 평가 로그램 가입여부 명시

‧자율규제/윤리강령 가입종류 명시

‧강령가입상태 확인 가능한 ID 혹은 URL 명시

MedCERTAIN

‧ 반 인 질에 한 평가 DISCERN



54

4) 廣告  後援에 關한 明示

   ‘ 고  후원에 한 명시’ 역에서는 후원  력 계에 한 명시, 

고원칙에 한 명시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6 참조).

〈表 Ⅱ-6〉 廣告  後援에 關한 明示

항목 설명 출처

후원  

력 계에 

한 명시

‧해당사이트와 연 이 있는 후원자, 력자 등 한 신뢰가 

있음을 보증하기 한 노력 등 명시

eHealth Code of 

Ethics

‧주요 재정  출처 명시

‧ 찬/기부자의 여 정보 설명 URL 명시

‧재정  찬 혹은 기부자(기 )의 URL 리스트 제작, 링크제

공에 해 명시

‧ 찬/기부자의 여 정보 설명 URL 명시

MedCERTAIN

‧특수한 내용의 자원( 자의 필명이나 이름, 기 , 부서 등)과 

자나 내용 작자의 제휴와 련된 재정 인 내용은 명백

히 공개해야 함

AMA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 혹은 트 에 한 계 명시 EC Quality Criteria

‧지원이나 요한 재정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 시 주요 재무

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공개함
Hi-Ethics

고원칙에 

한 명시

‧해당 고가 재원 출처에 련된 경우 이를 명백하게 기술함 HON

‧건강 련 상품 혹은 서비스 매를 고하기 한 모든 내

용에 한 명시

‧상품 는 서비스의 효능, 성능, 이득 등에 한 주장 등에 

한 명시

eHealth Code of 

Ethics

‧ 고나 상업  찬자에 한 정보 확인 방법 명시

‧ 고나 상업  찬정보가 있는 URL 명시

‧사이트 내의 고에 한 리권한 유무 명시

MedCERTAIN

‧특수한 내용을 한 재정이나 다른 후원은 명백하게 표기되

어야 하고, 내용은 고  후원의 원칙에서 기술된 고와 

쉽게 구별되어야 함

AMA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의 理論的 背景 55

5) 個人情報 保護

   ‘개인정보 보호’ 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한 명시, 개인정보사용

에 한 동의, 온라인 진료의 제한 에 한 공지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

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7 참조).

〈表 Ⅱ-7〉 個人情報 保護

항목 설명 출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한 명시

‧해가 없게 함

‧환자의 기 을 보호함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개인비 에 하여 잠재 인 험

이 있음에 해 공개함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의무를 존 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은 근에 

한 한 차를 마련함

eHealth Code of 

Ethics

‧제3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하거나 근이 있을 때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과 수집의 목 을 알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

록 고객에게 설명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안 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선언

을 하고 정보는 개정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며, 정보 삭제요

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하여야 함

‧제3자가 건강 련 개인정보에 근했을 때 사이트에서 제

시한 원칙에 따르고 고객에게 제3자의 근  사용에 

하여 알리고 선택하도록 함

Hi-Ethics

‧내용 근 제한, 기재의 요구, 암호 보호, 지불(문서배달 

등) 그리고 라이버시에 한 정보는 찾기 쉽게 제공되어

야 함

AMA

‧개인정보정책의 치 명시 MedCERTAIN

‧개인정보의 사용  장방법을 포함한 모든 비 보장과 

개인성 보장의 정책을 분명하게 명시
EC Quality Criteria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라이버시에 하여 잠재 인 

험이 있음에 한 공개

eHealth Code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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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7〉 계속

항목 설명 출처

개인정보 

사용에 한 

동의

‧개인의 자료가 수집되고 사용되며 공유되는지의 여부 혹은 

방법을 결정할 사용자의 권리를 존 함

‧ 자상거래 사이트는 거래 시 사용자에게 명백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온라인상으로 개인 이고 특정한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의

료 문가들은 환자  고객에 한 기본 인 윤리의무를 

존 하여야 함

eHealth Code of 

Ethics

‧건강 련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자 동의에 의한 부분만 사

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허용치 

않으며, 건강 련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는 개인보호정책에 

요한 변화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공지함

Hi-Ethics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환자  방문자의 인 사항을 포

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존 해야 함
HON

‧ 자상거래 사이트는 거래 시 사용자에게 명백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eHealth Code of 

Ethics

온라인진료

의 제한 에 

한 공지

‧온라인 건강 리에 한 한계에 하여 고객과 환자에게 

교육하고 알려

‧온라인 진단  권고에 한 제약에 한 명시

‧온라인 자문은 보건의료제공자와의 면 면을 체할 수 없

음에 한 공지 등

eHealth Code of 

Ethics

‧ 재 윤리코드는 건강 문가들이 건강 리를 웹사이트에 

제공하 을 때와 사용할 때 용하지만 모든 고객과 문

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시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만 가능하고, 사용자는 정확한 건강문제의 진

단을 해서는 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함을 공지함

Hi-Ethics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의 환자와 의사간의 

계를 보완하기 한 것이며, 체하기 한 것이 아님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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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構造

   ‘디자인  구조’ 역에서는 근성, 편리성, 링크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EC Quality Criteria, AMA, MedCERTAIN, OMNI, HSWG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8 참조). 

〈表 Ⅱ-8〉 디자인  構造   

항목 설명 출처

근성

‧물리 인 근가능성에 한 가이드라인 제시

 (발견가능성, 탐색가능성, 가독성, 사용가능성 등)
EC 

Quality Criteria

‧ 근성 OMNI

편리성

‧사이트는 찾기 쉬운 장소에서 최 으로 볼 수 있는 랫폼

이나 라우 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PDF 일을 다운받는 방법과 필요

한 소 트웨어를 얻는 방법을 제공하며, 어디서 제공하는지 

찾기 쉽게 링크를 제공해야 함

‧사이트를 쉽게 이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사이트 맵이나 

조직도를 제공하고 도움말, 검색 엔진이나 이동 도구를 제공

해야 함

‧ 재 사이트에서 이 의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게 하고 사이

트 방문자가 알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면 안 되

며,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의 임을 사용해서도 안 됨

AMA

‧이용자의 편리성  이용성 정도

‧검색기능의 유무

‧도움말, 사용법 설명의 유무

MedCERTAIN

‧사용의 용이성 OMNI

‧구성(항해)

‧논리  구성

‧ 근의 용이

‧내부검색능력
HSWG

링크

‧내부사이트와 외부사이트 내용은 올려지기 에 검토하고 

유지하며, 모니터링 해야 함

‧만약 링크가 제 로 기능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함

AMA

‧외부, 내부 링크의 성 MedCERTAIN

‧링크의 선택의 함 ‧역 링크(back linkages) HS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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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드백

   ‘피드백’ 역에서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한 환류(feedback) 

서비스를 제공여부와 련된 내용을 범주화하 으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MedCERTAIN, HSWG, DISCERN  등

에서 피드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9 참조). 

〈表 Ⅱ-9〉 피드백

항목 설명 출처

피드백

‧사이트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한 기회를 제공함

‧e-health 윤리강령에 하는지 모니터링 함
eHealth Code 

of Ethics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련하여 불편사항에 한 신고사항이

나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Hi-Ethics

‧웹사이트의 개발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정보를 달하도록 하

며, 보다 상세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는 방문자들을 하여 

연락처를 제공함

HON

‧사용자 피드백, 각 페이지의 담당자를 명시함 EC Quality 
Criteria

‧피드백 방법

‧피드백장치 발견 가능 페이지

‧이용자가 피드백 이용 가능한 우편주소

‧일반  피드백을 한 화번호

‧내용에 한 논쟁 가능한 피드백 e-mail 주소

‧e-mail  피드백에 답변 여부

‧최 응답시간

‧기술  문제 논의를 한 e-mail 주소

MedCERTAIN

‧피드백

‧맞춤서비스

‧커뮤니티
HSWG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한 방법 DISCERN

8) 共知  警告

   ‘공지  경고’ 역에서는 건강정보 이용에 한 경고, 이해 계에 한 고

지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Hi-Ethics, MedCERTAIN, HSWG, DIS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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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10 참조). 

〈表 Ⅱ-10〉 共知  警告

항목 설명 출처

이해 계에 

한 고지

‧인터넷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험이나 책

임에 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거

나 사이트 내에서 이동시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Hi-Ethics

‧이해 계 충돌 유무

‧이해충돌의 생략시 이에 한 공개

‧충돌이 있다면 이에 한 공지

‧ 험에 한 공지 URL

MedCERTAIN

‧경고 HSWG

‧치료방법에 한 효과, 이득, 험에 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의사결정에 한 

공유

DISCERN

9) 法令 遵守

   ‘법령 수’ 역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는 서비스가 

련법령에 합당한지를 선언하는 내용 등을 심으로 범주화하 으며,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表 Ⅱ-11 

참조). 

〈表 Ⅱ-11〉 法令 遵守

항목 설명 출처

법령 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무료, 환불, 에 하

여 연방법  주법에 동의함
Hi-Ethics

‧특정 치료법, 건강 상품, 서비스 등에 한 이익  수행

에 련된 모든 사례는 조항 4(정보출처)에 기술된 방식에 

따라 하고 립 인 근거에 의하여 제공함

HON

‧진실되고 속이지 않음
eHealth Code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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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槪要

   의료소비자가 의료에 개입하게 되고 소비자의 권한이 증가하며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정보가 리 확산되는 시 에 있어, 인터넷 건강정보의 

소비자가 구이며, 이러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건강정보 소비

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정보를 찾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이

는 정보가  세계 인 수 에서 개인 수 까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되

도록 할 것이며, 정보 제공의 양과 질에 한 논쟁, 개인정보 보호  근에 

한 이슈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Powell & Clarke, 2002).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은 인터넷 자체의 성격과 빠른 달력으로 많은 정보사

용자들에게 잠재 인 이익 혹은 해를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은 

인터넷 무정부 혹은 자유시장의 폐해로 표 될 정도로 요한 문제로 등장하

다(Potts & Wyatt,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회‧경제  향력  요성이 

증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

보가 증가하고, 이를 찾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

는 건강정보는 보건의료 문가, 정보 문가, 건강정보 소비자들의 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리  올바른 활용을 하

여 건강정보의 질을 보장하거나 단 시 필요한 기 , 제공 시 필요한 기 들

이 계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질 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한 국

‧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윤리 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의 제

공  활용을 진하며,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動向 61

   지 까지 시행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  평가는 크

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

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모니터링, 평가  안내

시스템 운  등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行動綱領(Code of Conduct) 

   행동강령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

는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자들이 스스

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수되는지 여부를 검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범 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며, 이해 계자의 합

의가 이루어진다. 비교  손쉽게 필요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에 

상 없이 운 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험이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강제성이 없으며, 웹사

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행동강령의 로는 HONcode,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Hi-Ethics), Guidelines for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을 들 수 있다. 

   나. 第3  認證(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제3의 기 이 웹사이트에 해 평가하고 질 리 기 에 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로고나 상징물을 부착하여 사이트 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서 표 을 만

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 리

에 있어서 가장 발 된 방법으로 일반 으로 정보제공자가 평가비용을 지불하

게 된다. 명확한 기 이 일 되게 활용되어 객 일 수 있으며, 윤리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

으로 쉬운 장 이 있는 반면,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용 는 조직의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집행이 인

가(accredit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 검토와 인증의 경우 다량의 인



62

력과 재원이 필요하다. MedCERTAIN, URAC, OMNI, HII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국내의 헬스로드, 한 공의 의회 의사인 제도, 한의학회 웹사이트 인증사

업 등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 道具 로그램을 利用한 個別評價(Tool-based Evaluation)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 이

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공자는 비용

이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는 기 도구개발에만 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 이 있으나,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도

구개발과정에서만 문가가 참여하고, 도구의 사용과 정보의 평가는 개인에게 

담하기 때문에 도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 이 있다. Health 

Summit Working Group (HSWG), DISCERN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모니터링

   건강정보에 한 모니터링 실시는 주로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해 이루어

져왔다. 건강정보는 실제 개인의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정보의 실태와 문제 을 면 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시 에서 건강정보

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정기 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한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제도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방송‧인쇄매체상의 건강정보에 한 모니터링은 지속 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 한의사 회’에서 2001년부터 실시해 왔다.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모

니터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8)에서 2001～2002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서 다음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8) 서미경‧정 철‧오유미 외,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한 기반 연구 Ⅱ』,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2, 정 철‧오유미 외,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한 기반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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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정보의 실태와 문제 을 면 하게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축 하고 토 를 마련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문제 을 종합하여 건강정보 제공자  이용자

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건강을 한 건 한 건강정보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감시결과를 토 로 이와 련한 정부정책사업, 후속연구  조사사업의 

기 로 활용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건강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다. 

   마. 평가  안내 시스템 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자리 잡은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를 한 여타의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자체 인 기   평가

과정을 거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 호주, 캐나다, 스 스 등은 자국

민들을 상으로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건강정보포탈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한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주를 이루는 

국가들을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정보 포탈사이트의 운 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강령, 제3자 인증,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 모니터링, 평가  

안내시스템 운  등 5가지 방식들이 갖는 장‧단 과 각각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表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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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評價시스템 方法

방법 장 단

행동강령
1)

‧ 개 범 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개발

‧이해 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짐

‧부문별 근이 용이함

‧필요시 개정이 비교  용이함

‧조직 크기에 상 없이 시행할 수 있음

‧회사의 목 과 윤리  환경 사이에 시

지 효과가 있음

‧구속력이 없음

‧오용되기 쉬움

‧강령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비특이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측정하기 어려움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 측정이 어려움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사례
‧HONcode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제3자 인증
1)

‧독립 인 검증과 재검증을 제공함

‧객 일 수 있음

‧윤리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요할 수 있음

‧정보제공자에 한 교육을 강요

‧명확한 기 이 일 되게 활용됨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 으로 쉬움

‧질(quality)의 구별도구로 사용 가능함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큼

‧비용 는 조직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음

‧사용자의 무 심

 (알지 못하거나 심이 없음)

‧제공자의 무 심

 ( 심이 없거나 할 수 없음)

‧집행이 인가(accreditation)에 의존함

‧매뉴얼 검토와 인증에 많은 인력과 자원 

필요함

 사례 ‧OMNI   ‧HON   ‧URAC   ‧MedCERTAIN    ․MedCIRCLE   ‧HII

도구를

이용한 

사용자평가1)

‧과정의 일 성

‧객 성을 장함

‧사용자의 무 심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측정이 어려움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도구개발과정에서만 문가가 참여함

‧안 성에 한 잘못된 인식  수 있음

‧최신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타당성(validity)을 확립하기 어려움

 사례 ‧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HSWG)      ‧DISCERN

모니터링

‧새로운 문제  발견용이

‧ 극 인 질 리 방법

‧비용 부담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가  

안내시스템 

운

‧정부가 공 인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 연결  안내

‧민간건강정보제공사이트의 건 화 유도

‧민간의 유용한 정보 미포함 가능

 사례 ‧HON Site(스 스), NHS Direct Online( 국), HealthInsite(호주), CHN(캐나다)

주: 1) Risk & Dzenowagis(2001)의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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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方式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  평가 시스템을 품질 리 방식별로 시작일, 

책임기   련기 , 배경  목 , 운 방법, 평가기  등을 분석하 다.  

   가. 行動綱領(Code of Conduct) 

1) HONcode9)

   HON은 1996년 3월 발족되었으며, 책임운 기 은 스 스, 제네바의 Health 

on the Net(HON) Foundation이다. the State of Geneva  the Geneva Ministry of 

Health에서의 일차 인 재원과 스 스 생물통계기구(Institute for Bioinformatics), 

Sun Microsystem을 포함한 여러 기구에서의 기 으로 운 되고 있다. 

   건강정보 제공자, 건강정보 이용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을 상으로 유용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의학  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의 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 인 윤리기 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소비자가 자료원을 알 수 있도

록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면, 인터넷상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제

공하는 것에 한 공통된 법  체제가 없으며 동 인 인터넷을 시에 규제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자율규제(selfregula- 

tion) 방법을 택하고 있다.  

   HONcode를 수하는 사이트에 자율규제 품질표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건

강정보 이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의 HONcode 원칙 수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정식으로 인증을 제출한 이후에는 

HONcode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인증마크를 남용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

보 제공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HON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거함으로써 인증사

이트를 리한다.

9) http://www.ho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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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code는 1996년 7월 첫 번째 버 이 개발된 후, 1997년 4월에 수정되어 

재 권 성, 상호보완성, 개인의료기 ,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자의 투명성, 

후원의 투명성, 고의 정직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表 Ⅲ-2 참조).

〈表 Ⅲ-2〉 HONcode 評價基準

원칙 설명

권 성

의료인  련 문인들만이 해당 사이트의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야 하며, 그 외 비 의료인이나 비 의료기 이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

시 이를 밝 야 한다. 

상호보완성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의 환자(혹은 사이트 방문자)와 의

사간의 진료 계를 보완하기 한 것이며, 체하기 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료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환자  방문자의 인 사항을 포함한 개인의 

진료정보의 기 을 최 한 보호한다. 웹사이트 리자는 보건의료정보

와 련된 사생활보호에 하여 국내는 물론 미러사이트가 용되는 

나라의 법  요구사항을 엄격히 수한다. 

정보출처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 출처를 명백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자료에 한 정확한 하이퍼 링크를 제시한다. 임상정보의 웹페이지

를 수정  보완할 경우, 가장 최근의 수정‧보완 일자를 분명하게 게시

한다( . 웹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게시).

정보정당성

특정 치료법, 건강 상품, 서비스 등에 한 이   성능에 련된 모

든 주장은 의 조항 4(정보출처)에 기술된 방식에 따라 하고 균형 

잡힌 근거에 의하여 제공한다.

자의 투명성

웹사이트의 개발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보를 달하도록 노력하며, 

추가한 정보나 서비스를 원하는 방문자들을 하여 연락처를 제공한다. 

웹마스터는 웹사이트 반에 자신의 자우편 주소를 명시한다. 

후원의 투명성
해당 사이트에 재원지원,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는 리  혹은 비

리  기 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힌다. 

고의 정직성 

 편집규정

해당 고가 재원 출처일 때는, 이를 명백하게 기술한다. 웹사이트의 

소유자는 고에 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해당 사이트에 명시

한다. 고  기타 선  자료를 제시하되, 방문자가 ‘ 고/선 내용’과 

사이트 운 자에 의해 작성된 ‘원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

하여야 한다. 

 자료: http://www.hon.ch/HONcod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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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10)

   ′EC(European Community)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는 유

럽연합(EU) 회원 국가들을 상으로 운 하며, 건강 련 웹사이트 질 리에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건강정보 제공자와 사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어떤 강제 인 기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질 리 기 에 한 

회원 국가들의 자발 인 동의  합의에 근거한다. 평가항목은 투명함과 정직

성(transparency and honesty), 권 (authority), 라이버시(privacy), 재성

(cur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후원기 에 한 명시(responsible part- nering), 

편집원칙(editorial policy), 근가능성(accessibility) 등이다(表 Ⅲ-3 참조).

〈表 Ⅲ-3〉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評價基準

항목 설명

투명함과 정직성

사이트의 이름, 주소, 사이트 책임자 혹은 조직의 e-mail 등을 제

공함, 상업 인 목 을 포함한 사이트의 목  명시, 련 상자 

정의, 사이트의 재원에 한 투명도( 고, 비 리, 자발  후원, 

지원 , 기부 )

권 성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명백히 하고, 출 일을 명시함

개인의 비 보장
개인정보의 사용  장방법을 포함한 모든 비 보장과 개인성 

보장의 정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재성
사이트의 각 페이지와 주제의 갱신주기와 갱신날짜 등을 분명하

게 명시해야 함

책임성 사용자 피드백, 각 페이지의 담당자를 명시함

후원기 에 한 명시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 혹은 트 에 한 계 명시

편집방침 컨텐츠 선택  제작과정에 한 설명

근성
물리 인 근가능성에 한 가이드라인 제시(발견가능성, 탐색가

능성, 가독성, 사용가능성 등)

10)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eeurope/E-Health/quality/draft_guidelin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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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Health Code of Ethics11)

   ‘eHealth Code of Ethics’는 비 리기 으로 소비자  제공자 교육과 자율규

제, 그리고 윤리 이며 질 높은 보건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진하기 한 온라

인 커뮤니티의 양성을 통해 인터넷 보건의료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Hi-Ethics, HON, AMA 등의 멤버들을 포함한 문가  보건의료

정보 출 자로 구성된 Internet Healthcare Coalition에 의해 2000년 5월 24일 시

작되었으며,  세계의 건강에 한 정보, 제품,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

는 인터넷 건강서비스 계자를 상으로 한 가이드 원칙을 개발하 다. 평가

항목은 솔직함(candor), 정직함(honesty), 질(quality), 동의(informed con- sent), 

라이버시(privacy), 온라인 치료에 한 문성(professionalism in online health 

care), 신뢰할 만한 력 계(responsible partnering), 책임감(accountability)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表 Ⅲ-4 참조).

〈表 Ⅲ-4〉 eHealth Code of Ethics 評價基準

항목 내용

솔직함

・정의: 사용자의 이해, 사이트의 이용 혹은 상품  서비스의 구매나 이용에 

향을  경우 정보를 제공함

・건강 련 목 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이트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이트는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함.

- 가 사이트나 서비스를 소유하고, 그 재정상의 이익을 갖는지를

- 사이트나 서비스의 목 (purpose)이 무엇인지( ; 으로 교육  목 인

지, 건강상품이나 서비스를 매, 혹은 개별 인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하

는 사이트인지 여부)

- 어떤 계가 있는지(재정 , 문 , 개인  혹은 다른); 이런 내용들이 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상품, 서비스에 한 일반인의 인식에 향을 

미치기 쉽다( 를 들어, 사이트가 상업  스폰서나 트 를 가지고 있다

면, 가 그러한 스폰서/ 트 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사이트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해)

신뢰할만한 

력 계

・정의: 조직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함

・해당 사이트와 연 이 있는 후원자, 력자 등 한 신뢰가 있음을 보증하기 

한 노력 

11) http://www.ihealthcoalition.org/ethics/eth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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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질

・정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상품, 서비스에 해 사용자가 스스로 단내릴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함.

・사람들은 건강 리에 한 명한 결정을 내리기 해, 사이트가 정확하고 

근거가 되는 정보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 그것을 

기 할 권리가 있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해서 

e-Health 사이트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상품이,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 의 근거가 있는 일 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

인 연구, 문가 의견일치 혹은 문 이거나 개인 인 경험이나 의견에 

근거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명시

・정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하는데, 상자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읽기 쉬운 한 언어로 정보제공이 되어야 함.

・주로 교육  혹은 과학 인 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편집의 독

립성이 보장되어야 함(편집자만이 편집내용을 결정하고 그들이 부 하다

고 믿는 고에 해서는 거부권 행사).

・소비자들은 그들이 제공받는 정보들이 최신의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트는 제공하는 정보의 발간시기(그리고 정보가 

처음 발간된 이후로 수정이 되어왔다면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정보가 어느 

version인지), 가장 최근의 검토일, 정보 가운에 상당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그 다면 가장 최근에 정보가 갱신된 것은 언제인지를 분명하

게 명시하여야 함.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찾은 건강정보의 질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를 원하므로, 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사이트의 콘텐츠가 어떻게 개발되었

는지 해 다음의 내용을 알려 으로써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 사이트나 정보제공자가 사용해온 자료원(source)이 무엇인지(자료원에 

한 참고문헌이나 링크도 함께),

-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나 서비스로의 특정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는 

근거에 한 내용을 포함하며,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

가에 사용된 기 에 하여( , 사이트의 편집부와 편집정책에 한 기술)

・건강 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부 규제하에 있을 때, 사이트는 사용자들에

게 해당 상품(drug, medical device)이 한 규제 기 (U.S. FDA, U.K. 

Medicine Control Agency)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에 해서 알려줘야 함. 

〈表 Ⅲ-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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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4〉 계속

항목 내용

사 동의

・정의: 개인의 자료가 수집되고 사용되며 공유되는지의 여부 혹은 방법을 결

정할 사용자의 권리를 존 함.

・건강 련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에 

해 알아야할 권리,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허락할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개

인정보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것을 허락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라이버시에 하여 잠재 인 험이 있

음에 해 공개해야 함.

・사이트는 사용자의 찬성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share)하

여서는 안됨.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 이해하고 informed 

decision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 사이트는 다음의 내용에 해 분명

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함.

-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방문할 때 어떤 정보들이 수집될 것인지( , 사이트

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부분,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혹은 사용자의 

건강이나 온라인 구매에 한 정보), 가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사

이트는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과학  연구의 한 부분으로, 혹은 개인화된 의료서비스

나 조언을 제공하기 해서), 사이트가 다른 기 이나 사람들과 정보를 공

유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 어떤 기 이나 

개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 기 효과( 를 들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 이나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목 으로, 그리고 개

인정보를 다른 국가의 기 이나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시 을 알려야함), 

방문자가 개인정보제공에 해 거 하는 경우 어떠한 차가 있는지 등

・ 자상거래 사이트는 거래 시 사용자에게 명백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라이버시

・정의: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의무를 존 함.

・건강 련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비 유지가 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개인건강정보는 특히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부 한 공개의 결과는 험할 수 있음. 사용자를 보호하기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따라야 함.

- 개인정보에의 허가받지 않은 근이나 사용을 방지하기 해서 하고 

정당한 차를 취해야 함. - 사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검토하기 용이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정보갱신이나 수정하는데 용이해야 함. 

-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추 할 수 있는 한 기 을 택하도록 

함. - 개인정보가 미확인되는 경우(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메일주

소 등의 정보가 일에서 삭제된 경우) 확인해 주어야 함.

책임감
・사이트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한 기회를 제공함

・eHealth Code of Ethics에 하는지 모니터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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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4〉 계속

항목 내용

온라인 

치료에 한 

문성

・정의: 환자와 고객에 한 기본 인 윤리 의무를 존 하여야 하고, 온라인

진료의 한계 에 해 환자와 고객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함.

・온라인상에서 개인 이고 특정한 진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약

사, 치료사(therapists), 그 외 모든 보건의료 문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지

켜야 함. 

- 일 일 계에서의 의료진(practitioners)처럼, 그들의 직업에서의 윤리강령

을 지켜야 함.

- 피해가 없어야 하며, 환자와 고객의 이익에 첫째로 해야 함.

- 환자의 기 을 보호해야 하며, 환자나 고객들의 문가의 역할이나 그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후원, 재정  인

센티 , 혹은 다른 정보에 해 분명히 공개해야 함.

- 한, 진료비(fee)에 해서 분명히 밝 야 하고, 온라인 상담에 해 청구

되는지와 서비스에 한 지불방법에 해서도 밝 야 함.

  - 규제나 법규에 따라야 함( 문자격증과 처방에 한 법도 포함).

・인터넷은 환자들의 보건의료요구(need)를 충족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유력

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터넷이 가지는 한계 에 해서도 

알아야 함. 인터넷에서 진료하는 보건의료 문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분

명하고 정확히 해야 함.

-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의 상태나 용어에 해 기술하여야 함( 를 들어, 보

건의료 문가가 환자나 고객에게 특정 건강상태에 한 일반 인 충고를 

했는지, 특수한 조언이나 추천을 했는지 여부, 혹은 특수상황에서 보건의

료 문가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환자와 고객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부분 으로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

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당한 때, 필요한때 추후 리를 한 분명한 지시를 주어야 함.

・온라인상에서 개인  의료서비스나 충고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문가들은 

온라인상의 진단, 치료권고의 제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 를 들어, 온라인상의 문가는 환자를 진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본인의 보건의료 요구(need)를 가능한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함),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온라인 상담이 일 일의 진찰을 체할 수 없음을 이해시켜야 함. 

정직함

・정의: 진실되고 속이지 않음.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믿을 수 있게 

 있고 그들이 제공받는 정보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 되지 않았다는 것

을 알고 싶어함.

・사이트는 건강 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 진을 해 사용된 모든 컨텐

츠,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성과, 이득에 한 어떠한 주장에 있

어서도 솔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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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Ethics(Health Internet Ethics)12)

   Hi-Ethics는 미국의 건강 련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비 리 

단체인 Hi-Ethics Inc.에 의해 2000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 내에 있는 상업

인 건강 련 웹사이트를 상으로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신

뢰성 있고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질과 윤리성에 한 기 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Hi-Ethics 원칙을 따르는 온라인 건강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

다. 자율규제가 일차 인 평가방법이며, 웹사이트 인증을 한 로그램을 통하

여 제3자 인증방법으로 리한다. Hi-Ethics의 평가항목은 라이버시, 건강 련 

정보에 한 라이버시, 제3자와의 계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소유  

재정지원에 한 공개, 고와 제3자에 의해 후원받는 정보내용에 한 구분, 

‧환불‧무료‧할인항목  서비스, 건강정보내용의 질, 작권  책임감, 자

가평가도구에 한 자료원  유형 공개, 문성, 자격, 상호 계의 투명성‧신

뢰성, 제한 의 공개, 피드백을 한 기  등이다(表 Ⅲ-5 참조).

〈表 Ⅲ-5〉 Hi-Ethics 評價基準

항목 설명

라이버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이 있을 때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과 수집의 목 을 알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설명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안 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

고 정보는 개정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며, 정보 삭제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하여야 함

건강 련 정보에 한 

라이버시

‧건강 련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자 동의에 의한 부분만 사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허용치 않으며, 건강 련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는 개인보호정책에 요한 변화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공지함

제3자와 계에서

소비자 라이버시 

보호

‧제3자가 건강 련 개인정보에 근했을 때 사이트에서 제시한 원

칙에 따르고 고객에게 제3자의 근  사용에 하여 알리고 선

택하도록 함

소유  재정지원에 

한 공개

‧지원이나 요한 재정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 시 주요 재정권리

를 가진 사람을 공개함

12) http://www.hieth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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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5〉 계속

항목 설명

고와 제3자에 의해 

후원받는 정보내용에 

한 구분

‧ 고와 건강정보는 명확히 구분함

‧ 력회사나 경제 인 지원을 받는 기 은 계를 공개하며, 지원받는 건강정보나   

 고의 용인에 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제공함

, 환불, 무료, 

할인항목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무료, 환불, 에 하여 연방

법  주법에 동의함

건강정보 내용의 질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료상의 도움이 되지않는 것은 

기재하지 않음

‧잘못된 주장을 포함하거나, 비효율 이거나 험한 생산품 매에 

건강정보나 고를 허용하지 않음

‧고객이 읽고 이해가 용이하게 편집함

작권  책임감

‧후원기 을 기재하고, 제3자 자료를 편집하여 사용할 시에는 원작

자와 원본날짜, 갱신날짜를 제공함

‧ 한 임상경험이나 학문연구자료는 실제 자를 제공하고, 건강정

보 제작시 자, 자격과 편집정책, 문가 검토의견을 제공함

‧건강정보내용이 제작되고, 갱신된 날짜를 제공함

자가평가도구에 한 

자료원  유형 공개

‧자기 평가 툴을 제공할 때 그 자원을 공개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 

과학 인 기본을 하게 기술함

‧갱신된 날짜와 평가과정에 의한 기술을 포함하여 자기 평가 툴을 

유지하는 방법을 기술함

문성

‧ 재 윤리코드는 건강 문가들이 건강 리를 웹사이트에 제공하

을 때 사용할 때 용하지만 모든 고객과 문가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님

자격
‧웹사이트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격과 문 자격증에 한 정보를 제공함

상호 계의 

투명성, 신뢰성

‧인터넷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험이나 책임에 

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이동 시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한계(제한 )의 공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만 가능하고, 사용자는 정확한 건강문제의 진단을 해서는 

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함을 공지함

소비자 피드백을 

한 기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련하여 불편사항에 한 신고사항이나 피

드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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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醫學協 의 指針(Guidelines for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미국의학 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의 가이드라인은 2000년 

미국의학 회에서의 AMA의 출 물과 련 웹사이트들의 질 리를 목 으로 

개발하 다. 미국의학 회 웹사이트들과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를 상으로 하

며 AMA 원회가 구성되어 기존의 개별 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질에 있

어서 기 이 필요한 역을 크게 컨텐츠, 고와 스폰서 쉽, 개인정보 보호  

비  유지, 자상거래 등의 4개로 나 고 각 역별 원칙 안을 마련하 다. 

윤리학, 출 , 정보 규정, 법률, 의료정보학의 문가로 구성된 패 에 의해 

안이 재검토되어 2000년 2월 28일 승인되었고, 이는 다시 문가 검토 후 2000

년 3월 22일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되었

다13). 웹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항목들은 의학 을 평가하는 강령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문가 검토, 작권, 기   지원 완  공개, 편집에 있어

서의 독립권, 내용과 고의 분리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비 보호의 원칙

을 포함한다(表 Ⅲ-6, 7, 8, 9 참조).

〈表 Ⅲ-6〉 內容에 關한 原則(Principles for Content)

항목 설명

사이트 소유

‧제휴, 략  제휴 그리고 주요한 투자자를 포함한 웹사이트 소유자는 

첫 화면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특수한 내용의 작권 소유도 사

이트의 항목과 화면에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사이트보기
‧사이트는 찾기 쉬운 장소에서 최 으로 볼 수 있는 랫폼이나 라우

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근, 지불, 

라이버시

‧내용 근 제한, 기재의 요구, 암호 보호, 지불(문서 배달 등) 그리고 

라이버시에 한 정보는 찾기 쉽게 제공되어야 함

재정  지원
‧특수한 내용을 한 재정이나 다른 후원은 명백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내용은 고  후원의 원칙에서 기술된 고와 쉽게 구별되어야 함

13) http://jama.ama-assn.org/cgi/content/full/283/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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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6〉 계속

항목 설명

편집내용의 질

‧편집 내용, 자료 올림, 자원의 지침은 AMA의 과학 인 출 물

(Scientific Publications)의 사이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 시키며, 모든 

과학 인 출 물과 고객 사이트 정보는 이 지침을 고수해야 함

편집내용의 자원
‧특수한 내용의 자원( 자의 필명이나 이름, 기 , 부서 등)과 자나 내

용 작자의 제휴와 련된 재정 인 내용은 명백히 공개해야 함

검토

‧내용은 올리기 에 질(독창성, 정확성, 신뢰성)을 해 검토되어야 함

‧의학  편집내용은 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된 것에 의하

여 하게 개정되어야 함

‧내용은 올리기 에 문법, 철자, 작문에 해 검토해야 함

‧편집 과정의 차와 내용 검토의 방법은 사이트에 명시되어야 함

‧내용의 질을 해 책임지고 있는 직원 구성원과 다른 개인의 리스트는 

사이트에 올려야 함

일다운로드

‧ 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PDF 일을 다운받는 방법과 필요한 소 트

웨어를 얻는 방법을 제공하며, 어디서 제공하는지 찾기 쉽게 링크를 제

공해야 함

자료 올린 날짜, 

개정날짜, 

편집내용의 기한

‧자료의 게시날짜, 개정 시기, 갱신한 시기는 명백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업데이트나 시간에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의 과정을 알려주고 하게 

검토해야 함

‧특수한 내용의 주요한 개정 방향은 게시되어야 함

연결

‧내부사이트와 외부사이트 내용은 올려지기 에 검토하고 유지하며, 모

니터링 해야 함

‧만약 링크가 제 로 기능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함

사이트 내부구조 

이동

‧ 재 사이트에서 이 의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게 하고 사이트 방문자

가 알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면 안 되며,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의 임을 사용해서도 안 됨

내용의 이동
‧사이트를 쉽게 이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사이트 맵이나 조직도를 

제공하고 도움말, 검색 엔진이나 이동 도구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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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7〉 廣告  後援의 原則(Principles for Advertising and Sponsorship)

고  후원의 원칙

1. 디지털 고는 AMA 웹사이트에 치할 수 있다

2. 디지털 고는 편집된 내용과 쉽게 구분되어야 하며, 만약 구분되지 않는다면 “ 고”

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3. 디지털 고는 고정된 배 와 순회하는 고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4. 디지털 고는 주제와 같은 내용이 연결되거나 나란히 같이 쓰여서는 안 된다

5. 디지털 고는 보는 사람의 화면에 고정되어야 하고 내용이 변한다고 해도 같이 변

하면 안된다

6. 디지털 배 고는 한 화면 당 1개 이상의 고를 과해서는 안 된다

7. 고와 선 용 아이콘은 AMA홈페이지, JAMA, AMA Achives 에 표기되지 않는다

8. AMA , JAMA, AMA Achives 로고는 AMA내의 각 기 의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상업 인 사이트에 표기할 수 없다

9. 고는 AMA 사이트에 부가 인 선 내용을 연결하기도 한다

10. 공동재정방법은 고나 디지털 비율 카드에 한 웹사이트의 정보에서 기술해야 한

다

11. 자수집기사, 웹사이트 내용, 온라인 상품을 한 모든 재정 이고 물질 인 후원은 

화면에서 링크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12. 후원 정보는 모든 하부 페이지에 표기되어야 한다

13. 정보는 후원회사제품의 어떤 요구도 기재하지 않고 최종 인 정보 등록은 AMA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 문장은 ‘회사의 후원으로 AMA Publication에 의해 생산’과 

비슷하다

14. 디지털 제품의 홈페이지 정보는 ‘회사에 한’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 고’와 련된 

버퍼 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웹사이트에 연결된다

15. ‘회사에 한’ 페이지는 후원회사에서 다른 링크사이트에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편

집된 내용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16. 하부 페이지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17. 다른 정보와 공개는 AMA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된다

18. AMA, JAMA, AMA Achives 로고는  AMA 내의 각 기 의 책임자의 승인 없이

는 상업 인 사이트에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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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8〉 라이버시와 機密性의 原則(Principles fo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라이버시와 기 성의 원칙

1. 웹사이트 라이버시 정책에 한 링크는 홈페이지 혹은 사이트 네비게이션 방에 제공

하고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게 한다. 웹사이트는 게시된 라이버시 정책을 충실

히 이행해야 한다

2. 고를 게시하는 웹사이트의 책임자는 고에 게시 혹은 연결된 제3자가 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근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된 기술과 

근이 웹사이트의 라이버시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사이트는 방문자가 정보 가능한 사용에 하여 알린 후에 자발 으로 사용자에 의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름, e-메일 주소, 혹은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는 기능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

가 사용되었는지에 한 설명과 함께 개인 인 정보를 구축할 것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비의료 인 개인정보의 사용권은 정보가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확신이 들면 감독 에게 제공될 수 있다. 개인은 그러한 비

의료 인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동의 혹은 반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정보에는 

의료상태 혹은 구입한 약품 등이 포함된 개인건강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사이트 방문객의 이름과 e-메일 주소는 사이트 방문객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노출

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

7. 특수한 방문객의 근이나 항해에 한 개인 인 정보, 조사에 한 정보, 사이트 등록 

정보 등은 사이트의 개선을 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방문객의 허락 없이는 상업 인 

목 을 해 다른 조직에 팔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8. AMA는 업데이트 상품, 서비스, 활동 혹은 향후 이벤트에 하여 알리기 하여 사이

트 방문객에 의해 자발 으로 e-메일 주소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공지를 e-메일로 

받고 싶지 않는 사이트 방문객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9. AMA는 50년 이상 동안 의사나 의 학생을 목록을 제3자에게 엄격한 지침 아래서 허

용하 었다. AMA 의사 일에 있는 의사의 이름과 주소는 의료 수술과 한 련

이 있는 의사소통만을 해 가능하고, e-메일은 이러한 허가에서 제외된다

10. 미확인된 웹사이트 방문객 정보는 AMA 사이트에 있는 동안 사이트 방문객에 의해 

고의 형태를 결정하고 제작의 결정, 내용 유지를 돕는데 사용되고 수집된다

11. AMA은 방문객이 개인의 정보에 한 사용 설명 후에 방문객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게 개인  의학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2. 쿠키란 사이트 사용자의 컴퓨터나 웹 서버가 장한 작은 일인데 웹페이지의 항해

를 돕는다. 사용자는 쿠키를 남길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

13. 웹사이트에 보낸 e-mail 메시지는 안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객은 e-메일

에 의해서 기 의 정보를 보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14.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는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15. e-mail 경고  뉴스 터는 “선택하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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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9〉 電子商去來의 原則(Principles for E-Commerce)

자상거래의 원칙

1. 라이버시에 한 사이트 정책에 한 링크와 참고는 명확하게 에 뛸 수 있어야 

한다

2. 재정  거래를 해 사용된 보안 소 트웨어와 암호 로토콜은 기술되어야 한다

3. 웹 호스트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4. 작동  사용시간 를 포함하는 고객서비스를 한 정보 (e-메일, 화, 팩스, 우편)의 

링크나 참고는 명확하게 에 뛸 수 있어야 한다

5. 자거래에 한 용어사용은 신 한 선택을 요구한다

6. 사용자는 실행 이 에 거래 정보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거래 실행에 따른 례에 따라 사용자는 페이지 혹은 e-메일로 구매 정보 뿐 아니라 

운송정보를 제공받는다

8. 사용자는 보안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화면상에서 알림을 받고 재 사이트를 

유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9. 사용자의 라우 가 안정한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의 재정 인 거래업무

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피드백과 실행을 한 응답시간은 명확히 언 되어야 한다

11. 상품과 서비스는 AMA와 AMA 발간물에서 보증하지 않는다. 상품에 한 고는 ‘

고  후원의 원칙’을 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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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第3  認證(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1) MedCERTAIN (MedPICS Certification and Rating of Trustworthy and 

Assessed Health Information on the Net)14)

   MedCERTAIN은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자와 소비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건강 문가와 소비자로 구성된 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2000년 시작되었다. MedCERTAIN 로젝트는 

인터넷의 안 한 사용을 한 EU Action Plan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유럽연

합에서 지원 받아 운 되고 있다. MedCERTAIN의 후속 연구로 MedCIRCLE 

(Collaboration for Internet rating, Certification, Labeling and Evaluation of Health 

Information)15)이 200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보제공자, 등 부여기 , 정보 사

용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의 담기 에 의한 웹사이트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해로운 건강정보를 여과하고 양질의 정보를 인지‧선택할 수 있는 자

율의 제3자 등 부여 시스템이다. 건강정보 제공자와 평가자들이 인터넷 건강

정보를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MedCER TAIN에서 자체 개발한, 표  메타데이

터 단어인  HIDDEL(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Description and Evaluation 

Language)을 사용하며, 정보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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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http://www.medcertain.org/

15) http://www.medcirc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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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CERTAIN의 평가항목은 크게 ‘정보제공자’와 ‘사이트 명세’로 나뉘고, ‘정

보제공자’는 신분확인, 피드백, 운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사이트 명세’는 사

이트 확인, 컨텐츠, 공개, 정책, 서비스, 근성, 질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表 Ⅲ

-10, 11 참조).

〈表 Ⅲ-10〉 MedCERTAIN 評價基準: 情報提供

평가항목 상세 내역

신분확인
‧우편주소

‧URL

‧출 자

‧정보제공자의 유형

피드백

‧피드백 방법

‧이용자가 피드백 이용 가능한 우편주소

‧최 응답시간

‧피드백장치 발견 가능 페이지

‧일반  피드백을 한 화번호

‧e-mail  피드백에 답변 여부

‧내용에 한 논쟁 가능한 피드백 e-mail 주소

‧기술  문제 논의를 한 e-mail 주소

운

‧정보제공자(서버주체)의 국

‧책임자의 자질  훈련정도

‧ 다수 종사인력의 국

‧서버가 치한 국가

‧웹사이트의 질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이름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動向 81

〈表 Ⅲ-11〉 MedCERTAIN 評價基準: 사이트 明細

평가항목 상세내역

질
‧내부 인 질  리 차 제시 URL

‧제3자 평가 로그램 가입여부

       ‧질 리방법

사이트 

확인

‧제공된 정보에 한 일반  확인 사항     ‧시작 URL

‧사이트의 제목

‧서 디 토리 포함

       ‧웹페이지 수

       ‧ 자확인 방법

‧ 자의 신분확인  소속정보가 실린 URL

‧ 자의 훈련  자질 정보가 실린 URL

컨텐츠

‧사이트의 목표  목

‧목표 상 국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

‧내용의 정확성

‧ 상에 한 표 방법

‧컨텐츠 제공 종류

‧제공정보의 수

‧제3자의 자료출처 URL

‧갱신‧갱신주기

       ‧주요 상

       ‧포 하고 있는 문분야

       ‧내용의 일 성

       ‧ 련 연령

       ‧컨텐츠 제공 유형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포함 여부

       ‧사이트 시작시기

       ‧컨텐트 기고자

‧컨텐츠 제작시기, 갱신시기 등의 표 방법

공개

‧ 험에 한 공지 URL

‧충돌이 있다면 이애 한 공개

‧주요 재정  출처

‧이해 계 충돌 유무

‧이해충돌의 생략 시 이에 한 공지

‧ 찬‧기부자의 여 정보 설명 URL

‧재정  찬 혹은 기부자(기 )의 URL 리스트 제작, 링크제공

‧ 찬‧기부자의 여 정보 설명 URL

정책

‧자율규제‧윤리강령 가입종류

‧개인정보정책 치

‧강령가입상태 확인 가능한 ID 혹은 URL

‧ 고나 상업  찬정보가 있는 URL

‧사이트 내의 고에 한 리권한 유무

‧ 고나 상업  찬자에 한 정보 확인 방법

근성

‧이용자의 편리성  이용성 정도

‧검색기능의 유무

‧도움말, 사용법 설명의 유무

‧외부, 내부 링크의 성

‧WAI 수정도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1)
 수여부

주: 1)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웹의 완 한 잠재력을 장애우의 사용능력의 수 을 

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하여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기술, 지침, 도구, 

교육, 연구개발 등 5 가지 주요 작업 역을 통하여 웹의 근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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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NI(Organizing Medical Networked Information)16)

   OMNI는 의과 학생, 연구자, 학자, 임상의료인, 소비자를 상으로 보건의

료 분야의 평가된, 질 높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1996

년 국 JISC(Joint Information Service Committee)의 책임하에 시작되었다. 

OMNI의 모든 정보들은 BIOME SAGE (Special Advisory Group for Evaluation)에 

의해 만들어진 BIOME 평가지침에 의해 평가된다. 검토되는 사이트 목록을 찾

기 해 표 화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2002년 재 4,000여 개의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크게 ‘상황’(context), ‘내용’(content), ‘형

식’(format)으로 나 어지고, ‘상황’에는 역명시, 상명시, 자의 권 와 명

성,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 ,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

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는 범 , 정확성, 최신성 등이, ‘형식’에는 근

성, 디자인과 이아웃, 사용의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表 Ⅲ-12 참조).

〈表 Ⅲ-12〉 OMNI의 評價基準

분류 항목 설명

상황

역과 의도하는 

상자 명시
‧주제의 범 ,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자의 권 와 

명성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가?

‧개인이나 그룹이 정보에 한 책임을 지는가? 그들이 이 정

보를 제공할 자격이 되는가? 상세 연락처가 있는가?

‧특정단체가 정보에 해 책임을 지는가? 발행인, 후원인, 재

정기  등과 연 이 있는가?

‧자원의 출처는 무엇인가? 인쇄 혹은 자문서 형태를 가지

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용되어져왔나?

16) http://omni.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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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2〉 계속

분류 항목 설명

상황

(계속)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 ,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고, 범 나 형식에서 특별한 

이 있는가?

‧인쇄물이나 다른 동등한 매체로 존재하는가? 비용이나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비교하는가?

‧ 국에 기반을 둔 미러사이트(mirror site)가 있는가? 범 측

면에서 원사이트와 미러사이트간의 차이 은? 갱신이 지연

되고 있는가? 원사이트나 미러사이트에서 어떤 특별한 형태

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내용

범

‧주제의 포함 역은 무엇인가?

‧자료는 그 역 내에서 포 인 내용인가?

‧ 당한 수 까지 포함하는가?

‧충분히 상세하고 BIOME Community에 합한 수 까지 제

공하는가?

‧상세 정보를 한 링크가 되어있는가?

정확성

‧정보가 정확한가?

‧정보는 편집이나 심사과정을 거쳤는가?

‧정보는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발표된 연구결과의 지지를 받는가?

‧부정확한 정보에 한 정정을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자료들은 문 이게 표 되는가, 오타나 문법  이상이 있는가?

최신성

‧정보는 최신의 것인가?

‧정보는 최신의 것을 유지하려하는가?

‧정보갱신은 얼마나 자주, 정기 으로 이루어지는가?

‧정보의 갱신이 정보의 형태에 합하게 이루어지는가?

형식 근성

‧서버불안정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가?

‧ 근의 용이성을 방해하는 크고 불필요한 그래픽이 있는가?

‧지리  근 제한이 있는가?

‧특수한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를 요구하는가?

‧자료를 사용하기 해 이용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는가? 그

다면 그것은 간단한 과정인가?

‧자료 근에 비용을 부과하는가? 그리고 이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 어로 작성되었는가? 근 가능한 언어는? 특정 언어장치

가 필요한가?

‧정보가 공공 역의 것인지 작권 규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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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2〉 계속

분류 항목 설명

형식

(계속)

디자인과 이아웃

‧디자인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정보는 문 으로 표 되고 있는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유지되는가?

‧정보를 찾기 한 도움이 있는가(사이트 맵, 인덱스, 메뉴도, 

검색기능) 그리고 그들이 유용하고 효과 인가?

‧페이지간의 링크가 유용하고 사용자를 안내하는 항해보조기

구가 있는가?

‧이미지가 히 사용되고, 단순한 장식에 지나는 것은 아닌

가?

‧ 고가 히 사용되고, 이것이 정보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

는 않는가?

사용의 용이성

‧사용하기 쉬운가?

‧도움말이 있고 그것은 유용한가?

‧사용자를 도와주는 어떤 장치가 있는가? 유용하고 확실한

가?

3) Health Improvement Institute17)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는 미국의 비 리기 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의 질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목 으로 설립된 기 이며 조직원들의 자발 인 

참여를 통해 운 되고 있다. HII는 환자, 보건의료제공자, 지불자, 구매자, 정책

결정자, 에게 다양한 안(선택)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보

건의료의 선택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양한 로그램과 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HII는 1997년,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에 한 워크 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질 인 문제에 해 높은 

심을 갖고 다루고 있다. HII의 로그램  “Aesculapius Awards”는 일반

들에게 건강정보를 달함에 있어 그 성과가 탁월했다고 여겨지는 건강 련 라

디오, 텔 비  채 의 공익 고(PSA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와 건강 련 

17) http://www.h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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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시상이다. 매년 9월에 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PSAs는 1992년부터, 건강 련 인터넷사이트는 1997년부터 시

작하고 있다. 참여 상자는 법인, 교육기 , 교육재단, 비 리 지역사회단체, 정

부기 , 병원이나 의료기 , 매체( 행사, 홍보회사 등), 로덕션, 문가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HII의 “Aesculapius Awards”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은 목 /계획, 내용

과 신뢰성, 상호작용성/사용자친 성, 가시  설계/ 신,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表 Ⅲ-13 참조)

〈表 Ⅲ-13〉 HII의 健康關聯 인터넷 사이트 評價 目

평가항목 설명

목 /계획
‧웹사이트는 분명하고 특별하며, 측정가능한 교육  목 을 갖고 있는가?

‧ 상자가 잘 정의되어있는가?

내용과 신뢰성

‧사이트의 명확성, 이해용이성, 정확성, 편리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사이트는 공개( 자, 재원), 기술, 정보의 이용 등의 내용에  련된 강령

이나 원칙들( , HONcode, HIIQA Standards)을 따르는가?

‧사이트에 달되는 정보는 시의 한가? 최근의 갱신일에 한 정보가 

언 되어있나?

‧사이트는 다른 련사이트나 참고자료로의 충분하고 한 링크를 제공

하는가?

상호작용성

/사용자친 성

‧사이트를 지원하는 라우 는 무엇인가?

‧사이트를 항해하는 것은 용이한가?

‧어떻게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가; 온라인 포럼,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는가?

가시  설계

/ 신

‧창의성: 시각  디자인, 사진, 일러스트 이션, 텍스트의 효과 인 조합

을 통해 창의 인 웹사이트인가?, 강렬하고, 독특하며, 일 된 ‘특성’을 

나타내주는가?

‧심미성/가독성: 텍스트를 읽는데 무리가 없는가? 배경의 색깔, 양식, 디자

인 등은 어떠한가? 흥미로우며 사용자를 끌어들이는가?

평가

‧사이트의 목 에 부합하는가? 사이트 방문자 카운터가 있는가?

‧ 상청 이 행동을 취하도록 교육시키고 설득하거나 움직이게 하는데 효

과 인가?

‧사이트는 피드백기 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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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스로드(Healthroad)18)

   헬스로드는 의학, 약학  식품 양학 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의 민간단

체로서 네티즌을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건강정보의 종합 이고 체계

인 검색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2000년 7월 시작하 다. 등록을 의

뢰하는 웹사이트나 인터넷의 건강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직  방문하여, 헬스로

드의 건강정보평가기 에 따라 각 련분야의 문인이 건강정보의 내용을 평

가한다. 높은 순 의 정보페이지를 선별하여 이를 건강정보 분류기 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한다. 평가항목은 웹페이지의 내용과 일반 인 

사항에 한 것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충실성, 내용

의 용이성, 내용의 공익성, 구성의 성실성, 디자인,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表 Ⅲ

-14 참조). 그러나 헬스로드는 의약품의 자상거래  고 등으로 인한 수익

성사업을 개하고 있는 바 이와 련하여 건강정보 질 평가의 결과에 한 공

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한계 을 내포하고 있다.

5) 大韓 攻醫協議  ‘의사印’19)

   한 공의 의회 ‘의사印’은 한 공의 의회의 정보 원회에서 주 하며,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의학정보의 난립을 막기 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

고, 교과서 인 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추천하여 인터넷에서 건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 으로 1년에 4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000

년 11월에 1회 인증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할 문인력 확

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회 인증사업 이후에는 단된 상태이다. 질 리 방

법으로 정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정  강화(negative reinforce- 

ment)를 사용하며, 정  강화는 일정 수 이상의 웹사이트에 해 한 공

의 의회 웹사이트에 소개하며, 의사印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마크를 통해 

일반 네티즌이 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사이트

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게 된다. 부정  강화로 불법, 불건  정보에 한 

18) http://www.healthroad.net/

19) http://www.kir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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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한 공의 의회 웹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네티즌에게 경고하고, 

한 지속 인 사이트 검을 통해 불건  사이트는 시장경쟁에서 자연 도태되

도록 유도한다.

   평가기 은 1995년 발표된 HONcode에 기 를 두며, 체 6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 인지, 정보제공자가 의료

인인지 여부, 정보의 출처 제시가능 여부, 정보제공자 공개 유무, 개인의 진료

정보 보호 유무, 의학정보 제공이 직 으로 고와 련되는지 여부 등이다

(表 Ⅲ-15 참조).

〈表 Ⅲ-14〉 헬스로드 評價基準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 가 치

내용의 

신뢰성
‧홈페이지의 제작자가 보건의료 련 문인, 기 , 단체임

(1) 기본

조건아니오(0)

내용의 

충실성

‧ 당한 설명 길이, 신뢰성 있는 내용, 최신의 정보 포함, 상

담에 한 답변이 충분하며 우수함

‧질병정보는 질병 반에 한 포 인 내용(원인, 진단, 치

료, 방 등)에 해 평가하되, 그  일부분만을 집 으

로 다루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 내용만으로 수를 부여

4,3,2,1,0 40%

내용의 

용이성

‧과도한 문용어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문장을 사용함, 표, 그래 , 그림, 동 상 자료 등을 

히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4,3,2,1,0 30%

내용의 

공익성
‧지나친 상업성, 사회 , 종교  편견이 배제되어 있음

(1)
5%

아니오(0)

구성의 

성실성
‧내용의 오타, 손실, 복이 없음 4,3,2,1,0 3%

디자인
‧ 간격, 자크기, 자배치, 자색 등이 당하여 읽기에 

무리가 없다. 네비게이션이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4,3,2,1,0 20%

환경 ‧사이트 로딩 속도가 빠름 (10  이내)
(1)

2%
아니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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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5〉 大韓 攻醫協議  ‘의사印’ 評價基準

구분 기 수

1차 평가 기 *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 인가? 50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확인 10

‧정보의 출처를 제시 가능 여부 10

‧정보 제공자가 공개 유무 10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 10

‧의학 정보 제공이 직 으로 고와 련되지 않는 경우 10

2차 평가 기 †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 인가?
1)

30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확인 10

‧정보의 출처를 제시 가능 여부2) 10

‧정보 제공자가 공개 유무
3)

10

‧개인의 진료정보는 보호 10

‧의학 정보 제공이 직 으로 고와 련 유무4) 10

‧의사와 네티즌의 계를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인 역할

을 하는 경우
5)

10

‧상호 교류가 가능한 Q/A서비스가 있고, 답변 기간이 3일 이내이

며, 직  답변하는 경우
6)

10

주: 1) 비 교과서 인 내용이 발견 될 경우 0 : 2) 교과서, 논문 등-10 , 비의료  근거-5 , 근

거 없음-0 : 3) e-mail 주소도 인정: 4) 특정 치료와 장비의 선 이 아닌 경우: 5) 사이버 처

방을 하지 않는 경우: 6) 답변의 과정  공시된 련 문가가 답한 경우에 해당

    *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의 깊이(depth)와 디자인은 고려하지 않음.

    † 1차 평가 기 에서 상  100 안에 있었던 사이트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함.

6) 大韓醫學  ‘醫學情報 웹사이트 認證事業’

   한의학회에서 1995년부터 ‘의학정보계도사업’으로 주요 일간지와 공  

TV의 건강정보에 한 성 평가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이에 

한 일환으로 ‘의학정보 웹사이트 인증사업’을 착수하 다. 2001년 실무 원회

를 구성하여 2차 평가안을 도출하 으며, 이를 토 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안윤옥, 2001). 평가기 은 ‘의료정보 사이트 형식평가’ 부문, ‘의료정보 웹페

이지 형식평가’ 부문, ‘의료정보 사이트 내용평가’ 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사이트 형식평가부문에는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형식 등이 

포함되며, 웹페이지 형식평가에는 자의 신뢰성, 후원의 명료성, 정보게재형식, 

정보내용형식평가, 내용평가에는 과학  건 성, 유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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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의 락 등이 포함된다(오상우, 2001)(表 Ⅲ-16 참조).

〈表 Ⅲ-16〉 大韓醫學  ‘醫學情報 웹사이트 認證事業’ 評價基準

부문 기 항목 내용

사이트 

형식평가

신뢰성

개설자확인
‧사이트개설자 혹은 사이트제공정보에 한 반 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표자나 단체 확인 여부

권 성
‧사이트 정보제공자가 의사 혹은 련 보건의료 문인 

여부

권 성-1
‧사이트 정보제공자가 의사 혹은 련 보건의료 문인

이 아닐 경우, 이에 한 알림 여부

개방성
‧웹사이트 첫 화면에 웹마스터 e-mail 주소, 화번호 등 

연락처 표시 여부

후원의 

명료성

후원
‧ 리 혹은 비 리기 으로부터 재정 , 인 , 물  자원

을 받는 경우 이에 한 알림 여부

고
‧ 고가 있는 경우 고언 여부 혹은 고임을 명확하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여부

정보게재

형식

생성일 ‧정보제공에 한 생성‧보완일 제시 여부

출처 ‧제공정보에 한 한 참고문헌 제시여부

목 성 ‧지향하는 목 성에 한 정보유무

상호보완성
‧제공정보에 하여 의사의 진료 신이 아닌 보완사항

에 한 언 여부

웹페이지 

형식평가

자의

신뢰성

자확인 ‧ 자 확인 여부

권 성 ‧페이지 자가 의사 혹은 련보건의료 문인 여부

권 성-1
‧페이지 자가 의사 혹은 련보건의료 문인이 아닐 

경우, 자의 약력이나 경력이 합당한지 여부

개방성 ‧ 자와 직  교신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여부

후원의 

명료성
후원

‧특정 단체나 리기업이 후원하여 작성한 경우, 이에 

한 언  유무

정보게재 

형식

생성일 ‧정보 생성/보완일 명확 여부

출처 ‧ 한 참고문헌 제시 여부

목 성 ‧정보목 에 한 언  여부

상호 보완성
‧제공정보에 하여 의사의 진료 신이 아닌 의사소통

에 도움을 주기 한 것이라는 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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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6〉 계속 

부문 기 항목 내용

웹페이지 

형식평가

정보내용 

형식

균형성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경우 이에 한 언 여부, 그 지 

않다면 이에 한 규정 혹은 권장문구 유무

불확실성

‧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한 언  여부, 그 지 않다면 이에 한 규정 혹은 

권장문구 유무

치료의 이득
‧내용  치료법 언 한 경우 이에 한 이득의 내용  

범 에 한 언  여부

치료의 험
‧내용  해당 치료 험에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 언 여부

사이트

내용평가

과학  건 성

( 반 인 내용에 

한 평가)

‧의학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확고

히 정립된 정보

‧완 히 확립된 정설은 아니나 임상 으로 충분히 근거

가 있는 정보

‧일부(20% 미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느 정도 근거

를 갖춘 정보

‧상당부분(20% 이상) 근거가 약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

는 건실성(soundness)이 떨어지는 정보

‧의학  오류임이 밝 진 정보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

유해성

‧평가한 정보가 일반인들의 건강에 한 유해한 정보 

는 불필요한 건강행태나 낭비를 라할 정보 포함 여부

‧평가한 정보  명시 으로 유해한 행 를 유도하는 내

용 포함 여부

유익성 ‧보건교육  측면에서, 반 인 해당정보의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  

필수정보의 락

‧해당정보의 주제 달 시 필수 으로 언 해야 할 정보

가 락되거나 과장된 부문 포함 여부

  

자료: 한의학회,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기 안」, 『인터넷 건강정보 토론회』, 2001. 11. 26.

   다. 道具 로그램을 利用한 個別評價(Tool-based) 

1) HSWG(The Health Summit Working Group)20) IQ Tool

   HSWG는 1998년, 비 리 연구단체인 Miteretek System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소비자가 직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 을 개발하 고, 

19) http://hitiweb.mitretek.org/hs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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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을 기본으로 하여 IQ Tool(Information Quality Tool)을 개발하 다. 인터

넷에서의 건강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객 이

고, 재생가능하며, 리 수용될 수 있는 평가기 에 한 수요가 증 하게 되었

다. 이에 각 분야의 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Miteretek 추진 원들은 3차에 걸

친 회의를 통하여 평가항목을 개발하 으며, 평가항목은 신뢰성, 내용, 공개, 링

크, 디자인, 상호작용성, 경고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Ambre, et al, 1999). 

‘신뢰성’에는 출처, 최신성, 성/유용성, 편집검토과정 명시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 는 정확성, 완 성, 거부 등이, ‘공개’에는 목 , 정보의 수집과정이, 

‘링크’에는 링크 선택의 함, 구성, 내용, 역링크, ‘디자인’에는 근의 

용이성, 논리  구성, 내부검색능력, ‘상호작용성’에는 피드백, 커뮤니티 등으

로 구성된다(表 Ⅲ-17, 18 참조). 

〈表 Ⅲ-17〉 HSWG 評價 目別 定義

항목 설명

신뢰성
인터넷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결정하기 해서는 출처, 최신성, 성/효

용성, 편집검토과정을 고려해야 함

내용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고 완 해야 함. 당한 거부 

역시 제공되어야 함

공개

웹사이트는 당한 정도의 공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사이트의 목 ,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련이 있는 정보의 수집, 개요(profiling)에 한 내

용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 이나 개인의 의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링크
인터넷사이트의 질에 있어 특히 요한 것이 외부 링크(다른 사이트의 내

부 페이지나 외부 사이트)임

디자인

그래픽, 텍스트, 링크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의 디자인이나 이아웃은 정

보 그 자체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웹기반의 정보들의 효과 인 

달과 사용에 있어 요함. 웹사이트의 디자인은 근성, 논리  구성, 

내부 검색능력의 측면에서 평가 가능함

상호작용성 피드백 기 과 사용자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

경고

이용자들은 건강정보를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단하고 교육 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은 잠재 인 결 이 있

는데, 특히, 이용자가 모르거나 사용에 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

장‧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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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8〉 HSWG 評價基準 細部 目  內容

항목 평가기 내용

신뢰성

출처
‧내용에 해 책임을 지는 기 의 이름, 로고를 표시, 자의 이

름, 기 이나 자의 자격, 보증서 등을 게시

최신성

‧정보의 기 가 되는 원문서의 시기와 웹에 게시한 시기를 제공

하여 사용자가 정보의 시의 함을 단할 수 있도록 함

‧날짜를 알리는 것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든가 최신의 정보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최신성의 지표를 제

공하는 것임

성/유용성
‧사용자들은 사이트 내용이 그들이 제공한다고 주장한 정보와 

부합하는지 알기를 원함

편집검토과정

‧학계에서는 검독과정(peer review)이 논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의 

질과 타당성을 보증하는데 이용된다. 일반 에 있어서는, 신

뢰할 만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의 “인증 표지(seal of approval)"

가 신뢰감을 제고하여 

‧사이트는 제공되는 정보의 검토여부를 나타내야 하며, 그 과정

과 개입한 사람들에 한 설명이 있어야 함

내용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은 근거와 근거의 확인(확증)에 기 함

‧사이트는 결론에서 표 되는 내용의 근 에 있는 자료를 확인

해야 함

‧임상 혹은 과학  근거는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함

‧사용자들은 증명서들이 증거가 아님을 알아야 함

거부

‧한계 (제한 ), 목 , 범 , 권 , 정보의 최신성 등을 기술한 

거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정확성을 확인하고 표 이나 작권 침해를 피하기 해서 정

보의 출처가 반드시 밝 져야 함

‧거부는 사이트의 정보가 일반 인 건강정보이며 의사의 진찰이 

아님을 강조하여야 함

완 성

‧한 주제에 한 토론은 포 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

‧사용자들은 요한 정보들이 결여된 편 인 견해에 해 경

계하여야 함

‧ 련 사실들, 부정 인 결과들, 상에 한 알려지지 않은 정

보에 한 진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개

목
‧사이트의 사명, 목 이 분명히 기술되어야하고, 제공되는 정보

는 그 사명이나 목 에 합하여야 함

정보의 
수집과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사용, 보

에 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그 게 할 때 이용자는 정보제공, 그리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사용에 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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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8〉 계속

항목 평가기 내용

링크

링크의 선택

‧링크 선택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그룹은 링크의 성에 한 

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 한 원(original)사이트와 링크된 사이트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독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 요하다

구성

‧사용자가 그들이 행로에서 앞뒤로 찾아다니기가 쉬운지, 구조가 

분명하고 논리 인지 여부와 같이 링크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

조나 디자인은 네비게이션의 용이성을 해 요하다

‧이미지 처리된 아이콘과 텍스트의 동일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며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내용

‧링크의 내용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며 믿을만하고 해야 

한다

‧원 사이트가 높은 질의 사이트와 낮은 질의 사이트를 포함할 

때 낮은 질로 연결 시에는 밝 주도록 한다

‧사용자는 그들이 외부 사이트를 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

어야 한다

역링크  -

디자인

근성

‧웹사이트는 기술 으로 낮은 수 의 라우 에서도 이용가능 

해야 한다

‧ 근을 높이는 다른 들로 멀티미디어 라우 가 아닐 경우 

정보에 근하는 기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듣기‧보기가 완벽하

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있다

논리  구성

‧최상의 웹사이트는 그 목 과 타겟 청 에 정확히 을 둔다

‧단순하고, 내부 으로 동일성을 가지며, 사용이 쉽다

‧ 반 인 정보구조의 이해를 돕기 한 참조가 제공된다

‧정보의   구성은    가독수 ,  언어,  자와  그래픽,  색상,  소리의   조화에  한  요구들을  

 반 한다

내부검색능력

‧내부검색엔진은 내용이 깊이와 폭을 가진 부분의 웹사이트에

서 매우 바라는 부분이다

‧검색엔진의 역과 기능(포함범 와 사용법)은 확실하게 기술되

어야한다

‧검색엔진은 특정내용에 해 키워드로 검색 가능하거나 련된 

정보에 해서만 찾아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해와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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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18〉 계속

항목 평가기 내용

상호

작용성 -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의견, 수정사항, 비 을 얘기하

고, 제공되어지는 정보에 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피드백기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보여  수 있다

‧만약 사이트에서 채 룸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 간에 정보

가 교환되도록 허용한다면 재자가 있는지 여부에 한 지시

가 있어야하고, 동시에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

고도 있어야 한다

경고 -

‧이용자들은 건강정보를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단하고 

교육 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은 잠

재 인 결 이 있다. 특히, 이용자가 모르거나 사용에 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 장,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DISCERN21)

   DISCERN은 1999년 국 옥스퍼드 학의 보건과학연구소(Institute of Health 

Science)의 DISCERN 연구 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특정상태의 치료방법에 한 

정보를 찾는 시민과 치료정보의 자  제작자들을 상으로 하며, 소비자로 

하여  치료정보에 한 질을 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시작되었

다. 기에는 서면정보를 상으로 시작하 으며, 재는 온라인상의 정보에까

지 확 되어 용되고 있다. DISCERN은 설문지 형식의 도구로 치료방법을 선

택하고 결정하기 한 주 인 등  시스템이다. 임상 문가, 자조그룹 표, 

소비자건강정보 문가, 건강 련 리스트, 보건의료소비자 표, 지역보건

의료 원회 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 원회에 의해 평가도구 안이 개발되었으

며, 보건의료 계자들의 1차 테스트를 거친 후 국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 화된 질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건강정보 소비자가 설문지 형식의 평가도

구를 사용하여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출

물의 신뢰도,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 반 인 평가로 나 어지며, ‘출

21) http://www.discern.org.uk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動向 95

물의 신뢰도’에는 목 , 내용의 성, 정보원, 정보생성일,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한 방법, 불확실성에 한 언  등이,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에는 

치료방법에 한 효과, 이득, 험에 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

의 질에 미치는 향, 의사결정에 한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表 Ⅲ-19 참조). 

〈表 Ⅲ-19〉 DISCERN 評價基準

항목 설명

출 물의 신뢰도
목 , 내용의 성, 정보원, 정보생성일,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한 방법, 불확실성에 한 언

치료방법에 한 정보의 질

치료방법에 한 효과, 이득, 험에 한 설명, 치료하지 않

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의사결정에 한 

공유

반 인 평가 반 인 질

라. 모니터링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의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한 ‘모니터링’을 들 수가 있다.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제로 

건강정보 사이트들의  상태를 악할 수 있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 로 건강

정보 사이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 이는 단지 일회성에 그

쳐서는 안 되며, 연구  조사 결과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축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실시된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에 한 모니터링 연구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국내 건강정보

의 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2000년도에는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의 

분석을 해 국내 100  건강사이트를 검색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평가

기 으로는 목 성(명확성), 성, 신뢰성, 용이성, 권 성, 환류성, 지속성 등 

8개 평가요소의 32개 항목에 하여 평가하 으며, 정확성에 해서는 100  



96

사이트  27개의 포탈사이트만을 상으로 실시하 다. 건강정보의 성  

정확성의 평가결과, 부분 국내의 일간지나 건강 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하

여 싣거나, 국내외 연구논문의 요약을 달하는 수 이며, 기사의 정확성을 논

하기에는 무 보편 이고 단순한 기사나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100

 만 에서 정확성에서 최고 수를 받은 사이트는 91 , 최 수를 받은 사

이트는 63 으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

미경 외, 2000).

   2001년도에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평가 상사이트를 선정한 후, 

HON code를 기반으로 한 지침에 따라 건강정보의 구성, 정보제공주체, 컨텐츠 

유료제공 여부, 기원기  기재여부 등 16개 항목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정

철‧오유미, 2001). 여기서는 사이트의 일반 인 특성  건강정보 제공에 

한 필수 구성요소로 제시된 항목 등의 유무를 심으로 분석하 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의 조사항목에 MedCERTAIN 로젝트에서의 평가항

목들을 추가하여 모니터링의 기 을 개선하여 실시하 다. 인터넷 건강정보

련 사이트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한 항목으로 제공서비스의 종류, 서비

스 유료화, 경고문 표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정보의 출처, 사이트의 책임자 혹

은 지원자 혹은 정보제공자, 사이트의 목 ‧취지  상, 사이트 제작‧변경‧갱

신일자, 주요 컨텐츠 유형  종류 등의 항목에 하여 분석하 다(서미경 외, 

2002, 表 Ⅲ-20 참조).

   분석 결과, 건강정보와 련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들을 알려주는 경우는 상 사이트의 약 5%, 개인정보에 한 보호정책을 표

기한 사이트가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출처 혹은 정보제공

자를 명백히 밝힌 사이트가 각각 30%, 50%수 이었으며 갱신일자를 표기한 사

이트는 약 5%에 불과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최신성 등의 건강정보 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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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0〉 健康關聯사이트 調査 目

조사항목 조사내용

제공서비스 종류

건강정보, 온라인건강상담, 링크서비스, 진료 약, 

고, 커뮤니티(자조그룹), 온라인 상품 매, 원격진료, 

기타

사이트의 

독립성

독립도메인 

vs. 무료도메인

(com, net, co.kr, org, or.kr, re.kr ...) vs. (wo.to, ne.kr, 

id.to ...)

사이트의 성격
상업기 , 비 리기   단체, 정부기 , 연구기 , 

교육기 , 개인

서비스 

유료화

유료화여부 체유료, 일부유료, 체무료

유료컨텐츠유형 텍스트  이미지, 동 상, 음성, 로그램, 기타

유료컨텐츠 종류
건강상담, 건강 리(흡연, 음주, 다이어트, 기타(자세

히)), 원문서비스, 기타(자세히)

사이트운 방법 체회원제, 일부회원제, 비회원제

경고문 표기 있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시여부 있음, 없음

개인건강정보 유무 있음, 없음

개인건강정보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정보출처원

출처유무 있음, 없음

출처에 한 링크유무 있음, 없음

링크 속여부 속가능, 속 불가능

책임자 혹은

지원자 혹은 

정보제공자

기재여부 기재, 미기재

책임‧지원‧정보제공자명 일반 텍스트

책임‧지원‧정보제공자

유형

병의원, 약국/제약회사, 상업기 , 련기   단체, 

개인, 기타

지원유형 재정지원, 정보제공, 기술지원, 기타, 기재하지 않음

피드백유무  종류
게시   e-mail, 게시 , e-mail, 없음, 화번호, 없

음

사이트 목 ‧

취지  상

사이트 목 기재여부 기재, 미기재

사이트의 목
교육용, 고  선 용, 자조그룹, 치료목 , 단순정

보제공, 기타

사이트 상 기재여부 기재, 미기재

사이트 상

일반인(취학  아동,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학생, 장년, 노인), 환자  가족, 임산부  출산부, 

문가(의사, 교수), 보건 련인, 기타(자세히)

사이트 제작‧

변경‧갱신일자

일자표기 기재, 미기재

최근정보갱신 여부 기재, 미기재

컨텐츠유형

 종류

주요컨텐츠 유형 텍스트  이미지, 동 상, 음성, 로그램, 기타

주요컨텐츠 종류
건강 련 뉴스, 문건강정보, 일반건강정보, 제품정

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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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사 회

   한의사 회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감시하고 좋은 건강정보를 장려하여 국

민들이 올바른 의학지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국민의학지식향상 원

회 아래 모니터링 분과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한의사 회의 회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주요 일간지와 방송의 건강정보

를 모니터링 하는 시범사업을 하 으며, 상을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로 확 하

여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체(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한 모니터링

은 3차에 걸쳐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며, 1차 모니터링은 각종 매체에 보도되

는 의료기사들을 수집하여 '국민의학지식향상 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

차 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때에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 

는 의사 회 회원들이 평가항목을 기 으로 하여 해당 기사의 과학  건 성, 

유해성, 유익성 등을 단하고 그 의견을 찬성, 반 의 형태로 투표를 하게 된

다. 2차 모니터링은 2주마다 개최되는 '모니터링 분과 원회'에서 시행하는 모

니터링활동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반 가 1표라도 나온 기사들을 평가하여 문

제가 있다고 단되는 기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결정된 기

사는 해당 기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하고 문  의학지식의 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가에게 문의하는 3차 모니터링 과정에 들어간다. 3차 모니

터링은 2차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단된 기사들을 각 해당 분야의 문

가 2명에게 의뢰하는 과정이다. 건강정보평가의 가이드라인은 과학  건 성, 유

해성,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과 필수  정보의 락  사실의 과장여부 등이다

(表 Ⅲ-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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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1〉 大韓醫師協  ‘知識向上發展委員 ’ 評價基準

평가기 세부내용

과학  건 성

확고히 정립된 정보나 임상 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정보와 근

거가 약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성이 떨어지는 정보, 의학

인 오류임이 밝 진 정보를 구별한다

유해성
건강에 한 유해한 정보 는 불필요한 건강행태나 낭비를 래

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유익성
국민건강에 유익한지, 무해무익한지, 해로울 소지가 있는지 등을 

단한다

정보의 충분성, 

필수정보의 락, 

사실의 과장 여부 등

필수 인 정보의 락이 있거나( 를 들면, 다른 치료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특정 치료법을 고하기 해 고의 으로 알리지 않

는 경우), 의학  사실이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 한의사 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General/goodnews/main_goodnews3.asp

   마. 평가  안내 시스템 운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를 한 여타의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자체 인 기   평가과정을 거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의 NHS 

Direct Online, 호주의 HealthInsite, 캐나다의 CHN(Canadian Health Network) 등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한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주를 이루는 국가들을 심

으로 운 되고 있다.

1) 국: NHS Direct Online22)

   국은 1999년 12월에 기존에 운 하던 NHS Direct23)를 보완하기 하여 

22) http://www.nhsdirect.nhs.uk/

23) NHS Direct는 국 National Health Service(NHS)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국민들이 지역 화요

만으로도 훈련된 보건 문가로부터 건강에 한 조언과 정보를 연 무휴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사람들이 아 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

를 때 행동방침을 제시해주며, 응  상황일 때에는 이 화를 응 서비스로 바로 연결시켜

주게 된다. 일반의의 진찰이 불필요한 정도의 질병상태의 경우 자택에서 화로 치료에 

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체 의료비의 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NHS Direct는 1998년 

3월, 3개의 시범지역(Preston, Milton Keynes, Northhumbia)에서 시작되었으며, 1998년 9월에 실

시한 이용자 조사결과 이용자의 9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이태진 외, 2000; 

O'Cathai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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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Direct Online 웹사이트”를 구축하 으며, 이는 인터넷상에서 건강에 한 

조언과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gateway)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 NHS Direct Online 웹사이트의 개편 작업이 있었으며, 

NHS Direct Online을 이용한 방문객은 2002년 1월 한 달간 25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aton, 2002). 

   NHS Direct Online에서는 개별증상의 상담 수는 하고있지 않지만, 웹사이트 

내의  "Self-help Guide"24)를 통해 가정에서 일반 인 증상을 처리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수천 개의 건강정보 소스 웹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 한, 질병이나 상

태, 검사, 치료, 수술 등에 한 400여 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NHS 

Direct On-line은 24시간 간호사에 의한 무료상담 화(a 24-hour nurseled helpline)

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NHS Direct Online에서 읽은 내용이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해 확신이 서지 않을 시에는 NHS Direct(0854 4647)로 화하

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HS Direct Online의 편집 원회는 임상분야를 표하는 22명으로 구성이 

되며, NHS Direct Online의 컨텐츠의 최종 정을 내린다. 한 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한 검토와 의학계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한 통보를 통해 사이

트의 정보들이 갱신되도록 한다.

   NHS Direct Online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건강정보 질 센터

(CHIQ: Centre for health Information Quality)에서 건강정보 질 평가 기 에 의거

하여 평가하고 있다. CHIQ에서는 정확성(accurate: 정보가 최신의 것이며 근거

의 원천이 명확함), 분명성(clear: 정보가 분명히 달됨), 합성(relevant: 정보가 

소비자를 하여 개발됨), 이 세 가지를 질 평가 기 으로 삼고 있다. 

   NHS Direct Online에서는 사용자들의 근에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해 래

쉬 애니매이션 등의 기술을 웹디자인에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컴퓨터 속도가 

24) NHS Direct Self-help Guide(부제: 'Not Feeling Well?')는 원래 NHS Direct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가이드 북이며, 44가지의 가장 일반 인 증상이나 문제들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역약국이나 일반의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 상에서도 동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動向 101

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버 의 웹 라우 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수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사이트에의 속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호주: HealthInsite25)

   호주는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up-to-date) 건강정보가 국민들에게 요하며, 

한 호주 국민들이 차 인터넷을 건강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식

하 다. 그러나 인터넷이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질

(質)이 의심스러운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

여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건강정보를 달하기 한 략계획을 수립하 다. 

그 결과 2001년부터 “HealthInsite”라는 건강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건강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는 보건의료 문가  

서비스제공자는 HealthInsite를 통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HealthInsite는 호주에서 양질의 건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entry point)로서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한 국가의 건강정보 포탈사이트의 역할

을 하고 있다. 건강정보는 정부기 , 비정부기 을 포함한 주요 보건기 , 교육 

 연구기  등 력 계를 맺은 선도 인 건강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다. 

그리하여 HealthInsite는 자체 으로 건강정보를 생성하거나 비하지 않고 력

계를 맺은 기 에서 운 하는 웹사이트의 건강정보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gateway)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말 HealthInsite의 건강정보 력기 은 63

개에 달한다.

   HealthInsite는 편집 원회(HealthInsite Editorial Board)  편집실무

(HealthInsite Editorial Team)에 의하여 책임‧운 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  고

령화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의 단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건강정보의 연결  안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질의 건강정보 제공, 

인증, 기술 인 문제, 근성 등에 한 표 문서를 작성하여 력기 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건강정보의 평가는 자기평가, 편집 실무 의 평가, 편집 원회 심의, 건강정

25) http://www.healthinsit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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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력기 에게 통보, 약체결  HealthInsite의 DB에 코드생성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기 은 정보의 질, 권 성, 공시, 재성, 기술

인 문제, 문서의 형식, 항해, 미 인 면  디자인, 신성 등에 하여 필수

항목  요망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는 “기 에 부합, 기 에 부 합, 

알 수 없음, 기 이 합하지 않음” 등 4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3) 캐나다: Canadian Health Network26)

   캐나다 역시 국가 차원의 비 리 인터넷 기반 건강정보서비스를 CHN 

(Canadian Health Network)를 통하여 어  불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부터 시작하 다. 기본 이념  방식은 호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CHN의 미션은 믿을 수 있고 실질 인 인터넷 건강정보의 다양한 원천에 한 

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리를 지식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CHN의 비 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우선 인 선택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 이러한 미션과 비 을 지원하는 5가지 핵심 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 건강정보를 공공재로 유지 리함.

  – 기존의 건강정보를 재창조(작성)하지 않음.

  – 다양한 에서 양질의 믿을 수 있는 실질 인 정보를 제시함.

  – 사회 인 다양성을 포함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윤리와 간결성을 시함.

   CHN의 목 은 캐나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하고 질병을 방하기 

한 방법에 한 정보획득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어와 불어로 제공되는 

12,000여 개 이상의 웹 기반의 건강정보자원을 연결(link)하여 다. 건강정보는 

정보의 품질보증과정을 거쳐서 연결하여 주고 있으며, 그 결과 정보의 시의성, 

정확성  합성을 보장한다.

   CHN의 건강정보 보증과정의 핵심은 건강정보의 선정기 이며 크게 3가지

26) http://www.canadian-health-networ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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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고 있다.

  1. 건강정보자원 선정 기  ( 작성 기 , 자원의 질 기 )

  2. CHN 웹사이트의 품질보증 차

  3. 소비자들이 인터넷의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도구

   건강정보자원 작성 기 은 캐나다의 공식조직 여부, 비 리조직 여부, 건

강증진  질병 방에 한 시의 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 

여부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정보자원의 질 평가 기 은 신뢰

성(5개 항목), 사용성(4개 항목), 성(6개 항목), CHN의 이용자들에게 합성

(3개 항목), 최신성(3개 항목), 한 공시성(4개 항목), 분명하고 한 경고

문구의 존재여부(2개 항목), 인터페이스(interface)의 편리성(2개 항목)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상의 기 을 활용하여 CHN 웹사이트의 품질보증과정에 따라 

검색, 메타데이터 생성표 , 확인 등을 거쳐 오류, 일반 인 가독성 등을 제고

하며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일상 으로 검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CHN은 의료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

기 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도구(자기평가를 한 검표

(checklist))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찾은 정보가 합하고 유용하며 자신의 의사

결정과정을 안내하도록 한다.  

   CHN은 26가지 주요 건강 련 주제  인구집단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 고 의 국가 건강정보  지역의 건강자원을 제공하며, 사회 인 

건강문제에 한 정보를 특별 분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한 논의  소

식을 제공하고 있다. 재 18개 건강정보의 주제(활동 인 생활, 암, 보조  

체건강, 건강결정요인, 환경보건, HIV/AIDS, 건강증진, 보건의료체계, 건강한 

식습 , 심  건강,  사고 방, 정신보건, 인 계, 생식보건, 약물사용  

독, 흡연, 폭력 방, 산업보건)와 8개 인구집단(토착민, 어린이, 소수민족, 남성,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에 하여 29개 력기 으로부터 제공되는 건강정

보를 평가하여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국내‧외의 다양한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평가체계를 

질 리의 방식과 시작연도를 기 으로 종합정리하면 [圖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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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1〕 年度別 分類別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動向

           연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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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要約  示唆點

   이상과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질 리  올바른 활용을 한 국내

외의 노력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지 까지 살펴본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 

동향들을 평가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 

제작을 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는 '윤리강령', 건강정보 소비자의 특별한 요

구에 맞는 구체 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 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 제3의 기 이 건강정보에 해 평가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 표

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3자 인증', '모니터링' 방

식, 그리고 정부의 비 리기 에서 력기 들에서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

강정보를 평가하여 연결  안내하는 ‘포탈사이트 운 ’ 등 크게 5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평가주체로 분류해 보면, 소비자 혹은 민간기 의 자발 인 필요에 의해 유

용한 정보를 추천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해한 건강정보를 신고하여 자연도태

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반의 질 평가’와 공식 인 기 , 련 법령 등을 기반으

로 강제 인 규제, 처벌하는 ‘정부기반의 질 평가’, ‘정부의 건강정보 자체평가

에 의한 포탈서비스’ 등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질 리를 한 노력들은 자율성, 비통제성, 분권성 등의 인터넷의 

특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터넷의 건강정보 제공을 해하는 체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소비자가 직  그들이 근하는 정보의 본질을 단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선택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요한 문제는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비

으로 받아들이며,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민과 정부 건강 문가의 조 시스템이어야만 하며, 건

강정보 공 자  건강정보 이용자 각각의 건 한 행 를 유도하여 질 높은 건

강정보의 제공  활용을 진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평가에 한 공신력 있는 문사이트(Portal Site)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건강정보 제공자에게 양질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수하도록 유도하며,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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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양질의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인터넷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해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효율 이며, 공신력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포탈사이트 구축을 해

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단체로 이루어진 건강정보평가 원회와 

학교수, 시민단체, 련공무원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의 극

인 력이 필요하며, 정부 혹은 지원기 의 지속 인 재정지원이 필수 이다. 

더불어 재 인터넷 건강정보 리와 계가 깊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

진법, 기통신사업법 등의 단계 인 법 정비가 필요하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 혹은 평가가 보건의료의사결정, 치료결과, 지원의 활용 등에 유용한 

향을 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믿을 수 있고 안 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안내 시스템을 개

발하고자 하며, 공공 는 력기 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검색

하고 평가하여 안내하고자 하며 인증사업, 행동강령 제공, 사용자 교육, 모니터

링 정보의 제공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圖 Ⅲ-2 참조). 

〔圖 Ⅲ-2〕 인터넷 健康情報 質 管理 틀

공공 는 력기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민간 는 비 력기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평가/안내

시스템

인 증

행동강령 모니터링

사용자교육



Ⅳ.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開發

1. 開發背景

   1990년  반 이후 인터넷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 고,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획득, 업무의 처리 등 국민생활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에서의 건강 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도 

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정보 제공  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증가하면서 제공되는 정보와 서

비스의 질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를 하여 여러 가지 방법(행동강령, 제3자 인증, 

도구를 이용한 개별평가, 모니터링)들이 제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

법들이 갖는 공통 인 한계 은 건강정보의 실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활용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하지 않

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갖는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

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수집, 검색, 분류  평가하

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며, 나아가 성장에 가려진 폐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활동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바탕 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행동강령, 모니터링 결과 등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 으로 건강정보와 련된 웹

사이트들에 해 메타정보 가이드를 정의하고 정보제공 주체들에 한 교육과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여 인터넷에서의 건강  의료 정보제공의 표 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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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開發方向  內容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인터넷 건강

정보의 검색‧수집‧분류‧평가‧ 리 등의 기능 인 내용을 포함하는 인트라넷

(Intranet) 시스템, 둘째, 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이용자들에게 건강정보 련 검

색서비스  부가서비스(건강 련 뉴스  강좌 확인 등), 그릇된 건강정보의 

신고  포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시스템, 셋째,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들의 등록  평가 련 웹사이트 시스템이다(表 Ⅳ-1 참조). 

   가. 開發의 方向

   범람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에 한 체계  평가  안내를 통하여 건

한 건강정보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안 하고 유용한 건강정

보를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개발시스템의 경우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Noise)의 검색  분류를 최소화하

고, 리자  평가자의 리효율성을 최 화하는데 을 두도록 하 다. 

한 평가 로세스는 수화, 문가 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하 다. 

   나. 健康情報 檢索‧蒐集‧分類‧評價‧管理‧利用 시스템 構築內容

1) 인터넷 健康情報 檢索‧蒐集‧分類‧評價 시스템 (Intranet)

   첫째, 수집 상, 평가항목 등 각각의 차별 항목을 리자가 임의로 정의하

는 기능을 제공하여 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둘째, 인터넷에 존재하는 건강‧의료 련 정보에 하여 특정 키워드를 

심으로 검색하여 수집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  

   셋째, 검색‧수집된 건강정보(웹페이지)에 한 메타데이터 입력  문가들

의 평가( 수  소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활용을 지원하는 가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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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한다(表 Ⅳ-1 참조). 

2) 健康情報 檢索시스템(Extranet)

   첫째, 정보등록(홈페이지 등록)  평가에 한 설명, 각종 건강 련 뉴스, 

법률, 피해사례 신고 등 이용자들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한다.

   둘째, 건강정보에 한 검색기능을 통해 리자와 문가들에 의해 평가된 

건강정보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건강정보 이용자들과의 신속한 양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검증된 건강정보의 제공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소비자 의식의 향상을 도모한다(表 Ⅳ-1 참조).

3) 健康情報提供사이트 登 시스템(Extranet)

   건강정보제공 웹사이트의 자율등록을 통하여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질 향상

을 유도하고자 한다. 등록은 자율 으로 요구하며 “건강정보 장”27)에서 제정

한 기 을 심으로 합성을 평가하여 등록한다. 등록된 사이트는 분류  정

리하여 연결(link) 서비스를 제공한다(表 Ⅳ-1 참조). 

3. 健康情報評價시스템 開發過程

   가. 開發組織 

   본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총 기획 , 리‧운 , 개발 을 조직

하여 업무를 추진하 으며, 각각의 역할은 <表 Ⅳ-2>과 같다. 

27) 본 연구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공식명칭은 ‘건강정보 장’이며, URL은 http:// 

www.healthpark.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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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1〉 健康情報評價시스템 開發內容

개발 시스템 세부 내용

검색‧수집‧분류‧평가‧

리시스템 개발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수집

․특정 키워드에 의한 수집 데이터 필터링

․메타데이터 입력  문가 평가

․서비스 DB 생성

․이용자 검색

건강정보검색시스템 

개발

․건강정보검색 

․건강뉴스

․건강강좌‧행사

․건강정보 질 리

․열린 장

․인기 검색어 순

․FAQ 

․ 련사이트

․공지사항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소개

․Site map

․Contact Us

건강정보제공사이트 

등록시스템 개발

․사이트 등록

․자가평가

〈表 Ⅳ-2〉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構築事業의 推進組織  體系別 業務  

            役割

추진조직 업무역할

주 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총 기획

‧사업총

‧SI 업체 선정  용역계약체결

‧사업계획  일정 리, 세부 추진실  보고

‧ 련 문가와 각종 회의 주

‧ 련 연구수행  방향 제시

‧국내‧외 련자료 수집, 가공, 편집  제공

‧개발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조

‧시스템 기획  설계

‧시스템 사용  평가

리‧운 ‧시스템 리  운

SI 문업체 개발

‧시스템 기획  설계

‧시스템 개발  구

 (디자인, 코딩, 로그램 작업)

‧운 교육  기술 이

‧결과 산출물 품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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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開發推進日程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기 연구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개발되었다(圖 Ⅳ-1 참조).

〔圖 Ⅳ-1〕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開發의 細部推進日程 

               일정
평가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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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설계

‧조사/분석

‧개발 략 수립

‧정보구조 설계

디자인

‧ 기화면/하부SET

‧디자인 가이드

‧디자인 개발

코딩

‧HTML 코딩

로그램

‧DB 설계  구축

‧웹 어 리 이션

기술이 /교육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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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評價시스템 構成  機能

   가. 시스템 構成圖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검색‧수집‧분류‧평가하여 국

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즉, 리자가 지정한 

범 의 웹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평가 원

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웹

기반의 통합 시스템이다(圖 Ⅳ-2, Ⅳ-3 참조). 세부 인 기능은 검색, 수집, 분류, 

평가, 리, 건강정보 이용자의 검색, 부가서비스(건강뉴스, 건강강좌 안내), 건

강정보 제공 웹사이트 등록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圖 Ⅳ-2〕 檢索‧蒐集‧分類‧評價‧利用 등 全體 시스템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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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3〕 開發 시스템의 構造

개 발 시 스 템

리  평가 역 이용 역

검색․수집 분 류 평 가  리

․검색엔진

․검색자료

  임시 장소

․분류기

․정렬모듈

․평가엔진 ․검색 /수집 /

분 류 / 평 가 

등 리기

․검색엔진

․사용자인터페이스

   나. 네트워크 構成圖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운 되

며, 구축에 이용되는 네트워크 구성도는 [圖 Ⅳ-4]와 같다. 

〔圖 Ⅳ-4〕 네트워크 構成圖

Intranet

Ext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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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開發시스템의 領域別 細部內容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구체 인 개발내용은 크게 검색‧수집‧분류‧평가시스

템과 련한 인트라넷(Intranet) 시스템, 이용자들의 건강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하는 엑스트라넷(Extrane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檢索‧蒐集‧評價 시스템 開發

   검색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건강정보 련 웹사이트(웹페이지)의 최신정보를 

검색‧수집‧분류‧평가하여 검증된 건강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한다.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분류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수집 상 건

강정보 지정, 필터링규칙 정의  리, 색인DB 구성, 리자에 의한 수집정보 

메타데이터 입력, 문가에 의한 평가, 최종DB 등록, 이용자 검색의 로세스

로 이루어지며, 이는 개발 로세스인 동시에 개발 후 실제 용 시 검색‧수집

‧평가시스템의 로세스와도 동일하다(圖 Ⅳ-5 참조). 로세스 각 단계별로 이

루어지는 업무에 한 정의는 <表 Ⅳ-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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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5〕 開發 로세스 定義

〔 리자〕

∙ 서비스 DB 생성

∙ 최종 DB 구성

∙ 이용자 검색

          ∙ 메타데이터 정의
          ∙ 분류 정의

∙ 수집 상 건강정보 지정

∙ 필터링 규칙 정의  리

〔색인 DB 구성〕

∙ 수집  목록 구성 완료

〔 리자〕

  ∙ 분류 목록에 수집된 페이지 필터링

  ∙ 메타데이터 확인‧입력

〔 문가〕

∙ 리자 필터링 데이터 평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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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3〉 健康情報評價시스템 開發 段階別 業務 定義 

단계 단계별 업무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분류 정의 ․건강정보 분류 정의로 수집시 분류된 DB에 자동 장

수집 상 

건강정보 지정

․원하는 페이지 URL 혹은 키워드를 지정하는 단계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 수집엔진은 자동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근    

 정보(페이지)를 수집

필터링 규칙 

정의  리

․필수 포함 URL, 배제 URL 패턴을 정의하여 수집의 신뢰도를  

  높임

색인 DB 구성

․ 리자 필터링에 의한 정보는 1차 으로 색인작업이 자동으

로 이루어져 색인 DB를 구성하여 장

․분류 목록에 수집된 페이지 필터링

․분류별 색인 페이지 목록 리

․분류 수정

․수집된 페이지 메타정보 입력

․ 문가 이

문가에 의한 

평가  수정

․ 리자에 의해 달된 정보에 한 2차 평가

․분류 검수

․메타정보 검수

최종 

서비스 DB 등록

․ 문가 평가 후 다시 리자에게 넘겨져 최종 서비스 DB에   

  등록

이용자 검색

․이용자들은 웹을 통해 최종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

․키워드 검색(메타검색), ‘ㄱㄴㄷ’ 순 검색, 연령 별 검색, 신

체부 별  검색 등 지원

1) 인터넷의 健康情報에 한 메타데이터 作成

   앞서 Ⅱ장 4 에서 검토하여 정리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항목들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고 용 가능한 인터넷 건강정보와 련된 메타데이터

를 재구성하 으며,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  활용 실정에 합하고 필수

인 항목만을 선별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분류  검색, 설명, 평가에 활용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

이터를 ① 검색  분류, ② 핵심 건강정보 안내, ③ 상세 건강정보 안내, ④ 

평가 등 4가지 목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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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Ⅱ장 4 에서 검토하여 정리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항목들을 토 로 

체 항목을 정리하 으며, 메타데이터의 요성, 재 제공여부, 확인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고 용 가능한 인터넷 건강정보와 

련된 메타데이터를 선정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활용에 따라 ① 검색  

분류, ② 핵심 건강정보 안내, ③ 상세 건강정보 안내, ④ 평가 등 4가지로 분

류하 다. 

   각 활용목 에 따른 구체 인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활용 용도에 따른 인

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과 그 근거

가 되는 출처를 정리하면 <表 Ⅳ-4>와 같다. 

   가) 檢索  分類 메타데이터

   ‘검색  분류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과 분류에 활용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웹사이트의 목 ,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정보제공 주체, 질병의 종

류, 건강 험요인, 상 연령 , 신체부  등이 있다. 

   나) 核心 메타데이터

   ‘핵심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 정보 악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이다.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

의 URL,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의 목   소개, 최종확인일자,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검색어와의 련성 등이 있다. 

   다) 詳細 메타데이터

   ‘상세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과 련한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

는 메타데이터이다. 주요 항목은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갱신날짜, 정보제공주

체, 피드백창구, 도움말 제공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이트 맵 제공여부, 질 

리 방법, 경고에 한 문구 게시여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한 문구 게시여

부, 법령 수에 한 문구 게시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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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가 메타데이터

   ‘평가 메타데이터’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형식과 내용 평가에 활용하는 

메타데이터이며,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목   소개, 최종갱신날짜 명시, 정

보제공주체 명시, 피드백 창구의 유무, 도움말 기능 제공유무, 사이트 맵 제공

여부, 질 리 방법 명시, 경고에 한 문구 게시여부, 개인보호정책에 한 문

구 게시여부, 제공정보의 출처에 한 명시, 법령 수에 한 문구 게시여부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 활용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한 메타데이터 각각의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表 Ⅳ-5참조).

〈表 Ⅳ-4〉 인터넷의 健康情報에 한 메타데이터

구분 용도 항목 출처

검색  분류

메타데이터

—효율 인 

 검색과 분류

—메타서치용

(meta search)

‧웹사이트의 목

‧웹사이트의 이용형태(유‧무료여부)
MedCERTAIN

‧정보제공 주체 Hi-Ethics, MedCERTAIN

‧질병의 종류 혹은 건강 험요인 MedCERTAIN, OMNI

‧ 상 연령
EC Quality Criteria,

MedCERTAIN, OMNI

핵심

메타데이터

—기본 인  설명

—건강정보에   

한 핵심설명

‧웹사이트의 URL

‧웹사이트의 제목

EC Quality Criteria,

MedCERTAIN

‧웹사이트의 목   소개

eHealth Code of Ethics, 

EC Quality Criteria,

DISCERN, HSWG

‧최종확인일자

‧검색어와의 합성
HON

‧질병의 종류 혹은 건강 험요인 MedCERTAIN, OMNI

‧유무료 여부 Med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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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4〉 계속 

활용 용도 항목 출처

상세 

메타데이터

—건강정보에 

한 상세설명

‧사무실의 우편주소

‧정보제공주체

‧도움말 제공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이트 맵 제공여부

MedCERTAIN

‧최종갱신날짜
EC Quality Criteria,  

AMA,  DISCERN

‧피드백 창구

HON,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MedCERTAIN, HSWG

‧질 리 방법
HON, EC Quality Criteria, AMA

MedCERTAIN, DISCERN

‧경고에 한 문구게시 여부
HON, Hi-Ethics, 

MedCERTAIN, HSWG

‧개인보호정책에 한 문구 게

시 여부

HON,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제공정보의 출처

HON,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AMA

MedCERTAIN, DISCERN

‧법령 수에 한 문구게시여부 HON, Hi-Ethics

‧이해 계에 한 명시 Hi-Ethics, MedCERTAIN

‧운 체계에 한 설명
EC Quality Criteria, 

AMA,  Med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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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4〉 계속 

활용 용도 항목 출처

평가 

메타데이터

—건강정보의

  평가

‧웹사이트의 목   소개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DISCERN, 

HSWG

‧최종갱신날짜
EC Quality Criteria, AMA,

DISCERN

‧정보제공주체

‧도움말 제공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이트 맵 제공여부

MedCERTAIN

‧피드백 창구

HON,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HSWG, MedCERTAIN

‧질 리 방법
HON, EC Quality Criteria,

AMA, MedCERTAIN, DISCERN

‧경고에 한 문구게시 여부
HON, Hi-Ethics,

MedCERTAIN, HSWG

‧개인보호정책에 한 문구 게

시 여부

HON,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제공정보의 출처

HON,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AMA,  MedCERTAIN,

DISCERN

‧법령 수에 한 문구게시여부 HON, Hi-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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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5〉 各 메타데이터에 한 說明

항목 설명

웹사이트의 URL 웹사이트의 URL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의 목 교육(행사홍보), 진료, 자조그룹(자가진단), 자상거래 

포함하고 있는 질

병의 종류

감염성질환, 암, 액질환, 양  사질환, 정신질환, 신경계질환,  

 부속기 질환, 귀  부속기질환, 구강계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

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피부  피하조직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임신, 출산  산욕기 질환, 선천성 기형, 각

종사고

포함하고 있는 

건강 험요인

식이, 수면, 운동, 음주, 흡연, 환경오염, 스트 스, 비만, 한 약물, 

사고 방, 미용

상 연령 신생아,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년, 노년

사무실의 우편주소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확인일자 웹사이트  정보를 평가시스템이 확인한 최종 날짜

검색어와의 합성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된 정보의 련성

최종갱신날짜 웹페이지  정보가 갱신된 최종 날짜

경고에 한 

문구게시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건강 문인과의 계를 체하는 것이 아

닌 보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함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유료, 무료, 부분  유료

웹사이트의

재정  출처

공 기부, 비 리 단체의 찬, 제약회사  건강 련 회사의 찬, 제

품이나 서비스 매, 가입자/회원의 회비, 고, 벤처 캐피탈

피드백 창구 e-mail, 우편, 화, fax, 게시 , 기타

도움말 제공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검색기능 제공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사이트 맵 제공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질 리 방법
자율규제/윤리강령 가입, 제3자 인증기  가입, 도구를 이용한 평가방

법 가입, 자체개발 리법, 없음

개인보호 정책 명시함, 명시하지 않음

운 체계에 한 

설명

웹사이트의 물리 인 근( 한 운 체계)에 한 설명이 제시됨, 제

시되지 않음

법령 수
웹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와 행 들이 련법령을 수한다는 것

이 명시됨, 명시되지 않음( 자상거래법 등) 

제공정보의 출처 명시함, 명시하지 않음

정보제공 주체

의사, 간호사ㆍ약사 등 의료 련학 , 보건학ㆍ보건교육ㆍ기 의학 등 

보건 련학 , 신문방송학 , 타 건강정보제공 련 훈련과정이수자격, 

자격없음

이해 계에 한 

명시

제공되는 서비스  컨텐츠와 련된 이해 계, 험, 책임에 해 사

용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함, 공지하지 않음

신체부
머리, , 귀, 입, 폐‧호흡기, ‧장 , 심장, 간, 팔‧다리, 생식기, 피부, 

내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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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健康情報 分類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건강증진정보’, ‘연령 별 정보’, ‘질병정보’, ‘신

체부 별 정보’, ‘지식정보’, ‘행정  법령정보’ 등으로 구분하 다. 

   ‘건강증진정보’는 크게 ‘건강생활’과 ‘자가진단’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생

활’에서는 식이, 수면, 운동, 음주, 흡연, 환경오염, 스트 스, 약물, 생활양식 등

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자가진단‘에서는 암, 고 압, 당뇨병, 심장병, 간

염, 고지 증, 뇌졸 , 치매 등의 질병에 한 자가진단과 련한 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제공될 것이다. 자가진단 로그램의 경우 문가의 평가를 통해 믿

을 수 있고 검증된 경우만 제공하게 된다. 

   ‘연령 별 정보’는 생애주기에 따라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

년기, 노년기, 고령기로 구분하여 해당 연령 와 련 깊은 건강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 

   ‘질병정보’는 감염성 질환, 신생물, 액질환, 양  사질환, 정신질환, 신

경계질환,   부속기질환, 귀  부속기질환, 구강장애,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질환, 피부  피하조직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비뇨생식기

계질환, 임신‧출산  산욕기질환, 선천성기형, 각종 사고 등 18개로 분류되며, 질

병정보의 분류시 국제질병분류코드(ICD-10)의 분류체계를 참고하 다. 

   ‘신체부 별 건강정보’는 머리, ‧코‧입‧귀, 흉부, 소화기, 근골격, 비뇨생식

기, 피부, 호르몬의 8가지로 분류하 다. 

   수집 상인 건강정보 웹페이지에 한 분류 정의로 수집시 분류된 DB에 자

동 장 되도록 설계하 으며, 본 건강정보의 분류는 해당분야의 문가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 되는 역

은 ‘흡연’, ‘고 압’, ‘뇌졸 ’, ‘당뇨병’, ‘ 암’의 5개 건강정보와 학 논문, 의

료 련법, 건강증진 련법, 건강강좌‧행사 내용이다(表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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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6〉 健康情報 分類體系

분류 분류 소분류

건강증진

정보

건강생활

식이 다이어트, 비만, 건강식품, 사례소개

수면 불면증, 건강한 수면, 사례소개

운동 등산, 수 , 에어로빅, 헬스, 사례소개

음주 알코올 독, 음주상식, 주방법, 사례소개

흡연* 연방법, 흡연의 향, 사례소개

환경오염 기‧수질‧토양오염, 소음, 사례소개

스트 스 두통, 피로, 스트 스 해소법

약물 약물 독

생활양식 사고 방, 미용, 컴퓨터 사용

자가진단 암, 고 압*, 당뇨병, 심장병, 간염, 고지 증, 뇌졸 *, 치매

연령 별

정보

신생아
방 종, 아기목욕 시키기, 아기발달단계, 수유, 선천성심

장질환, 선천성 사이상 등

유아 발달장애, 행동장애, 사고 방 등

아동
어린이  건강, 어린이 치아건강, 어린이의 성, 소아비만, 

소아당뇨, 치아우식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청소년 신체변화, 심리  변화, 청소년기의 성, 친구 계, 여드름 등

장년 여자의 성, 남자의 성, 임신 리, 출산 리, 피임 등

년
갱년기, 노화방지, 년의 성, 고지 증, 골다공증, 고 압*, 

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장암, 당뇨병*, 염 등

노년
노화, 노인의 성, 고 압*, 염, 뇌졸 *, 백내장, 치매, 

킨슨씨병, 알츠하이머병, 뇌재출 , 뇌경색증 등

고령 -

주: *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 되는 건강정보의 역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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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6〉 계속

분류 분류 소분류

질병정보 

감염성 질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트로코모나스, 상포진, 

성A형간염, 성B형간염, 만성간염, 결핵, AIDS 등

신생물 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장암 등

액질환 빈 , 자반증 등

양  사질환 당뇨병*, 갑상선기능 하증 등 

정신질환 치매,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등

신경계질환 뇌성마비, 수두증, 킨슨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 편두통 등

  부속기 질환 백내장, 결막염, 녹내장 등

귀  부속기 질환 이염 등

구강장애 치아우식증, 치은염  치주질환, 구내염

순환기계 질환
고 압*, 심증, 심근경색증, 폐색 증, 심부 , 뇌졸 *(뇌

내출 , 뇌경색증), 치질, 압 등

호흡기계 질환
만성기 지염, 천식, 폐기종, 축농증, 감기, 인 루엔자, 폐

렴, 성기 지염

소화기계질환 염, 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소화불량

피부  피하조

직질환

두드러기, 여드름, 티 , 알 르기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

부염 등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
류마티스성 염, 통풍, 요통, 디스크, 골다공증, 월경이상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자궁내막증, 립선염, 방 염, 요도염, 신부 , 요로결석증, 

자궁외임신

임신, 출산  

산욕기질환

자연유산, 임신성고 압, 임신성당뇨, 양막의 조기 열, 

치태반, 태반의 조기박리, 자연분만, 제왕 개, 유방염 등

선천성기형
다운증후군, 구개열, 토순, 심장 격의 선천성기형, 삼천

의 선천성기형, 승모 의 선천성기형 등

각종 사고 두통, 피로, 늑골‧흉골의 골 , 요추  골반의 골

주: *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 되는 건강정보의 역을 나타냄



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開發 125

〈表 Ⅳ-6〉 계속

분류 분류 소분류

신체부 별

머리
머리: 치매,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편두통, 뇌성마비, 수두증, 뇌졸 *, 두통, 

‧코‧입‧귀

: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귀: 이염,

입: 치아우식증, 치은염  치주질환, 구내염, 구개열,  토순, 

흉부

폐‧호흡기: 결핵, 폐암, 폐색 증, 감기( 성비인두염), 인 루

엔자, 폐렴, 성기 지염, 축농증(만성부비동염), 만성기 지

염, 폐기종, 천식

심장: 고 압*, 심증, 심근경색증, 심부 , 압, 심장 

격의 선천성 기형, 삼천 의 선천성 기형, 승모 의 선천성 

기형

소화기

‧장 : 암*, 장암, 치질, 궤양, 십이지장궤양, 염, 소

화불량

간: 성A형간염, 성B형간염, 만성간염, 간암, 만성간염, 간경

변증

근골격

팔‧다리: 어깨의 골 , 어깨   인 의 탈구, 염좌, 팔

의 골 , 팔의   인 의 탈구, 염좌, 손목의 골 , 손

목의   인 의 탈구, 염좌, 퇴골의 골 , 고 의 

  인 의 탈구, 염좌, 다리의 골 , 다리의 골   인

의 탈구, 염좌, 발목의 골 , 발목의   인 의 탈구, 

염좌.

비뇨생식기

생식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트로코모나스, 

상포진, 에이즈,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부 , 요로결석증, 

방 염, 요도염, 립선염, 자궁내막증, 자궁외 임신, 자연

유산, 임신성 고 압, 임신성 당뇨, 양막의 조기 열, 치

태반, 태반의 조기박리, 자연분만, 제왕 개, 유방염, 월경 

이상

피부
피부: 아토피성 피부염, 알 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여드름, 티

호르몬 갑상선: 갑상선기능 하증, 당뇨병*

주: *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 되는 건강정보의 역을 나타냄.

〈表 Ⅳ-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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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지식정보

문헌정보 학 논문, 학술지, 보고서 

용어정보 의학용어, 검사 련용어, 의약품 련 용어

통계정보 질병 련, 의료이용 련

행정  

법령정보

의료 련법 —

건강증진 련법 —

인터넷활용 련법 —

3) 인터넷上의 健康情報 蒐集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첫 단계 작업은 검색할 수집 상을 지정하는 것이

다. 수집  색인의 상을 지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용엔진 혹은 리자

가 임의로 디 토리를 지정하거나 패턴을 정의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 이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되는 정보제공자의 웹사이트의 경우 별도로 리하게 된

다. 

   [圖 Ⅳ-6]은 검색 상 설정작업과 계된 화면들이다. ‘Seed URL목록’은 웹

문서 검색엔진 로그램인 ‘웹스 이더’가 문서수집을 하여 기에 속할 

수집 상 URL의 목록으로 리자가 지정해 다. 수집 상 URL 에서 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URL패턴과 필수 으로 배제되

어야하는 URL패턴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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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6〕 蒐集‧分類‧檢索 關聯: 컬 션 管理 - 檢索 象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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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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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特定 키워드로 蒐集된 健康情報의 濾過(Filtering)

   가) 1次 自動評價

   수집된 건강정보는 미리 지정해 둔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동 필터링이 된다

(1차 자동평가). [圖 Ⅳ-7]의 화면 좌측에서 정의된 카테고리 구조를 트리(tree) 

형태로 볼 수 있다. ‘카테고리정보’에서 카테고리의 이름(한 , 문)을 변경할 

수 있다. ‘URL 정보’에서는 카테고리별 수집 패턴을 정의할 수 있어 포함 혹은 

배제하고자 하는 URL 규칙을 부여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 표단어 정보’에서

는 카테고리별 표 단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본 연구

의 1차년도 사업에서 사용될 9개 카테고리별 표 단어는 表 Ⅳ-7 과 같다). 

〔圖 Ⅳ-7〕 蒐集‧分類‧檢索 關聯: 蒐集情報分類 - 카테고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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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7〉 카테고리別 代表 單語 

카테고리 표단어

흡연 흡연, 연, 담배, 단 상

고 압 고 압, 압강하제 

뇌졸 뇌졸 , 뇌일 , 뇌연화증, 뇌경색증, 풍, 뇌출 , 뇌 류

당뇨병 당뇨병, 당, 인슐린, 뇨당, 소갈증, 합병증

암 암, 제술, 생체검사, 내시경

학 논문 논문, 석사학 , 박사학

의료 련법 법령, 의료법

건강증진 련법 건강증진법, 건강 련법

건강강좌ㆍ행사 건강강좌, 건강행사, 건강교육, 건강교실

   엔진에 의해 수집된 건강정보는 카테고리별로 나 어 분류되어진다. 분류기

에 의해 자동 분류된 URL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수집형태에 따라 웹페

이지와 웹사이트로 구분되어진다. 범주 트리(category tree)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click)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수집 URL리스트가 나타나며, 리자에 의해 

분류변경, 등록, 삭제가 가능하다(圖 Ⅳ-8 참조). 

   나) 2次 管理  評價

   검색엔진이 자동여과는 메타데이터 이외에 해서는 리자가 확인단계를 

거처 메타정보를 입력하게 된다(2차 리자 평가). 입력되는 메타정보는 <表 Ⅳ

-6>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다. 2차 리자 평가에서 리자가 각각의 건강정

보 웹페이지에 한 메타정보 항목을 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게 된다. 

‘List 정보’에서 URL리스트를 클릭할 경우 하단의 상세 정보란에서 각 URL에 

한 메타정보를 기입하고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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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8〕 蒐集‧分類‧檢索 關聯: 蒐集情報 分類 - 分類結果 管理

5) 門家 評價

   문가 평가는 해당 분야의 문가 2인이 2차 리자평가를 통과한 건강정

보 웹페이지에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3차 문가 평가). 

   문가 평가는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완 성, 내용의 성, 내용의 유해

성, 내용의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에 하여 20 씩 부여하여 총 100  만 으

로 하고, 80  이상의 수를 획득한 건강정보의 웹페이지 주소 등을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연결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단 건강정보의 질 보증의 수 을 유지

하기 하여 정확성 는 유해성의 평가 수가 15  이하이면 제외하도록 하

다. 각 평가항목이 의미하는 바와 구체 인 평가기 은 <表 Ⅳ-8>과 같다. 5가

지 평가항목의 총합에 따라 평가된 건강정보 웹페이지에 한 평가 수가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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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8〉 門家 評價基準 

평가항목 내용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과 련된 기 을 참고하여 본 웹페이지에서의 정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 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거나 정확성

이 떨어지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의 내용과 단근거를 간단히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이 의학 으로(학문 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있는   

   경우 

2) 의학 으로 오류임이 밝 진 정보

3) 단의 근거가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

내용의 완 성

 본 웹페이지의 내용  해당 주제를 달하는데 있어 필수 으로 언

해야할 정보가 락되었거나 과장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단근거를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이 포 인 수 의 나열에 그치고 지식이나 정보제공이 부족한  

   경우 

2) 필수  정보가 락된 경우 

3)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의 성

 본 웹페이지의 내용  일반인의 수 에서 이해하기에 하지 않다

고 여겨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단근거를 간단히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나치게 문 인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한 정보제공에만 치우친 경우

내용의 유해성

 본 웹페이지의 내용  일반인의 건강에 유해한 정보 혹은 불필요한 

건강 행태나 낭비를 래할 정보내용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과 

단근거를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건강상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2) 명시 으로 유해한 행 를 유도하는 내용

3) 사회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

4) 경제  손실을 래할 수 있는 내용

내용의 최신성
본 웹페이지의 내용  정보의 최신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정보내용

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과 단근거를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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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Ⅳ-9]는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가용 평가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Category Tree에서 해당 카테고리 클릭 시 해당 카테고리의 평가 URL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URL리스트를 선택한 후, 평가란에서 해당 건강정보의 평가  

평가의견 기입이 가능하다. 평가항목  정확성과 유해성에 해서는 15  이

하일 경우, 항목명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며, 총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평가 

리스트의 목록 에서 더블 클릭 할 경우, 리자가 이미 입력해 둔 상세 메타

정보가 팝업창 형태로 제공되어진다. ‘평가 장’을 선택하게 되면 최종 리자 

평가  문가 평가모드의 완료리스트로 이 되게 되어 문가평가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며 리자에게 달된다. 

〔圖 Ⅳ-9〕 門家 評價 關聯: 評價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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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終(管理 ) 評價

   최종 리자 평가는 1, 2, 3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웹페이지의 평가결과에 

한 최종 확인을 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를 통과하면 “서비스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 의뢰과정을 거치게 된다. 

7) 서비스 DB 生成

   [圖 Ⅳ-10]은 서비스 DB 생성 화면으로 평가 완료된 리스트를 확인한 후, 

실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DB에 등록하거나, 재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단계이다. Category Tree에서 해당 카테고리 클릭 시, 해당 카테

고리의 평가 완료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URL리스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DB에 등록하거나 재심을 요청 혹은 삭제할 수 있다. URL리스트 선택 시 평가

결과란에 평가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며, 한 리스트를 더블클릭 할 경우 상세 

메타정보가 팝업 창 형태로 제공되어진다.

〔圖 Ⅳ-10〕 蒐集‧分類‧檢索 關聯: 管理機能 - 서비스 DB 生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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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利用  檢索

   서비스 될 건강정보 DB가 생성된 이후에 이용자들은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건강정보에 한 검색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된다. [圖 Ⅳ

-11]은 건강정보검색 화면이다. 

   검색어를 기입하여 검색하는 ‘일반검색’의 경우, 웹사이트의 목 , 웹사이트

의 이용형태, 정보제공주체, 질병종류, 건강 험요인, 상연령의 6가지 선택사

항에 따른 해당결과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ㄱㄴㄷ순 검색‘에서는 질병정보

에 해 한 순서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며, ’분류별 검색‘에서는 건강증진, 연

령 별 정보, 질병정보, 지식정보, 행정  법령정보로 세분화하여 각 범주별로 

건강정보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신체부 별 검색‘은 이용자들이 찾고자하

는 건강정보가 신체상에서 어떤 부 인지를 도식화된 아이콘을 통해 한 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하 으며, 디자인 효과와 이용자와의 친 도 모두를 높이

고자 하 다. 

   세부 검색기능별로 살펴보면, ‘ㄱㄴㄷ 순 검색’에서 [圖 Ⅳ-12]와 같이 해당 

자음에 속하는 질병들이 나열되게 된다. 해당 질병을 선택할 경우 질병에 해당

하는 URL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ㄱ’으로 시작되는 질병의 

검색을 원할 경우, 이용자가 ‘ㄱ’을 선택하게 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와 같이 

‘ㄱ’으로 시작되는 질병을 나열해 주게 되며 [圖 Ⅳ-12]에서와 같이 ‘고 압’에 

한 정보가 156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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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11〕 檢索 關聯: 檢索 메인 畵面

〔圖 Ⅳ-12〕 檢索 關聯: ㄱㄴㄷ  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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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별 검색‘에서는 검색 시 선택한 1차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  카테고

리 정보가 나타나며, 하  카테고리를 선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URL 리스트

를 검색할 수 있다. 를 들어, [圖 Ⅳ-13]과 같이 연령 별 정보를 선택하 을 

경우 신생아, 유아, 청소년, 성인, 년, 노년의 단계에 따른 해당 연령 의 건

강정보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연령 별로 련된 질병명과 정보의 양이 

나타난다.

〔圖 Ⅳ-13〕 檢索 關聯: 分類別 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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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부 별 검색‘에서는 신체부 별 검색 시 선택한 신체부 에 해당하는 

질병 리스트가 나타나며, 검색하고자 하는 질병을 선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URL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圖 Ⅳ-14]는 ’흉부‘그림을 선택했을 시 나타나

는 화면으로 흉부에 속하는 신체기 은 폐와 호흡기, 심장, 간이며, 심장과 

련된 질병군 8가지 에서 고 압에 한 정보가 156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圖 Ⅳ-14〕 檢索 關聯: 身體部位別 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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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健康情報 檢索  利用 시스템

   ‘건강정보 검색  이용 시스템’은 건강정보 검색, 건강뉴스, 건강정보 질 

리, 열린 장, 건강정보제공사이트 등록 등을 구축하여 일반인  보건의료 

문가(교수, 연구자, 련업무 종사자 등)를 상으로 인터넷상에서 검증된 정

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본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평가하여 안내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의미에서 ‘건강정보 장'( 문으

로는 ‘Healthpark’)이라 명명하 으며, URL은 문명을 그 로 이용하여 

'http://www.healthpark.or.kr'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하 다(’건강정보 장‘ 웹사이트 

첫 화면과 웹사이트의 메뉴 구성도는 圖 Ⅳ-15, 圖 Ⅳ-16 참조).

〔圖 Ⅳ-15〕 홈페이지 메인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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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16〕 홈페이지 메뉴 構成圖

건강정보 장

사이트 등록

․등록안내

․등록된 사이트

․등록신청

사이트 소개 공지사항 설문조사 인기검색어 사이트맵

건강정보 건강뉴스
건강정보 

질 리
열린 장 FAQ 련사이트

․건강정보검색

․‘ㄱㄴㄷ’순 검색

․분류별 검색

․신체부 별검색

․도움말

․건강 련기사

․건강강좌/행사

․건강정보

  평가동향

․건강정보

  이용동향

․건강정보

  이용 련

․건강정보

  의료 련

․건강수칙 련

․신고센터

․이용자 련

․등록제도 련

1) 사이트 紹介  

   ‘사이트 소개’는 본 사이트의 반 인 소개를 다루는 부분으로, 목 (비 , 

목 , 세부목표), 등록안내, 운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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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健康情報 檢索

   ‘건강정보 검색’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분류별로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검색어를 이용한 ‘일반검색’, '메타검색( 는 상세

검색) ‘ㄱㄴㄷ순 검색’, ‘분류별 검색’, ‘신체부 별 검색’이 가능하다(圖 Ⅳ-17 

참조).

〔圖 Ⅳ-17〕 健康情報 檢索 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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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트 登

   ‘사이트 등록’은 본 사이트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사이트를 제외하고, 

재 운 되고 있는 건강 련 사이트의 운 자가 직  자신의 사이트를 등록신

청을 하는 것이다. 사이트 등록을 원하는 사이트의 운 자는 등록 신청하게 되

며, 신청 수 이후에는 해당분야의 문가들이 사이트에 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가) 登 制度의 目的

   등록제도는 인터넷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한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을 유도

하기 한 것이며, 건강정보 제공의 문성,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 건강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종합 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나) 登  條件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운 자 혹은 표자라면 구나 직  등록

이 가능하다.  

   다) 登 制度의 利點 

   ‘건강정보 장'에 등록하게 되면 각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

당 사이트 내의 건강정보들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강정보제공지침'을 수하고 있으며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된 사이트의 세부 컨텐츠의 URL과 상세 정보들이 '건강정보 장'의 DB로 축

되며, 일반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건강정보 이용자간의 신

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라) 登 節次

   사이트의 등록 차는 [圖 Ⅳ-18]의 차를 따라 진행된다. 각 등록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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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圖 Ⅳ-18〕 사이트 登 節次

— 등록신청서 기입: 건강정보 제공자는 '건강정보 장'의 '등록신청'을 통

해 당사의 사이트를 등록시킬 수 있으며, 신청에 앞서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후 사이트 등록신청을 하며, 신청

된 내용을 토 로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이메일이나 수 시 기

재한 연락처로 개별 으로 통보하게 된다. 

— 수  확인: '건강정보 장'의 리자는 수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게된다. 이때 리자는 기입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문가 평가: 리자가 수한 사이트에 해 련분야의 문가들이 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평가한다. 평가는 정확성, 완 성, 성, 

유해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에 하여 실시하게 된다. 

— 최종선택: 문가평가 결과에 따라 합 는 부 합 정을 한다. 

— 사이트 등록: 합한 것으로 평가된 사이트를 '건강정보 장'에 등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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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보류  권고: 건강정보제공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이트는 등록을 보류하게 되며, '건강정보 장'

에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권고사항을 알리게 된다. 

4) 健康뉴스

   ‘건강뉴스’는 ‘건강 련 기사’와 ‘건강강좌‧행사’로 구성된다. 

   ‘건강 련기사‘에서는 매일 기사화 되는 건강 련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 본 사이트가 검증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동시에 매일매

일 생산되는 새로운 건강뉴스도 함께 제공하기 해 설계되었다. ’건강 련기

사‘의 컨텐츠는 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 인 ’건강길라잡이‘(http:// 

www.healthguide.or.kr)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소식'과 DB를 연계하여 운

된다. 

   ‘건강강좌‧행사’는 국에서 지역 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강좌나 건강

련 행사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이외에 실제 

이용자들이 오 라인에서도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 지역별 3차 의료기 을 심으로 정기 ‧비정기 으로 실시되는 건강강좌 

 행사를 소개하며, 이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 그

리고 내용별‧지역별 검색이 가능하게 개발하 다. 

5) 健康情報 質 管理

   ‘건강정보 질 리’는 ‘건강정보 평가동향’과 ‘건강정보 이용동향’으로 구성

되며, 국내‧외에서 진행 인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연구논문  간행물, 세

미나를 비롯한 각종 사례들을 소개한다. 

6) 열린廣場

   ‘열린 장’은 ‘자료실’과 ‘신고센터’로 구성된다. '자료실‘은 건강정보 이용

련, 건강의료 련, 건강수칙 련된 내용을 게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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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센터’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허  건강정보, 과  건강정보, 그리고 문제

가 있다고 단되는 건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7) 다빈도질의응답(FAQ)

   ‘다빈도질의응답(FAQ)’은 본 사이트의 이용과 련하여 이용자들이 의문이

나 궁 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에 해 질문-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둔 것이

다. 크게 ‘이용자 련’과 ‘등록제도 련’ FAQ로 나 어진다.  

8) 關聯사이트 

   ‘ 련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도구  시스템을 제공하

는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한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련 도구를 소개

하여 건강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선택  이용 시 자기진단과 단에 유용하도록 

도움을 다. 

9) 人氣檢索語

   ‘인기검색어’에서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주 검색되는 검색어를 빈도순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심 역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온라인 設問調査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건강정보 제공  이용 련하여 사이트 이용자들

을 상으로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1) 其他 웹사이트의 基本 컨텐츠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인 내용으로 연락처(contact us, 화번호 

등),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 제공한다.



Ⅴ. 結論  政策的 提

1. 結論

   최근 들어 인터넷 련 정보기술이 속히 발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

터넷을 활용하는 비 이 커지는 등 인터넷의 사회‧경제  향력  요성이 

증 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 검색  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에서 건강정보의 활용이 미치는 향력과 그 요성 등으로 인하여, 잘못

된 건강정보의 제공 는 활용은 사회 으로 큰 충격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의 필요

성  이론  고찰, 국제 인 동향을 분석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한 로 제공

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리를 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한 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분류하고 평가하여 이에 한 문가들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여과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

인  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건강정

보 제공자들이 건강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 으로 수하여야 할 규정을 

제정하여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등록을 

통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등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정보 질 련한 문헌  정보, 이용자들의 이용과 련한 정보 등을 제공

하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 시 발견한 잘못된 건강정보의 신고

센터 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에 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 인 측면에서 사회   국가 으로 의의가 있으며, 그러므로 

이의 구성내용, 평가  서비스의 질 향상, 유지 리 등을 한 기 , 업무 로

세스, 서비스 방법 등에 한 많은 심과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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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활용성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첫째, 양질의 건강정보의 활용을 진한다. 건강정보의 등   인증부여 정

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선택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유해한 건강정보를 통제

하고 양질의 건강정보 유통을 진한다.

   둘째, 양질의 건강정보의 개발  유통을 진한다. 건강정보 평가  인증

제도 운 을 통하여 보건의료기 과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로 하여  건

한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건강정보의 사회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유해한 인터넷 건강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불건강  질병의 방, 건강서비스 구매에서 래되는 

재화의 낭비 등을 제거함으로써 건강정보의 사회 인 효과성 증진시킨다.

   넷째, 탄력 인 정부의 역할에 한 국민의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인터넷 건

강정보  정부의 건강정책, 정부의 국민 서비스에 한 국민의 신뢰감을 향

상시킨다. 

2. 政策的 提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자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은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비추어 볼 때 지속 으로 개선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해서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정부, 련기  등의 지속 인 심과 노력

이 요구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을 두어야 한다.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리 운 의 문화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원회의 문성 강화

    —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한 지속 인 감시 활동 개 

    —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의 공  동향 분석

    —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의 이용 실태  평가시스템에 한 사회 인 

요구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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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체계의 보완 

3. 限界點

   재 개발된 웹시스템은 그 요성  사회  효용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상업성을 갖는 건 한 웹사이트에게 간 인 외부효과(indirect 

externality)를 주어 그들의 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를 제

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 인 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 으로 강구되

어야 할 것이며, 개발된 시스템에 한 기능 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재 개발된 시스템의 시범운 , 평가, 기능보완의 기간이 필요

하며 재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제한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다수 평가자들의 평가에 의한 객 성 확보의 어려움

    — 제한된 건강정보의 범 (흡연, 고 압, 뇌졸 , 당뇨병, 암 등 5개 범

주의 건강정보)에 한 시스템 구축

    — 검색 상 웹사이트의 범 의 제한이 필요함(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주체, 

 공공, 민간)

4. 追加硏究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국가의 국민에 한 건강에 한 기본권 보장

이라는 요한 임무수행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부가가치

를 제고하며 상범 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한 로 제공되는 모든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여 

연결하는 것을 목 으로 웹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 으나, 이는 민간의 자율

인 사업 역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의 질을 지속 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한

계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3년도에는 검색 역을 공공기  는 력

계약  평가에 의한 기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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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향  내용을 지속 으로 추구하

고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의 객 성  신뢰성 제고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리의 자동화  지능화

— 상 건강정보 범 의 확

— 인터넷 건강정보 공 자의 건강정보 제공 표  마련

— 편리하고 효과 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방안 개발  교육

—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활용시스템을 이용자의 요구 심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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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보고서 상세 설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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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설계

  가. 기 화면 Layout

사이트등록 검색 부가 정보
관련 메뉴 그룹

검색관련 Main 그룹
보조메뉴 그룹

Copyright

주메뉴 그룹

보조메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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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부 화면 Layout

2차 메뉴명

2차 메뉴 네비게이션
컨텐츠 출력 화면

메뉴경로

메뉴별 메인  비쥬얼

글로벌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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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설계내역

2.1 디 토리 구조

  가. 검색‧수집‧평가 련

〔그림 1〕 검색‧수집‧평가 구조

/RSS-linux-1.1.0

RSS 리자화면 (cgi)

RSS 검색 Package

Class files (JDBCriver)

Class files (bean)

Log File

JavaScript Files

공통 Module  CSS

Class files

Web.xml

메인페이지 (JSP File)

검색 련 Images

Web.xml

검색화면 (JSP)

카테고리 련 

lmages

/cgi-bin

/component /class /kihasa

/org

/htdocs

/WEB-INF

/classes

/common

/img

/search

/images

/WEB-INF

/js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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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웹 서비스 련

〔그림 2〕 최상  구조 

/faq

/flash

/health_info

/health_news

/images

/include

/main

/open_square

quality_manage

/refer_site

/admin / 리자 페이지

/건강정보

/메인 래시 일

/FAQ

/건강뉴스

/메인 이미지 일

/인클루드 일 (각종함수)

/메인 페이지

/열린 장

/건강정보 질 리

/ 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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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자 구조

/faq

/feedback

/images

/login

/passwd

/poll

/qna

/sql

frame_main.html

/frame_menu.html

이미지 일

피드백

FAQ

리자 로그인

비 번호 변경

설문조사

신고센터

sql 일

리자 페이지 임 

앙
리자 페이지 임 

메뉴
index.html 리자 메인 페이지

/board 공지사항, 뉴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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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oard, FAQ, Webmaster, 련 Images

/board  공지사항, 뉴스, 자료실 등

- boardcfg.html         : 설정 일
- delete_process.html    : 삭제 처리
- down.html            : 일 다운
- edit.html              : 수정폼
- edit_process.html      : 수정 처리
- list.html              : 리스트 페이지
- view.html             : 내용보기
- write.html            : 쓰기폼
- write_process.html     : 쓰기 처리

/faq  FAQ

- delete.html            : 삭제 처리
- list.html              : 리스트 페이지 
- modify.html           : 수정폼  처리
- read.html             : 내용 보기
- write.html             : 쓰기폼
- write_process.html     : 쓰기 처리

/webmaster  webmaster

- boardcfg.html          : 설정 일
- delete_process.html     : 삭제 처리
- down.html             : 일 다운
- list.html               : 리스트 페이지
- view.html              : 내용 보기

/images  이미지 일

 리자 로그인

- login.html             : 로그인 페이지
- login_process.html      : 로그인 처리
- logout.html            : 로그아웃 처리

/login

 리자 비 번호(아이디) 변경

- write.html               : 수정폼
- write_process.html       : 수정 처리

/passwd

 설문조사

- delete.html          : 설정 일
- input.html          : 삭제 처리
- input_process.html   : 일 다운
- list.html            : 리스트 페이지
- poll_pix.gif          : 통계 이미지 일
- view.html           : 내용 보기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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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Q&A, SQL

/qna  Q&A

- boardcfg.html        : 설정 일

- delete_process.html  : 삭제 처리

- down.html          : 일 다운

- edit.html             : 수정폼

- edit_process.html    : 수정 처리

- list.html              : 리스트 페이지

- reply.html           : 답변 쓰기폼

- reply_process.html    : 답변 쓰기 처리

- view.html            : 내용 보기

- write.html           : 쓰기폼

- write_process.html    : 쓰기 처리

 Q&A

- admin_login.sql    : 리자 로그인

- b_evaluate.sql      : 건강정보평가동향

- b_lecture.s        : 건강강좌‧행사

- b_notice.sq         : 공지사항

- b_pds.sql          : 자료실

- b_related.sql        : 건강 련기사

- b_use.sql           : 건강정보이용동향

- faq_eyong.sql      : 이용자 련 FAQ  

- faq_jedo.sql       : 등록제도 련 FAQ

- webmaster.sql       : webmaster

- poll.sql             : 설문조사

- poll_log.sql          : 설문조사 로그

- q_singo.sql          : 신고센터

/sql

  — FAQ, Flash, Health-info, Health-news, Images

  —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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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in

/main /contact_us /images

련 담당자

- contact_us.html     : 련담당자

/mail /images

 메일

- boardcfg.php          : 환경설정 일
- mail_process.html      : 메일 보내기 처리
- send_mail.html        : 메일 보내기 폼
- write_process.html     : db 입력 처리

/notice /images

 공지사항

- notice.html           : 공지사항 리스트
- notice_view.html      : 공지사항 내용보기

/poll /images

 설문조사

- poll.html              : 설문 입력폼
- poll_list.html           : 설문리스트
- poll_result.html         : 설문 결과보기

/site_introduce /images

사이트 소개

- advisory_member.html : 자문 원
- evaluate_member.htm  : 문가
- evaluate.html         : 평가내용  방법
- info_guide.html       : 건강정보제공 지침 
- object.html           : 목
- regi_system.html      : 등록제도
- self_evaluate.html     : 자가평가

/sitemap /images

 사이트 맵

- sitemap.html           :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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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pen-square, Quality-manage, Refer-site

 열린 장

- pds.html     : 자료실 리스트
- pds_view.html      : 자료실 내용보기
- report_center.html      : 신고센터 리스트
- report_center_edit.html    : 신고센터 수정폼
- report_center_passwd.html : 신고센터 비 번호 입력
- report_center_reply.html   : 신고센터 답변쓰기폼
- report_center_view.html    : 신고센터 내용보기
- report_center_write.html    : 신고센터 쓰기폼

/quality_manage /images

 건강정보 질 리

- evaluate_trend.html      : 건강정보평가리스트
- evaluate_trend_view.html : 건강정보평가내용보기
- use_trend.html           : 건강정보이용 리스트
- use_trend_view.html     : 건강정보이용 내용보기

/refer_site /image

 련 사이트

- refer_site.html              : 련 사이트

/open_squar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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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그램 처리(흐름도)

  가. 검색‧수집‧평가 련

  나. 웹 서비스 련

  — 공지‧자료실(건강뉴스, 건강정보 질 리, 자료실, 공지사항)

    ∙ 리자(읽기‧쓰기‧수정‧삭제)

    ∙ 이용자(읽기)

〔그림 8〕 공지‧자료실

x_list.html x_write.html
 올리기 ( 일 첨부)

x_view.html
내용보기

x_edit.html
삭제 

완료

수정 삭제

리자 비 번호체크 안함

  — 게시 (신고센터)

    ∙ 리자(읽기‧쓰기‧답 쓰기‧수정‧삭제)

    ∙ 이용자(읽기‧쓰기‧답 쓰기‧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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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 리자(보기‧설문등록‧종료‧삭제)

    ∙ 이용자(보기‧설문참여)

〔그림 9〕 설문조사

list.html input.html

설문 올리기

view.html

종료

완료

삭제

완료

종료 삭제

내용보기

비 번호체크 안함 비 번호체크 안함

poll_list.html poll.html

poll_result.html

설문 참여하기

설문 결과보기

  — FAQ(이용 련, 등록제도)

    ∙ 리자(읽기‧쓰기‧수정‧삭제)

    ∙ 이용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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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AQ

x_list.html x_write.html
 올리기

x_view.html

x_edit.html 삭제 

완료

수정 삭제

리자 비 번호체크 안함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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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B 설계‧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가. 검색‧수집‧평가 련

〔그림 11〕 ERD Map

TB_FIELD_CODE

TB_DOCTOR_LIST

TB_URL_LIST

TB_CATE_INFO

TB_HEALTH

TB_LIFECYCLE

TB_DISEASE

TB_KNOWLEDGE

TB_LAW

TB_UNREG

TB_HEALTH_SVC

TB_LIFECYCLE_SVC

TB_DISEASE_SVC

TB_KNOWLEDGE_SVC

TB_LAW_SVC

TB_BODY_SVC

TB_CATE_KEYWORD

TB_SCORE_LIST

TB_CODE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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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RD: 건강증진-카테고리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 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건강증진_카테고리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 A B L E _ N A M E :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TB_HEALTH

    ∙ TB-HEALTH-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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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RD: 연령 별-카테고리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TB_LIFECYCLE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연령 별_카테고리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 TB-LIFECYCLE-TB-CATE-INFO

  — ERD: 질병정보-카테고리

    ∙ TB-DISEASE-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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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RD: 지식정보-카테고리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지식정보_카테고리 TB_KNOWLEDGE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 TB-KNOWLEDGE-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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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RD: 행정  법령정보-카테고리

TB_LAW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GATE_ID:VARCHAR(7)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행정 법령정보_카테

고리

  

   ∙ TB-LAW-TB-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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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RD: 미등록-카테고리

TB_UNREG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서비스용 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미등록_카테고리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 TB-UNREG-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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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RD: 건강증진-카테고리서비스 Layer

건강증진_카테고리_서비스TB_HEALTH_SVC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서비스용 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 A T E _ E N A M E :

VARCHAR(40)
- T A B L E _ N A M E : 

VARCHAR(20) NOT NULL
- S T A B L E _ N A M E :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CATE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 TB-HEALTH-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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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RD: 연령 별-카테고리서비스 Layer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연령 별_카테고리_서비스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 A T E _ E N A M E :

VARCHAR(40)
- T A B L E _ N A M E : 

VARCHAR(20) NOT 

NULL
- S T A B L E _ N A M E :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TB_LIFECYCLE_SVC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 TB-LIFECYCLE-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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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RD: 질병정보-카테고리서비스Layer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질병별정보_카테고리_서비스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TB_DISEASE_SVC

    ∙ TB-DISEASE-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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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RD: 지식정보카테고리서비스 Layer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지식정보_카테고리_서비스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TB_KNOWLEDGE_SVC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 TB-KNOWLEDGE-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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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RD: 행정  법령정보-카테고리서비스 Layer

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행정 법령정보_카테고리_서

비스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TB_LAW_SVC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 TB-LAW-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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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RD: 신체기 별-카테고리서비스 Layer

CATE_SEQ: INTEGER 

NOT NULL

- DLIST_ID: INTEGER NOT 

NULL
-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 CATE_ENAME:

VARCHAR(40)
-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 STABLE_NAME: 

VARCHAR(20)

- INC_URL: VARCHAR(200)

- EXC_URL: VARCHAR(200)
- CATE_ID: VARCHAR(7) 

NOT NULL
- CATE_BID: VARCHAR(7) 

NOT NULL
-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TB_BODY_SVC

URL_SEQ: INTEGER NOT NULL

- CATE_SEQ: INTEGER NOT NULL

- URL_TYPE: CHAR(1) NOT NULL

- URL: VARCHAR(255) NOT NULL

- TITLE: VARCHAR(100) NOT NULL

- PURPOSE: CHAR(2)
- CONTENT_TYPE: CHAR(2)

- CONTENT:CHAR(2)

- USER_AGE: CHAR(2)

- OFFICE_ADDR: VARCHAR(100)

- LASTCONF_DATE: VARCHAR(20)

- QUERY_RESULT: VARCHAR(20)

- CAUTION: CHAT(2)
- USE_TYPE: CHAR(2)
- MONEY: CHAR(2)

- FEEDBACK: VARCHAR(12)

- HELP: CHAR(2)
- SEARCH: CHAR(2)

- SITEMAP: CHAR(2)

- QMNG_PROCESS: CHAR(2)

- GUARD_POLICE: CHAR(2)

- OPERATE_EXP: CHAR(2)

- LAW: CHAR(2)
- INFO_OFFER: CHAR(2)

- GAINLOSS: CHAR(2)

- BODY_PART: CHAR(2)

- GATE_ID: VARCHAR(7) NOT NULL

- GATE_BID: VARCHAR(7) NOT NULL

- EST_YN: CHAR(1) NOT NULL

- DOCTOR_ID: VARCHAR(20)

- EST_SCORE: VARCHAR(4)

- EST_DATE: VARCHAR(20)

- EST_CONTENT: VARCHAR(200)

- BODY_CONTENT: LONG VARCHAR

- DESCRIPT: VARCHAR(200)

- REG_YN: CHAR(1)

- EST1: INTEGER
- EST2: INTEGER
- EST3: INTEGER
- EST4: INTEGER
- EST5: INTEGER

신체기 별_카테고리_서

비스URL_ 일련번호

- 카테고리_일련번호
- URL 유형
- URL 명
- 제목
- 목
- 포함내용 구분
- 포함내용

- 상연령
- 사무실우편주소
- 최종확인일자

- 검색어와의 합성
- 최종갱신일자
- 경고문구
- 이용형태
- 재정  출처
- 피드백 창구
- 도움말 기능
- 검색기능

- 사이트 맵 제공

- 질 리방법
- 개인보호정책
- 운 체계설명
- 법령 수
- 정보제공출처
- 이해 계명시
- 신체부
- 소속카테고리_ID

- 서비스용카테고리_ID
- 평가여부
- 평가 원_ID
- 평 총계
- 평가일자
- 평가내용
- 본문내용

- 리자입력란
- 등록여부
- 평 1
- 평 2
- 평 3
- 평 4
- 평 5

    ∙ TB-BODY-SVC-TB-C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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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RD: 카테고리정보, 표단어정보, 평가항목, 문가, 정보제공, 

Meta 정보

CODE: VARCHAR(2) NOT NULL 

FIELD: VARCHAR(30) NOT NULL

TB_FIELD_CODE

CODE VALUE

FIELD 명

대표단어정보

DLIST_ID: INTEGER NOT NULL 

DLIST-NAME: VARCHAR(40) NOT NULL
MAJOR_NAME: VARCHAR(100) 
POSITION_NAME: VARCHAR(100)
GRADUATE_UNIV: VARCHAR(100)
CATE_ID: VARCHAR(7) 
CATE_ID2: VARCHAR(7)

TB_DOCTOR_LIST

평가위원리스트

평가위원_일련번호

평가위원명
전공명
직위명
출신학교
평가카테고리_ID
평가카테고리_ID2

평가항목리스트

평가항목_ID

평가항목명
평가항목설명
등록날짜

정보제공_URL

URL_일련번호

URL명
사이트설명
정보제공자명

URL_SEQ: INTEGER NOT NULL 

URL_NAME: VARCHAR(80) NOT NULL
URL_DESCR: VARCHAR(120) 
USER_NAME: VARCHAR(80)

TB_URL_LIST

CD_SEQ: INTEGER NOT NULL 

CD_TYPE: VARCHAR(3) NOT NULL
CD: VARCHAR(2) 
CD_NM: VARCHAR(40)
DESCRIPT: VARCHAR(40)

TB_CODE_LIST

META관련_CODE 정보

CODE_일련번호

CODE_분류
CODE
CODE 명
설명

카테고리_일련번호

평가위원_일련번호
카테고리_한글명
카테고리_영문명
분류테이블명
INCLUDE_URL_PATTERN
EXCLUDE_URL_PATTERN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최하단카테고리여부

카테고리정보

대표단어_일련번호

CODE_VALUE (FK)
카테고리_일련번호
대표단어명
필드정보
테이블명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대표단어정보

SLIST_ID: INTEGER NOT NULL 

SLIST_NAME: VARCHAR(40) NOT NULL
SLIST_DESCR: VARCHAR(200) 
SLIST_DATE: DATE

TB_SCORE_LIST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KEYWORD_SEQ: INTEGER NOT NULL 

CODE: VARCHAR(2)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KEYWD_NAME: VARCHAR(200) NOT 
NULL
FIELD_ID: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TB_CATE_KEYWORD

CODE: VARCHAR(2) NOT NULL 

FIELD: VARCHAR(30) NOT NULL

TB_FIELD_CODE

CODE: VARCHAR(2) NOT NULL 

FIELD: VARCHAR(30) NOT NULL

TB_FIELD_CODE

CODE VALUE

FIELD 명

대표단어정보

CODE VALUE

FIELD 명

대표단어정보

DLIST_ID: INTEGER NOT NULL 

DLIST-NAME: VARCHAR(40) NOT NULL
MAJOR_NAME: VARCHAR(100) 
POSITION_NAME: VARCHAR(100)
GRADUATE_UNIV: VARCHAR(100)
CATE_ID: VARCHAR(7) 
CATE_ID2: VARCHAR(7)

TB_DOCTOR_LIST

DLIST_ID: INTEGER NOT NULL 

DLIST-NAME: VARCHAR(40) NOT NULL
MAJOR_NAME: VARCHAR(100) 
POSITION_NAME: VARCHAR(100)
GRADUATE_UNIV: VARCHAR(100)
CATE_ID: VARCHAR(7) 
CATE_ID2: VARCHAR(7)

DLIST_ID: INTEGER NOT NULL 

DLIST-NAME: VARCHAR(40) NOT NULL
MAJOR_NAME: VARCHAR(100) 
POSITION_NAME: VARCHAR(100)
GRADUATE_UNIV: VARCHAR(100)
CATE_ID: VARCHAR(7) 
CATE_ID2: VARCHAR(7)

TB_DOCTOR_LIST

평가위원리스트

평가위원_일련번호

평가위원명
전공명
직위명
출신학교
평가카테고리_ID
평가카테고리_ID2

평가위원리스트

평가위원_일련번호

평가위원명
전공명
직위명
출신학교
평가카테고리_ID
평가카테고리_ID2

평가위원_일련번호

평가위원명
전공명
직위명
출신학교
평가카테고리_ID
평가카테고리_ID2

평가항목리스트

평가항목_ID

평가항목명
평가항목설명
등록날짜

평가항목리스트

평가항목_ID

평가항목명
평가항목설명
등록날짜

평가항목_ID

평가항목명
평가항목설명
등록날짜

정보제공_URL

URL_일련번호

URL명
사이트설명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_URL

URL_일련번호

URL명
사이트설명
정보제공자명

URL_일련번호

URL명
사이트설명
정보제공자명

URL_SEQ: INTEGER NOT NULL 

URL_NAME: VARCHAR(80) NOT NULL
URL_DESCR: VARCHAR(120) 
USER_NAME: VARCHAR(80)

TB_URL_LIST

URL_SEQ: INTEGER NOT NULL 

URL_NAME: VARCHAR(80) NOT NULL
URL_DESCR: VARCHAR(120) 
USER_NAME: VARCHAR(80)

URL_SEQ: INTEGER NOT NULL 

URL_NAME: VARCHAR(80) NOT NULL
URL_DESCR: VARCHAR(120) 
USER_NAME: VARCHAR(80)

TB_URL_LIST

CD_SEQ: INTEGER NOT NULL 

CD_TYPE: VARCHAR(3) NOT NULL
CD: VARCHAR(2) 
CD_NM: VARCHAR(40)
DESCRIPT: VARCHAR(40)

TB_CODE_LIST

CD_SEQ: INTEGER NOT NULL 

CD_TYPE: VARCHAR(3) NOT NULL
CD: VARCHAR(2) 
CD_NM: VARCHAR(40)
DESCRIPT: VARCHAR(40)

CD_SEQ: INTEGER NOT NULL 

CD_TYPE: VARCHAR(3) NOT NULL
CD: VARCHAR(2) 
CD_NM: VARCHAR(40)
DESCRIPT: VARCHAR(40)

TB_CODE_LIST

META관련_CODE 정보

CODE_일련번호

CODE_분류
CODE
CODE 명
설명

META관련_CODE 정보

CODE_일련번호

CODE_분류
CODE
CODE 명
설명

CODE_일련번호

CODE_분류
CODE
CODE 명
설명

카테고리_일련번호

평가위원_일련번호
카테고리_한글명
카테고리_영문명
분류테이블명
INCLUDE_URL_PATTERN
EXCLUDE_URL_PATTERN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최하단카테고리여부

카테고리정보

카테고리_일련번호

평가위원_일련번호
카테고리_한글명
카테고리_영문명
분류테이블명
INCLUDE_URL_PATTERN
EXCLUDE_URL_PATTERN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최하단카테고리여부

카테고리_일련번호

평가위원_일련번호
카테고리_한글명
카테고리_영문명
분류테이블명
INCLUDE_URL_PATTERN
EXCLUDE_URL_PATTERN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최하단카테고리여부

카테고리정보

대표단어_일련번호

CODE_VALUE (FK)
카테고리_일련번호
대표단어명
필드정보
테이블명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대표단어정보

대표단어_일련번호

CODE_VALUE (FK)
카테고리_일련번호
대표단어명
필드정보
테이블명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대표단어_일련번호

CODE_VALUE (FK)
카테고리_일련번호
대표단어명
필드정보
테이블명
카테고리_ID
카테고리_SVC_ID

대표단어정보

SLIST_ID: INTEGER NOT NULL 

SLIST_NAME: VARCHAR(40) NOT NULL
SLIST_DESCR: VARCHAR(200) 
SLIST_DATE: DATE

TB_SCORE_LIST

SLIST_ID: INTEGER NOT NULL 

SLIST_NAME: VARCHAR(40) NOT NULL
SLIST_DESCR: VARCHAR(200) 
SLIST_DATE: DATE

TB_SCORE_LIST

SLIST_ID: INTEGER NOT NULL 

SLIST_NAME: VARCHAR(40) NOT NULL
SLIST_DESCR: VARCHAR(200) 
SLIST_DATE: DATE

SLIST_ID: INTEGER NOT NULL 

SLIST_NAME: VARCHAR(40) NOT NULL
SLIST_DESCR: VARCHAR(200) 
SLIST_DATE: DATE

TB_SCORE_LIST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DLIST_ID: INTEGER NOT NULL
CATE_NAME: VARCHAR(40) NOT NULL
CATE_ENAME: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STABLE_NAME: VARCHAR(20)
INC_URL: VARCHAR(200)
EXC_URL: VARCHAR(200)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USE_FLAG: CHAR(1) NOT NULL

TB_CATE_INFO

KEYWORD_SEQ: INTEGER NOT NULL 

CODE: VARCHAR(2)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KEYWD_NAME: VARCHAR(200) NOT 
NULL
FIELD_ID: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TB_CATE_KEYWORD

KEYWORD_SEQ: INTEGER NOT NULL 

CODE: VARCHAR(2)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KEYWD_NAME: VARCHAR(200) NOT 
NULL
FIELD_ID: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TB_CATE_KEYWORD

KEYWORD_SEQ: INTEGER NOT NULL 

CODE: VARCHAR(2)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KEYWD_NAME: VARCHAR(200) NOT 
NULL
FIELD_ID: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KEYWORD_SEQ: INTEGER NOT NULL 

CODE: VARCHAR(2) NOT NULL
CATE_SEQ: INTEGER NOT NULL
KEYWD_NAME: VARCHAR(200) NOT 
NULL
FIELD_ID: VARCHAR(40) 
TABLE_NAME: VARCHAR(20) NOT NULL
CATE_ID: VARCHAR(7) NOT NULL
CATE_BID: VARCHAR(7) NOT NULL

TB_CATE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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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CATE-INFO-TB-CATE-KEYWORD-TB-FIELD-COD

〈表 1〉 체 DB 테이블 목록: 건강정보평가시스템

시스템명 건강정보평가시스템 작성자 이덕규

DB KIHASA_MNG 작성일자 2002.11.25

NO. TS-ID 테이블ID 테이블명

1 primary TB_CATE_INFO 카테고리 정보

2 primary TB_CATE_KEYWORD 표단어 정보

3 primary TB_FIELD_CODE 검색필드 정보

4 primary TB_SCORE_LIST 평가항목 리스트

5 primary TB_DOCTOR_LIST 평가 원 리스트

6 primary TB_URL_LIST 사용자 입력 URL 정보

7 primary TB_CODE_LIST 각종 코드 정보

8 primary TB_HEALTH 건강증진 카테고리

9 primary TB_HEALTH_SVC 건강증진 카테고리(서비스)

10 primary TB_LIFECYCLE 연령 별 카테고리

11 primary TB_LIFECYCLE_SVC 연령 별 카테고리(서비스)

12 primary TB_DISEASE 질병별정보 카테고리

13 primary TB_DISEASE_SVC 질병별정보 카테고리(서비스)

14 primary TB_KNOWLEDGE 지식정보 카테고리

15 primary TB_KNOWLEDGE_SVC 지식정보 카테고리(서비스)

16 primary TB_LAW 행정  법령정보 카테고리

17 primary TB_LAW_SVC 행정  법령정보  카테고리(서비스)

18 primary TB_BODY_SVC 신체기 별 카테고리(서비스)

19 primary TB_UNREG 미등록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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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DB 테이블 상세 정의: 카테고리정보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_

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CATE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CATE_NAME 카테고리한 명 varchar 40 N

3 CATE_ENAME 카테고리 문명 varchar 40 NULL

4 TABLE_NAME 테이블명 varchar 20 N

5 STABLE_NAME 서비스테이블명 varchar 20 NULL

6 INC_URL Include URL pattern varchar 200 NULL

7 EXC_URL Exclude URL pattern varchar 200 NULL

8 CATE_ID 카테고리 ID varchar 7 N

9 CATE_BID 카테고리 ID(서비스용) varchar 7 N

10 USE_FLAG 최하단 카테고리 여부 char 1 N
1': 최하단 
‘0’: 간

〈表 3〉 DB 테이블 상세 정의: 표단어정보

TABLE 명 표단어정보 TABLE ID
TB_CATE_
KEYWORD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KEYWD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KEYWD_NAME 표단어명 varchar 200 N

3 FIELD_ID 필드정보 varchar 40 NULL Y

4 TABLE_NAME 테이블명 varchar 20 N

5 CATE_ID 카테고리 ID varchar 7 N

6 CATE_BID 카테고리 ID(서비스용) varchar 7 N

〈表 4〉 DB 테이블 상세 정의: 검색필드정보

TABLE 명 검색필드정보 TABLE ID
TB_FIELD

_CODE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CODE Code Value varchar 2 N 주요키

2 FIELD Field 명 varchar 3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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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DB 테이블 상세 정의: 평가항목리스트

TABLE 명 평가항목리스트 TABLE ID
TB_SCOR

E_LIST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SLIST_ID 평가항목 ID int N 주요키

2 SLIST_NAME 평가항목명 varchar 40 N

3 SLIST_DESCR 평가항목 설명 varchar 200 NULL

4 SLIST_DATE 등록날짜 DATE NULL

〈表 6〉 DB 테이블 상세 정의: 평가 원리스트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DOCT
OR_LIST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DLIST_ID 평가 원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DLIST_NAME 평가 원명 varchar 40 N

3 MAJOR_NAME 공명 varchar 100 NULL

4 POSITION_NAME 직 명 varchar 100 NULL

5 CATE_ID 평가카테고리 ID varchar 7 NULL

6 CATE_ID2 평가카테고리 ID2 varchar 7 NULL

〈表 7〉 DB 테이블 상세 정의: 정보제공URL

TABLE 명 정보제공 URL TABLE ID TB_URL_LIST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NAME URL 명 varchar 80 N

3 URL_DESCR 사이트 설명 varchar 120 NULL

4 USER_NAME 정보제공자명 varchar 80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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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DB 테이블 상세 정의: META 련 CODE 정보

TABLE 명 META 련 CODE 정보 TABLE ID
TB_CODE

_LIST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CD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CD_TYPE Code 구분 varchar 3 N

3 CD Code varchar 2 NULL

4 CD_NM Code 명 varchar 40 NULL

5 DESCRIPT 설명 varchar 40 NULL

  — DB 테이블 상세 정의: 평가 리용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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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DB 테이블 상세 정의(평가 리용): 연령 별 카테고리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2000000 N

28 CATE_BID BU용 카테고리 ID varchar 7 2000000 N

29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30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1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2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3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4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5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6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7 EST1 평 1 int 0

38 EST2 평 2 int 0

39 EST3 평 3 int 0

40 EST4 평 4 int 0

41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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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DB 테이블 상세 정의(평가 리용): 질병별정보 카테고리

TABLE 명 질병별정보 카테고리 TABLE ID TB_DISEASE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3000000 N

28 CATE_BID BU용 카테고리 ID varchar 7 3000000 N

29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30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1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2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3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4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5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6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7 EST1 평 1 int 0

38 EST2 평 2 int 0

39 EST3 평 3 int 0

40 EST4 평 4 int 0

41 EST5 평 5 int 0



190

〈表 11〉 DB 테이블 상세 정의(평가 리용): 지식정보 카테고리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4000000 N

28 CATE_BID BU용 카테고리 ID varchar 7 4000000 N

29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30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1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2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3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4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5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6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7 EST1 평 1 int 0

38 EST2 평 2 int 0

39 EST3 평 3 int 0

40 EST4 평 4 int 0

41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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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DB 테이블 상세 정의(평가 리용): 행정  법령정보 카테고리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5000000 N

28 CATE_BID BU용 카테고리 ID varchar 7 5000000 N

29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30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1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2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3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4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5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6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7 EST1 평 1 int 0

38 EST2 평 2 int 0

39 EST3 평 3 int 0

40 EST4 평 4 int 0

41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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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DB 테이블 상세 정의(평가 리용): 미등록 카테고리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9000000 N

28 CATE_BID BU용 카테고리 ID varchar 7 6000000 N

29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30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1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2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3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4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5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6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7 EST1 평 1 int 0

38 EST2 평 2 int 0

39 EST3 평 3 int 0

40 EST4 평 4 int 0

41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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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DB 테이블 상세 정의(검색이용자검색): 건강증진 카테고리서비스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100000 N

28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29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0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1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2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3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4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5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6 EST1 평 1 int 0

37 EST2 평 2 int 0

38 EST3 평 3 int 0

39 EST4 평 4 int 0

40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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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5〉 DB 테이블 상세 정의(검색이용자 련): 연령 별 카테고리서비스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200000 N

28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29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0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1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2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3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4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5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6 EST1 평 1 int 0

37 EST2 평 2 int 0

38 EST3 평 3 int 0

39 EST4 평 4 int 0

40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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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6〉 DB 테이블 상세 정의(검색이용자 련)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400000 N

28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29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0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1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2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3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4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5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6 EST1 평 1 int 0

37 EST2 평 2 int 0

38 EST3 평 3 int 0

39 EST4 평 4 int 0

40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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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7〉 DB 테이블 상세 정의(검색이용자 련): 행정  법령정보 

카테고리서비스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500000 N

28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29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0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1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2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3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4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5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6 EST1 평 1 int 0

37 EST2 평 2 int 0

38 EST3 평 3 int 0

39 EST4 평 4 int 0

40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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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8〉 DB 테이블 상세 정의(검색이용자 련): 신체기 별 카테고리서비스

TABLE 명 카테고리정보 TABLE ID TB_CATE-INFO

NO. 컬럼 ID 컬럼명 TYPE LEN DEFAULT NULL 비고

1 URL_SEQ 일련번호 int N 주요키

2 URL_TYPE URL TYPE char 1 S N S: SITE, P: PAGE

3 URL URL varchar 255 N

4 TITLE 제목 varchar 100 N

5 PURPOSE 목 char 2 01

6 CONTENT_TYPE 포함내용구분 char 2 01

7 CONTENT 포함내용 char 2 01

8 USER_AGE 상연령 char 2 01

9 OFFICE_ADDR 사무실우편주소 varchar 100

10 LASTCONF_DATE 최종확인일자 varchar 20

11 QUERY_RESULT 검색어와의 합성 varchar 20

12 LASTUP_DATE 최종갱신일자 varchar 20

13 CAUTION 경고문구 char 2 01

14 USE_TYPE 이용형태 char 2 01

15 MONEY 재정 출처 char 2 01

16 FEEDBACK 피드백창구 varchar 12

17 HELP 도움말기능 char 2 01

18 SEARCH 검색기능 char 2 01

19 SITEMAP 사이트 맵 제공 char 2 01

20 QMNG_PROCESS 질 리방법 char 2 01

21 GUARD_POLICY 개인보호정책 char 2 01

22 OPERATE_EXP 운 체계설명 char 2 01

23 LAW 법령 수 char 2 01

24 INFO_OFFER 정보제공출처 char 2 01

25 GAINLOSS 이해 계명시 char 2 01

26 BODY_PART 신체부 char 2 01

27 CATE_ID 소속카테고리 ID varchar 7 700000 N

28 EST_YN 평가여부 char 1 N N
Y: 평가완료, N: 미평
가, R: 재심, F: 서비스
DB생성

29 DOCTOR_ID 평가 원 ID varchar 20

30 EST_SCORE 평 총계 varchar 4

31 EST_DATE 평가일자 varchar 20

32 EST_CONTENT 평가내용 varchar 200

33 BODY_CONTENT 본문내용 text

34 DESCRIPT 리자입력란 varchar 200

35 REG_YN 등록여부 char 1 N

36 EST1 평 1 int 0

37 EST2 평 2 int 0

38 EST3 평 3 int 0

39 EST4 평 4 int 0

40 EST5 평 5 i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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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웹 서비스 련

〈表 19〉 웹 서비스 련 테이블 목록

No. Table 명 TABLE 명

1 admin_login 리자 로그인

2 b_evaluate 건강정보평가동향

3 b_lecture 건강강좌‧행사

4 b_notice 공지사항

5 b_pds 자료실

6 b_related 건강 련기사

7 b_use 건강정보이용동향

8 faq_eyong 이용 련 FAQ

9 faq_jedo 등록제도 련 FAQ

10 webmaster webmaster

11 poll 설문조사

12 poll_log 설문 로그

13 q_singo 신고센터

〈表 20〉 DB 테이블 상세 정의: 리자 로그인 정보 리

TABLE ID admin_login Table 명 리자 로그인 정보 리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1 id varchar(30) 리자 아이디

2 passwd varchar(30) 리자 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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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DB 테이블 상세 정의: 건강정보평가동향, 건강강좌‧행사, 공지사항, 

자료실, 건강 련기사, 건강정보이용동향

TABLE ID

b_evaluate

Table 명

건강정보평가동향

b_lecture 건강강좌‧행사

b_notice 공지사항

b_pds 자료실

b_related 건강 련기사

b_use 건강정보이용동향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b_uno int(10) 고유번호 주요키

2 b_name varchar(20) 이름

3 b_email varchar(60) Yes Email

4 b_subject varchar(60) 제목

5 b_content text Yes 내용

6 b_passwd varchar(20) 비 번호

7 b_date datetime 등록일

8 b_hit int(8) 조회수

9 b_ip varchar(15) 등록ip

10 b_html char(1) Yes Html 허용

11 b_file varchar(200) Yes 첨부 일 이름

12 b_size int(10) Yes 첨부 일 사이즈

〈表 22〉 DB 테이블 상세 정의: 이용 련 FAQ, 등록제도 련 FAQ

TABLE ID
faq_eyong

Table 명
이용 련 FAQ

faq_jedo 등록제도 련 FAQ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f_uno int(10) 고유번호 주요키

2 f_subject varchar(250) Yes 제목

3 f_content text Yes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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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3〉 DB 테이블 상세 정의: webmaster

TABLE ID webmaster Table 명 webmaster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b_uno int(10) 고유번호 주요키

2 b_name varchar(20) 이름

3 b_email varchar(60) Yes Email

4 b_subject varchar(60) 제목

5 b_content text Yes 내용

6 b_date datetime 등록일

7 b_ip varchar(15) 등록ip

8 b_html char(1) Yes Html 허용

9 b_file varchar(200) Yes 첨부 일 이름

10 b_size int(10) Yes 첨부 일 사이즈

〈表 24〉 DB 테이블 상세 정의: 설문조사

TABLE ID poll Table 명 설문조사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p_uno int(10) 고유번호 주요키

2 p_subject varchar(200) Yes 제목

3 p_name_1 varchar(100) Yes 항목1

4 p_name_2 varchar(100) Yes 항목2

5 p_name_3 varchar(100) Yes 항목3

6 p_name_4 varchar(100) Yes 항목4

7 p_name_5 varchar(100) Yes 항목5

8 p_value_1 int(10) Yes 항목1에 한 설문참여 수

9 p_value_2 int(10) Yes 항목2에 한 설문참여 수

10 p_value_3 int(10) Yes 항목3에 한 설문참여 수

11 p_value_4 int(10) Yes 항목4에 한 설문참여 수

12 p_value_5 int(10) Yes 항목5에 한 설문참여 수

13 p_startdate varchar(15) Yes 설문 등록일

14 p_enddate varchar(15) Yes 설문 종료일

15 p_check char(1) Yes 설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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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5〉 DB 테이블 상세 정의: 설문조사 로그

TABLE ID poll_log Table 명 설문조사 로그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p_count int(10) 설문 로그 고유번호 주요키

2 p_ip varchar(15) Yes 설문 참여 ip

3 p_uno int(10) Yes 설문 고유번호

〈表 26〉 DB 테이블 상세 정의: 신고센터

TABLE ID q_singo Table 명 신고센터

No. COLUMN_Name TYPE Null COLUMN_설명 비고

1 b_uno int(10) 고유번호 주요키

2 b_no int(10) 출력번호

3 b_name varchar(20) 이름

4 b_email varchar(60) Yes Email

5 b_subject varchar(60) 제목

6 b_content text Yes 내용

7 b_passwd varchar(20) 비 번호

8 b_date datetime 등록일

9 b_hit int(8) 조회수

10 b_reply char(1) Yes 답변존재여부

11 b_thread varchar(20) Yes 답변계층정보

12 b_parent char(10) 부모고유번호

13 b_ip varchar(15) 등록ip

14 b_html char(1) Yes Html 허용

15 b_file varchar(200) Yes 첨부 일 이름

16 b_size int(10) Yes 첨부 일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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