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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터넷기술, 무선통신기술, 디지털 미디어기술, 바이오기술 등 부분의 자

인 기술들은 오늘날 사회의 새로운 기반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들

은 서로 긴 하게 결합 는 융합하여 새로운 방식의 삶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역기능 는 문제 들도 야기하고 있다.

  한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 과 건강 리로 수명은 차 연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다

각 인 방법으로 건강 리  건강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심으로 

한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의 제공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는 이용자들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정 인 면 이외에 여러 문제 들이 내재할 수 있다. 즉 부정확

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정보 는 조언을 획득하여 이를 맹신하는 경우 

생명에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으며, 올바른 건강정보 역시 잘못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 들과 력 계를 맺고 이들이 제공하

는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일정한 평가  리과정을 거쳐 안내하는 “인터넷 건

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의 개발  운 에 

따르는 이론, 국제 인 동향, 요구사항 변경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개발, 운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 리  보건교육 련 연구진과 외부

의 련 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 앞서 유사한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국가들(스 스, 호주, 캐나다, 국 등)로

부터 많은 아이디어  경험을 제공받았으며, 특히 호주 연방보건부(Australia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HealthInsite Editorial Team의 

Prue Deacon과 Jill Buckley Smith, 호주 Victoria주(Department of Human Services) 

Better Health Channel의 Jeff Langdon 박사,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Canadian-Health-Network  Canada Health Portal의 운  등으로부터 조를 

받았다. 한 한국과학기술원 한인구 교수, 서울 학교 김정은 교수, 건국  강

남미 교수, 사이트의 추가개발을 담당한 (주)엠114, 피아컴에게 감사하며, 본 

사업의 뜻을 이해하고 지원하여 주신 학계  보건의료계 문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  검독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장 식 

소장, 최은진 장에게 감사한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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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5 Implementing and Evaluation of Web-based System fo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etwork computing environments, it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is 
highly networked computing society tha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ccess to 
reliable and up-to-date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Koreans are increasingly 
turning to the Internet as a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In line with the e-government service strategy of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MOHW), we have considered to work toward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increasing potential for consumers to access health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nd the absence of quality control of web information. 

  In this year, we updated and adjusted to navigate and view search results as easy 
and conveniently. More timely and accurate informations were collected especially 
about the elderly and youth, and we collaborated with 70 non-commercial 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Website system (www.HealthPark.or.kr) we are 
operating allows health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all Korean in the world in 
their Internet environments. It contains various search windows and other useful 
contents such as health news, health seminar schedules, guidelines for healthy 
lifestyle, and expert views on the timely issues.

  The users were 378 persons per day, and 863 persons were visited more than 
twice during December. We will search and make highly qualified and useful 
information, serve user friendly way of discovery, operate efficiently and promote to 
all the Koreans who are to need the quality information about health.

Keywords: Health information, Internet, Gateway system



요 약

Ⅰ. 서론

□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한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주

제  종류별로 건강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신뢰할 만한 최신의 건강정보서비스

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재 는 미래의 의료이용  자가건강 리를 용

이하게 하고자 건강정보 장(http://www.healthpark.or.kr)을 구축하여 운 함.

□ 인터넷 검색  외국의 주요 건강정보서비스 동향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인

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의 추가 개발,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시범운   평가를 실시함.

Ⅱ. 주요 외국의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동향분석

□ 국, 미국, 스 스, 랑스,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별 건강정보 사이트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RSS 기능에 의한 이용자별 요구정보의 맞춤형 제

공, 세계화 흐름에서 다양한 언어별로 주요 정보를 제공, 정보  콘텐츠의 

보충에 의한 서비스 질의 제고 노력 등을 확인함.



14

〈표 1〉 주요 국가의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동향 (2005년도)

사이트명
주요 동향

국가, 시작연도

Health Direct Online ․주요 건강/질병정보 역에 “자기진단  건강퀴즈” 추가

․토픽뉴스의 RSS 기능 추가

․65개 주요 건강정보를 12개 외국어로 제공 추가

․건강경고(Health alert), 뉴스  검토된 정보제공 추가

국, 1999

MedlinePlus ․건강정보토픽에서 건강  방 역에 체력  운동, 개

인의 건강문제를 추가하여 총 8가지 주제의 정보 제공

․17개 정보분류별 수술 차 비디오 제공(Surgery Videos)
미국, 1998

HealthFinder ․연방정부기 (300개 이상)의 건강정보검색 콘텐츠를 추가

․정보 력기   특징 인 사이트를 첫 화면에서 소개

․어린이사이트  심장건강식단의 서비스를 단
미국, 1997

CISMeF ․MeSH 기반의 문용어검색 기능 추가

․의료기  등 보건의료 련기 의 리스트 추가

․증거기반의 의료정보, 교육정보, 환자  일반 을 한 

정보자원 등을 지속 으로 수집하여 제공

랑스, 1995

HelathInsite ․콘텐츠(나의 경험담: Personal stories)를 추가

․ 기증 정보(건강상태  질병별 소분류)  소비자 참여

정보(건강과 복지별 소분류)를 추가
호주 연방정부, 2001

Better Health Channel ․활기찬 생활  건강조리법의 콘텐츠를 첫 화면에 추가

․건강정보의 소분류 추가 는 삭제호주 victoria주, 1999

HON ․보건의료 인터넷 사용에 한 최근의 설문조사결과 추가  

․2005년도 HON사이트의 통계정보 갱신

․HON 내부 검색도구 다양화로 지속 으로 건강정보 추가
스 스, 1995

Patienten-Information

GCPI
․게이트웨이방식으로 800여개 링크, 50가지 주제정보 제공

․다양한 질병정보, 지원  자조그룹이 연결된 환자 건강

정보서비스, 일반인 상 건강정보 등 제공독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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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정보 장」 운 황  분석

□ 믿을만하고 유용한 건강/질병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수칙, 신체질량지수의 측정 등을 통하여 부가 인 건강정보서

비스인 건강정보, 건강정보이용, 건강뉴스, 열린 장, 력기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 건강정보 장의 정보를 크게 건강생활정보와 질병정보로 구분하여 749건의 

건강생활정보와 789건의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정보 장의 정보제공 력기 은 공공단체  기 , 회  학회, 보건

소 등의 비 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에 39개 기 을 추가하여 

총 70개 기 임.

Ⅳ.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건강정보 장을 개선하고자 건

강정보 장 이용자 454명을 상으로 2005년 12월 19～31일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함. 

— 건강정보 장 이용환경: 인터넷 이용 속도는 빠름 44.7%, 보통 38.8%로 

체로 빠른 편이고,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직장(49.1%)과 가정(43.6%)이

며, 주당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이상~5시간미만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44.5%로 가장 많았음.

— 건강정보 장의 주요 인지경로는 검색엔진(42.1%)이고, 주로 이용하는 

정보와 가장 유익한 정보는 건강정보검색(32.2%)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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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이용수 에서 충분성(96.2%), 유용성(97.9%), 

이해용이성(95.0%), 신뢰성(97.9%), 시의성(87.6%), 주의사항 제시여부

(84.3%), 편리성(86.0%), 서비스 만족도(89.6%), 근성(69.9%), 항해용이

성(82.2%)에 해 정 으로 응답함.

— 건강정보 장에서 획득한 건강정보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향을 받은 

이 있다’는 응답자가 83.5% 고, ‘의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의 응

답자는 66.3%로 나타남.

— 건강상태에 해 응답자의 88.4%가 주 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

강에 한 심정도 86.1%가 정 으로 응답함.

□ 건강정보 장의 총 방문자 수는 101,958명이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05

명이었으며,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는 메인페이지로 유율

(16.3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기사 페이지의 유율(8.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Ⅴ. 「건강정보 장」 홍보  고

□ 일반 상용 검색서비스(구 ,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코리아, 엠 스, 천리

안 등), 한민국 자정부 등 공공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건강정보 장

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인터넷 고 

행사를 통해서 인터넷 고매체(네이버, 엠 스)에 배 고를 실시함. 

□ 온라인 고 효과는 CTR(배  노출수에 한 배  클릭비율)로 측정하며, 

네이버 CTR 0.06%, 엠 스 CTR 0.04%로 나타남(일평균 실제 클릭 수는 네

이버 1,929건, 엠 스 217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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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강정보 장」 추가개발

□ 2004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 을 보완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에서 추가개발을 실시함.

— 검색기능 강화: 검색결과에서 정보  콘텐츠 등을 디 토리 개념을 도

입하여 제공기 별  정보유형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어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웹문서, 이미지, 동 상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이 검색결과에 

포함되도록 함.

— 첫 화면(메인화면) 재설계, 항해(navigation)기능 보강, 연령 별 검색, 추

천어 기능 추가, 인기검색어 표 논리 변경, 배  제작 등 

Ⅶ. 결론

□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도구이며 건강생활  건강증진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공간이 됨.

□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유용하고 믿을만한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필요 시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건강정보 장’

은 보건의료 문기 들과 력 계를 맺고 믿을만하고 유용한 건강정보들

을 수집하고 리하며 이용 용이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음.

□ 2005년도에 검색결과의 제공방법, 분류별 정보의 제공 등의 개편이 이루어

졌으나 제공 정보  콘텐츠의 질과 양, 서비스 방법, 홍보 등에 있어서 지

속 인 개선과 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인터넷기술을 심으로 속히 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기술사회  기반 에서 사회 으로 유익한 정보  서비스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역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하여 

질병  건강에 한 정보의 공유, 제공  이용 등이 공공과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의 역에서는 세계의 각국의 정부 는 공공조직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의료이용 지원을 하여 직  는 간 으로 건강정보

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은 지식  정보의 발견(discovery), 의사

소통(communication), 업(collaboration) 등 3가지 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urban, 2002). 이 가운데 “지식  정보의 발견” 기능에 잠재하던 수요가 실

되면서 인터넷 공간의 많은 부분을 정보의 제공과 이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질병  건강 리와 련된 정보의 제공과 발견(검색)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건강  질병정보의 제공에 하여 국가 는 공공의 개입은 여

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즉 민간의 상업용 건강정보사이트 는 포탈사이

트에서 상업  이익을 하여 건강정보가 제공되거나 과장 는 무분별하게 제

공될 가능성, 그릇된 정보가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등의 이유로 공

인 조정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에서 건강정보의 획득  이용에 따른 험성

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건강  질병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국가차원의 인터넷 기반환경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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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다. 2005년 12월 재 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05)에 의하면, 2005년도 재 만 6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  72.8%(33,010천

명)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년 인 2004년 12월 보다 2.6% 증가하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이용 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의 주요 이용목 은 자료정보 검색이 72.8%로 나타났으며, 하루 1회 이상 인터

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83%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당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

이 63.6%,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4%로 나

타났다(류시원 외, 2003).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심리를 지배하는 참살이(well-being) 문화는 건강  

질병에 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서비

스를 량으로 요구할 것이다. 즉 경제수 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도래, 질병

구조의 다양화, 산업화, 건강 해요인의 증가 등에 따라 건강  질병에 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한 문제가 국가 으로 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지 못한 후기고령자의 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사회  보호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상된다(선우 덕, 2003). 이와 같이 참살이 문화  고령화 사회의 도

래는 보다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건강  질병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하

여 국가  사회 으로 교육, 소책자, 홍보 등 통 인 오 라인방식 뿐만 아

니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온라인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하여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2002년도부터 ‘건강정보 장’(healthpark.or.kr)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네트워크 컴퓨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 인터넷

을 통한 보건의료 문가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은 사회 으로 여러 잠재 인 편익들

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의 정보 달범   근 용이성은 건강정보의 제공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정보요구에 한 맞춤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개인 인 상호작용  사회 인 지원이 용이하게 하

며, 개인이 직  의료 문가를 하지 않고 건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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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잠재 인 사회 인 편익이 상된다(Cline & Haynes, 2001). 특히 직  

건강/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지역 는 상황에 처한 경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에는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각종 험과 문

제 이 내재하고 있다. 즉, 정보의 질 확보의 어려움, 과잉 공 된 정보 가운데

서 필요한 정보탐색의 어려움, 고도의 정보기술에 한 근장벽, 이용자들의 

이용역량 부족, 정확한 정보에 한 과잉반응 는 오용 등의 문제 이 제기되

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자율성은 정확성  신뢰성 등에 한 한 검증과

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정보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의 탐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경제  는 사회 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인터넷망의 이용요  부담  미흡

한 컴퓨터 사용기술이 인터넷 건강정보의 근장벽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의 부족 는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Cline & Haynes, 2001).

  2002년도에 HON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 8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된(certified) 웹 사이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oyer et al., 2002). 이러한 차원에서 1996년에 스 스에서 문가 

 일반인들을 상으로 HON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국, 미국, 호주, 캐나다, 

랑스,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하여 공공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신뢰할 만한 최신의 건강정보서비스를 국

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재 는 장래의 의료이용  자기건

강 리에 필요한 유용하고 믿을만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연구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를 실 하는 웹 사이트인 ‘건강정보 장’(healthpark.or.kr)을 

개발하여 운 하며 이용 황을 평가하여 시스템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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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품질이 보장된 올바른 건강

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한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gateway 

system)을 개발하여 운 하고자 하며, 이곳의 정보는 정보 력기 (information 

partners)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의 신뢰할만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

력기 에서 한 질 리과정에 의거하여 작성  제공하는 최신의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검색‧수집‧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편리한 이용환

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연계(gateway)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하는 것이다. 이와 련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보 력기 에 한 건강정보 출 표 을 제공하여 이를 수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정보 력기 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최신의 신뢰할만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link)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시스템을 개발 

 운 한다. 

  셋째, 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하는데 필요한 표  등을 비한다(정보

력기 의 건강정보 제공표 , 정보 력기 의 건강정보  건강정보 질 리체

계 평가 틀  평가표, 시스템 운 에 필요한 조직  역할 정의 등). 

  넷째, 개발되는 시스템의 운   이용의 편리성  효과성 등을 한 다양

한 콘텐츠를 창안하여 시스템에 포함한다(건강  질병정보와 련된 뉴스  

강좌 정보의 제공, 다양한 이해 계자(제공자, 이용자, 건강정보 문가, 연구자, 

정부 등)들의 건강정보 제공  이용에 한 의견교환  토론의 장 마련, 이용

자 피드백, 웹진, 다양한 정보검색방법 등). 

  본 연구와 련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사업의 2001～2004년도 추진실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Ⅰ-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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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연도별 사업추진내용

연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02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1차, ‘건강정보 장’)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개별평가에 의한 여과

․여과된 건강정보 DB 구축, 검색  이용시스템구축

․5개 분야(흡연, 고 압, 뇌졸 , 당뇨병, 암 등), 건강

련 뉴스  강좌정보 등 심

 건강정보 DB 구축 (건강길라잡이)

healthpark.or.kr

healthguide.or.kr

2003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2차)

․건강정보 력기 제도 도입에 의한 신뢰정보 확보

․건강정보의 분류체계 확립: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 력기 제도 도입을 한 비

․시스템의 유용성  이용편리성 증진을 한 콘텐츠  

디자인 추가  개선 (조사  동향 분석 기 )

 동향분석: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인터넷 정보기술

 건강증진정보 DB 구축 (건강길라잡이)

healthpark.or.kr

healthguide.or.kr

2004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

․시스템 개선: 인터넷 건강정보출 표 , 콘텐츠  디자

인, 이용자 만족도  요구내용 조사‧분석

 동향 분석: 인터넷 건강정보 질 리

 시스템 신 방안 검토

 건강증진정보 DB 구축  운

healthpark.or.kr

healthguide.or.kr

2005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운 , 평가, 개선 

․시스템 운

․시스템 이용실태  만족도 평가

․시스템 추가개발

․건강/질병정보 수집  리

healthpark.or.kr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품질이 보장된 올바른 건강

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정보 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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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연결하여 서비스하는 인터넷 게이

트웨이시스템(gateway system)인 ‘건강정보 장’(healthpark.or.kr)을 운 하며, 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반 하여 시스템을 보완하

여야 한다. 

  이곳의 정보는 정보 력기 (information partners)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의 

신뢰할만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상태에서 이용자들

에게 서비스한다. 이를 하여 시스템을 시범운 하고 문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반 하여 추가개발을 실시하 으며, 주요한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기존문헌 고찰, 인터넷 검색  외국의 주요 웹 사이트 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국, 미국, 스 스, 랑스,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별 건강정보 사이트의  

정보, 콘텐츠, 서비스 기능 등을 분석하여 ‘건강정보 장’의 추가개발  운

에 반 하 다.

  나.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의 추가 개발

  건강정보 검색결과의 제공을 디 토리 개념을 용하여 정보  콘텐츠의 유

형  수집기 별 디 토리로 집단화하여 제공, 메인화면의 디자인, 네비게이션 

보완 등을 하여 추가개발내용들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기존의 시스템에 추가

하 다. 추가개발  개발의 리, 테스트, 시범운  등의 차에 의거하여 최

종 시스템을 완성한 후 기존의 시스템을 교체하 다.

  다. 「건강정보 장」의 홍보, 운   이용 평가

  ‘건강정보 장’의 온라인  오 라인 홍보, 웹로그 분석에 의한 이용실태 평

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정보 요구, 획득한 정보의 활용 등

을 분석하 다.



Ⅱ. 주요 외국의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동향분석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국, 미국, 스 스, 캐나다, 

랑스, 호주 등 각국의 공공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2002년부터 확인하여 동향

을 분석하여 왔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확인된 각국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운 인 ‘건강정보 장’의 개선  

리운 에 참고하고자 하 다주1).

  캐나다의 Canadian-Health-Network(CHN)과 Canada Health Portal(CHP)의 경우 

큰 변동이 없었으며, 국의 NHS Direct Online, 미국의 MedLinePlus와 

HealthFinder, 랑스의 CISMeF, 스 스의 HON, 호주의 HealthInsite  Better 

Health Channel 등은 RSS기능주2) 추가, 이민자  외국인들을 한 외국어정보 

제공, 정보  콘텐츠의 분류변경 는 추가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독일의 인

터넷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동향을 새롭게 분석하여 추가하 다.

주1) 운 황,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건강정보의 분류  질 리 황 등은 기존의 보고서 

참조(류시원 외, 2004, 류시원 외, 2003) 

주2) RDF Site Summary, 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등의 약칭으로 뉴스나 블

로그와 같이 콘텐츠의 갱신이 잦은 웹 사이트에서 갱신된 정보를 자동 으로 쉽게 사용자

들에게 제공하기 한 서비스이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RSS 주소를 RSS Reader 로그램에 

등록하면, 갱신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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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S Direct Online의 최근 동향

  NHS Direct Online은 2005년도에 사이트를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개편내용으로는 주요 건강/질병정보 콘텐츠에 자가진단  건강퀴즈를 추가

하여 5가지 분류의 콘텐츠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픽뉴스의 제공에 RSS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 개인별 심 역의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국에 거주하는 외국이민자  외국인들을 상으로 12개 

언어(아랍어, 벵갈어, 불어, 구라자티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펀잡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터키어, 우르두어)별로 가장 잘 알려진 토픽에 해당하는 65

개 정보를 문서(pdf 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 다. 한 메인화면의 

앙에서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 유형에 자가진단  건강퀴즈를 추가하여 5가

지 분류의 주요콘텐츠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Ⅱ-1 참조). 

  ① 온라인 백과사  (Find out about illnesses, operations, tests and treatments)

  ② 최상의 처치안내 (Visit the Best Treatments website for the latest treatments 

options)

  ③ 자기 리지침 (Get advice on common health problems from the self-help 

guide)

  ④ 건강정보  의료인 검색 (Find your nearest doctors, dentists, opticians and 

pharmacies)

  ⑤ 자가진단  건강퀴즈 (Try these new interactive quizzes and calculators)

  RSS 기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5가지 토픽뉴스는 메인화면의 우측 임에

서 제공하던 주요 토픽(hot topics)  5가지 톱 토픽(Top 5 topics)의 내용을 개

편하 으며, 건강 경고(Health alerts)  새로운 검토된 뉴스(New and reviewe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에 거주하는 외국이민자  외국인들을 상으로 12개 언어로 제공하는 

정보는 알코올 독을 비롯하여 가장 잘 알려진 토픽에 해당하는 65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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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한국어로 소개된 내용은 표 Ⅱ-1 참조).

〔그림 Ⅱ-1〕 NHS Direct Online의 홈페이지(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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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NHS Direct Online의 외국어 건강정보 콘텐츠 (한국어)

구분 내용

안내문구

환 합니다.

NHS Direct Online은 국 국민에게 고품질의 건강정보  상담을 제공하

는 웹 사이트입니다. 24시간 의료상담  정보센터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HS Direct Online을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NHS Direct에 화(0845 4647)로 문의할 수 있

습니다.

제공정보

(65종)

알코올남용, 알 르기, 마취(일반/국소), 심증, 산 진료, 염, B12결핍, 

요통, 고 압, 모유수유, 기 지염, 방 암, 자궁경부암, 결장암, 직장암, 창

자암, 구강암, 피부암, 백내장, 클라미디아, 콘돔(남성용  여성용), 상동

맥심질환, 탈수증, 치아농양, 충치, 당뇨병, 식단, 약물남용, 습진(아토피), 

간질, 운동, 독감, 독감 방주사, 식 독, 사구체신염, 잇몸질환, 치질, 두통, 

청각장애, 심장마비, HIV  AIDS, 병원-내원, 병원-어린이, 병원-퇴원, 

당증, 방 종, 유산, MMR, 구강궤양, 볼거리, 기 귀발진, 비만, 골

염, 진통제, 임신, 건선, 정신의학, 구루병, 정신분열증, 사산, 연, 생치, 

갑상선기능 하증, 결핵, 요로감염증, 시작장애, X- 이

2. MedlinePlus의 최근 동향

  MedlinePlus는 2005년도에 사이트를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요 개편내용으로는 건강정보(Health Topic)의 건강  방 역에 체력  운

동, 개인의 건강문제를 추가하여 총 8가지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미국의 의료기 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수술 차를 인터넷 방송

으로 제공하는 Surgery Videos를 추가하여 주요 신체구조별로 주제를 나 어 제

공하고 있다. 체력  운동, 개인의 건강문제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건강  방”의 주제분류는 다음과 같다(그림 Ⅱ-2, 표 Ⅱ-2 참조).

  ① 체력  운동 (Fitness and Exercise)

  ② 음식  양 (Food and Nutrition)

  ③ 건강체계 (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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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의 건강문제 (Personal Health Issue)

  ⑤ 안  (Safety)

  ⑥ 성 건강 (Sexual Health)

  ⑦ 사회  가정의 문제 (Social/Family Issue)

  ⑧ 건강상태  생활습  (Wellness and Lifestyle)

〔그림 Ⅱ-2〕 MedlinePlus의 홈페이지(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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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MedlinePlus의 Surgery Videos 주제 분류

주제 분류

Surgery Videos

(17종)

ㆍ근골격  ㆍ신장  비뇨기계통

ㆍ뇌  신경계통 ㆍ폐  호흡기계통

ㆍ암 ㆍ남성건강

ㆍ어린이  청소년 건강 ㆍ신진 사질환

ㆍ소화기계통 ㆍ임신

ㆍ , 코, 목 ㆍ피부, 모발, 손발톱

ㆍ내분비계통(호르몬) ㆍ이식  기증

ㆍ   시력 ㆍ여성건강

ㆍ심장  순환기계통

3. HealthFinder의 최근 동향

  HealthFinder는 2005년도에 사이트를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소비자건강정보 검색을 추가하여 300개 이상의 연방정부기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HealthFinder 력기  에 “특징 인 사이트(Featured Site)”를 메인화면에서 링

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 다(그림 Ⅱ-3 참조).

  기존에 서비스하 던 어린이 사용자를 한 하부메뉴와 심장건강 식단(Keep 

the Beat: Heart Healthy Recipes)은 서비스를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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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HealthFinder의 홈페이지(2005.12)

4. HON의 최근 동향

  HON은 지속 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건강정보 제공자, 건강정보 이용자, 의

료업무 종사자 등을 상으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의학  건강정

보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survey)"에 가장 최근에 실시한 ‘보건의

료  인터넷 사용’에 한 조사결과를 추가하 으며, 2005년도 HON사이트에 

한 통계정보를 갱신하 다. HON search Tool의 HONcode sites, All Web sites, 

HONselects, News, Images 등의 디 토리마다 지속 으로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건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HONcode sites는 HONcode 지침

을 충실히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만 검색할 수 있고, All Web 

sites에서는 세계 90,000여개의 의학자료 문검색이 가능하며, HONselect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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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3,000여개의 의학 문용어를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나 MEDLINE, 의료소송 

등에서 찾도록 하고 있다. News에서는 300여개의 주제에 한 새로운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고, Conferences는 world-wide web내의 의료 련 회의에 한 데이

터베이스이며, Images는 6,800여개의 의학이미지와 동 상의 장소로 1,700여개

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Ⅱ-4 참조).

〔그림 Ⅱ-4〕 Health On the Net의 홈페이지(2005.12)

5. CISMeF의 최근 동향

  1995년 2월에 Rouen 학병원(RUH)에서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이 

리된 상정보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인 CISMeF는 2005년 개편을 통

해서 기존의 4가지 형식(검색 창을 통한 직 입력, 알 벳순 검색, 주제별 검색, 

정보출처별 검색)의 건강정보 검색방법에 MeSH를 기반으로 하는 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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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ie)검색을 추가하여 건강정보의 근경로를 다양하게 하 다. 

  한 지속 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증거기반의 의료정보(700개 이상), 교육을 

한 정보자원(1,500개 이상), 환자  일반 을 한 정보자원(700개 이상)이 

제공되고 있다. 한 임상지침 개발회의, 병원, 의과 학, 보건기 , 의료도서 , 

의료출 업자, 자 , 자도서, 데이터베이스, 연구실험실  연구소, 제약

회사, 보건  환자 회, 보건의료분야 기업 등의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다(그

림 Ⅱ-5 참조).

  1995년에 개발된 이후 항해기능을 최 화하고 정보에 한 최종사용자의 

근성을 제고하여 왔다. 즉 내부 검색엔진을 통하여 문  불리언 검색이 가

능하도록 하 으며, 일반 인 색인의 제공, “What's new(Qoui de neuf)”페이지를 

통하여 주별로 새롭게 추가된 색인, 운 련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5〕 CISMeF의 홈페이지(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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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ealthInsite의 최근 동향

  호주의 연방보건부(Australian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에서 운 하고 있는 HealthInsite는 2005년 개편을 통해서 콘텐츠  건강정보를 

추가하여 사이트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2005년에 추가된 콘텐츠는 ‘나의 경

험담’(Personal stories)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건강상태나 질병 는 건강에 향

을 미치는 다른 주제에 한 개인 인 사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작, 폐경, 

우울증 등을 경험한 38개의 이야기가 다른 사이트로부터 수집되어 있다(그림 

Ⅱ-6 참조).

〔그림 Ⅱ-6〕 HealthInsite의 홈페이지(2005.12)

  HealthInsite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경우 건강상태  질병별 분류에서 ‘

기증(vertigo)'에 한 정보가 추가되어 소분류가 42종으로 증가하 으며,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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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별 분류에서는 ‘소비자 참여(consumer participation)’이라는 소분류가 추가되

어 34종으로 증가하 다(표 Ⅱ-3 참조). 

〈표 Ⅱ-3〉 HealthInsite의 건강정보 분류

분류 소분류

건강상태  

질병

AIDS  HIV, 간질환, 감염성( 염성) 질환, 건강정보평가방법, 고 압, 국

제보건정보, 귀 질환, 근골격 병태, 내분비 질환, 뇌손상,  건강  시력

손상, 당뇨병, 만성병태  손상, 면역  백신 방질환, 물리치료, 보건

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는 가능한 질문들( 문의 방문  검표), 보조  

체치료, 불안, 소화   장애, 수막염  감염성 수막질환, 신경계통 질

환, 신장(콩팥)  비뇨기질환, 심장발작  심  질환, 알러지, 암, 약물, 

어린이 건강, 외국어정보, 유방질환, 임 선질환, 자가면역질환, 장기기증, 

장애, 정신건강, 기세포연구정보, 처치기록 검토(임상자료 검토), 천식, 췌

장질환, 투약, 피부질환, 기증, 액장애, 호흡기계통 질환 (42종)

건강과 복지

건강보험, 건강정보평가방법, 고식  처치(말기환자), 고 압, 구강보건, 국

제보건정보, 남성건강,   시력상실, 다이어트  과체 , 만성병태  

손상, 물리치료, 발 리, 보건의료 련 법률, 보조  체치료, 비만, 생명

공학  유 공학, 생화학테러, 성 보건, 소비자 참여, 손상  손상 방, 

약물, 어린이 건강, 여성의 건강, 여행 보건  안 , 외국어정보, 운동, 음

식  양, 이용자 참여, 임상(의료) 소송(Clinical Trials), 자살 방, 정신건

강, 헌 , 환경보건, 흡연 (34종)

생애주기별 

 사건

“출생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노년 → 생의 마지막”으로 분류하

여 해당 연령 의 건강생활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가정생활, 가정 괴원인(이혼 등), 갱년기, 고용(산업보건), 사춘기, 손상  

손상의 방, 기 응, 응 상황, 임신, 입원, 장애생활, 재해, 년기, 질병

생활, 취학 (15종) 

공공의료

Respite care, 간병인을 한 지원, 건강보험, 건강상품, 계약(Contracts)‧신청

(Tenders)‧승인(Grants)‧자 조달(Funding), 고충처리, 노인의료, 뇌졸 지원, 

 건강, 당뇨병 지원, 모유수유지원, 보건 문가  의료인을 한 서비

스, 보건서비스, 보건시설, 선별검사서비스, 성 제서비스, 손상, 숙박, 심장

질환지원, 암 지원, 약물  알코올 독 지원, 어린이  청소년 지원, 어린

이 의료  양육지원, 연구지원, 연합보건서비스, 양  다이어트, 외국인

을 한 서비스, 운동, 원주민  섬사람들을 한 서비스, 응 의료지원, 

임신, 자살, 장애지원, 재활, 정신질환자‧그의 가족  간병인을 한 지원, 

지방(시골)인을 한 서비스, 천식지원, 청력서비스, 출생지원, 질환지

원, 우병지원, 환경보건 (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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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tter Health Channel의 최근 동향

  1999년 5월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 Better Health Channel (BHC)

은 빅토리아주(州)의 주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목 으

로 운 되고 있으며, 2005년 사이트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 다.

  가장 크게 변화한 내용은 ‘활기찬 생활(active living)’, ‘건강조리법(healthy 

recipes)’등의 콘텐츠를 추가하여 메인화면 구성에 변화를 으로써 이용자들의 정

보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보 근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그림 Ⅱ-7 참조). 

〔그림 Ⅱ-7〕 Better Health Channel의 홈페이지(2005.12)

  건강정보 분류에 있어서도 정보의 세부 인 분류를 추가하 다. 즉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s), 건강생활(Healthy living), 처치(Treatments), 지원(Support), 일반

인 병태(Common conditions), 생애주기(Life stages) 등 기존의 6개 역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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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추가 는 삭제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Ⅱ-4 참조).

〈표 Ⅱ-4〉 Better Health Channel의 건강정보 분류

분류 소분류

건강상태

알러지, 액, 근골격  , 뇌  신경계통, 암, 소화기계통, 귀‧코 

 목, 환경보건, , 유 인 질환(Genetic issues), 심장  순환기계

통, 호르몬(내분비)계통, 면역체계, 감염성질환, 신장(콩팥)  방 , 간, 

정신질환, 구강  치아, 신경근육계통, 생식기계통, 호흡기계통, 성, 

피부‧모발  손발톱 (23종)

건강생활

활동  휘트니스, 신체이미지, 신체계통, 건강체크, 건강한 노화, 건강

한 식이요법, 건강한 정신, 식품안   생, 면역, 임신  출산, 성

과 인 계, 지역보건, 안 , 수면  휴식, 스트 스 완화, 여행  

휴가, 직장생활 (17종)

처치
건강 련 치료, 곤충  물림, 보충  치료, 응 처치, 건강진단 리, 

건강진단 과정, 검사 (7종) 

지원

행동장애, 각종 리, 아동보호, 지역사회 정보, 지역사회 서비스, 장애

인, 약물남용, 재난  손실, 정신보건  참살이(well-being), 스트 스 

 불안 (10종)

일반 인

병태

염, 천식, 장질환, 암, 염성의 감염, 치매, 우울증, 당뇨병, 발작, 

구토  설사 (10종)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여성, 남성, 부모(보호자)  가족, 노년 (6종)

8. 독일의 건강정보 질 리  인터넷 서비스 동향주3)

  가. 배경

  건강분야 정보의 질 리는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주요 이슈가 되어 왔

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독일 환자도 질병  치료선택과 련된 다양한 정보

를 얻을 기회가 많지만, 건강정보의 질과 투명성에 문제 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3) http://www.patienten-information.de/content/english/index_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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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지만 일반인들은 련된 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없고, 다수의 웹 사이트의 정보가 정기 으로 갱신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시 에 뒤떨어진 것이다. 한 많은 이용자들이 의학 용어와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가 주의 정보는 매번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문가와 일반인을 해 우선 으로 건강정보 질 리 사업을 도

입하고자 의사들이 자발 으로 Agency for quality in Medicine(AQUMED)가 1995

년에 설립되었다.

  AQUMED는 독일의 건강정보센터 소개를 한 조직을 구성하고, 근거 심의

학의 모든 에서 뿐만 아니라, 임상평가, 질병 리 로그램, 건강 리 조직

의 승인, 환자안   의학  오류 방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AQUMED와 그 력기 은 건강정보 질 리목표를 한 차와 도구를 개발

하고 정착시켰다. 한 AQUMED는 임상  활동지침의 조정, 소비자 정보  

환자교육 강조 등에 을 두고 the German Cochrane Center, the Medical 

University of Hanover, Department of Epidemiology, Social Medicine and Health 

Research 등과 력 계를 맺고 1999년에 “German Clearinghouse for Patient 

Information-GCPI” 사업을 시작하 으며, GCPI는 1999년 가을에 건강정보를 의

료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게이트웨이 방식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www.patienten-information.de)를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나. 인터넷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GCPI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www.patienten-information.de)는 믿을 수 있는 소

비자 건강  인  서비스에 한 정보와 지침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이용

자들에게 800여개의 링크와 함께 50가지 주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 

다양한 질병치료 정보, 지원  자조그룹이 연결된 환자 건강정보 서비스, 일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 리기 과 의료집단 등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그림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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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Patienten-information.de의 홈페이지(2005.12)

  다. 소비자 건강정보 질 리

  GCPI는 "Health Care through the Patients Eyes", "Evidence-based Patient 

Choise" 사업 수행을 해서 “the German Sickness Funds”의 자 지원을 받아 보

건 문가를 한 훈련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건강정보 검색 

 선택의 평가기   차와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한 유용한 건강정보 사

용의 이해에 을 두고 있다.

  소비자 건강정보 평가와 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단계에 맞추어 이용자의 건강정보 주제의 우선순 를 매긴다.

  — 우선순 를 매긴 주제의 건강정보를 표 화된 검색 략을 사용하여 명확

히 한다. 

  — 건강정보의 형식과 내용 평가는 the German DISCERN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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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된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합한 경로인 인터넷에 근거한 건강

정보 서비스인 “www.patienten-information.de”에 게재하고 보 한다.

  — 일상 활동에서 가장 합한 정보의 체계 인 사용에 을 두고 보건

문가를 한 숙련 로그램을 정착시킨다.

  — 자발  조직과 과학  의료집단에 의한 질 높은 건강정보를 개발한다.

  평가보고서는 PDF 일 형태로 평가된 건강정보의 웹 사이트에 연결되어 일

반인에게 공개된다. 한 GCPI의 평가과정에서 건강정보의 자나 편집자는 

GCPI의 목 과 표 차, 평가결과정보를 제공받는다. 결국 GCPI사업 자체는 

“the best available health information(가장 유용한 건강정보)”라는 개념을 한 보

 도구로 진행되고 있다. GCPI는 자와 편집자에 한 교육뿐만 아니라 연

구, 평가, 외국문헌 번역 등을 통해서 근거 심의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편

집과정에서 비 리기 을 지원하고 있다.

9. 요약  시사

  주요 외국의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최근동향을 분석하여 본 결과, RSS 기능

을 추가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에 한 근편의성을 증진하고, 세계화시

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국어 이외에 외국

어정보를 제공하여 이민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사회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정보  콘텐츠 재분류  

추가 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5 참조).

  1990년  반 이후부터 국가차원의 공공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될 당시에는 건강정보의 질 평가기   리체계, 유용하고 안 한 건강

정보에의 근성 제고 등에 많은 심들이 집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보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수  제고, 정보  콘텐츠의 보충 등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에 노력을 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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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참고하여 건강정보  콘텐츠의 확충  서비

스의 질 향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5〉 주요 국가의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동향(2005년도)

사이트명
주요 동향

국가, 시작연도

Health Direct Online ․주요 건강/질병정보 역에 “자기진단  건강퀴즈” 추가

․토픽뉴스의 RSS 기능 추가

․65개 주요 건강정보를 12개 외국어로 제공 추가

․건강경고(Health alert), 뉴스  검토된 정보제공 추가

국, 1999

MedlinePlus ․건강정보토픽에서 건강  방 역에 체력  운동, 개

인의 건강문제를 추가하여 총 8가지 주제의 정보 제공

․17개 정보분류별 수술 차 비디오 제공(Surgery Videos)
미국, 1998

HealthFinder ․연방정부기 (300개 이상)의 건강정보검색 콘텐츠를 추가

․정보 력기   특징 인 사이트를 첫 화면에서 소개

․어린이사이트  심장건강식단의 서비스를 단
미국, 1997

CISMeF ․MeSH 기반의 문용어검색 기능 추가

․의료기  등 보건의료 련기 의 리스트 추가

․증거기반의 의료정보, 교육정보, 환자  일반 을 한 

정보자원 등을 지속 으로 수집하여 제공

랑스, 1995

HelathInsite ․콘텐츠(나의 경험담: Personal stories)를 추가

․ 기증 정보(건강상태  질병별 소분류)  소비자 참여

정보(건강과 복지별 소분류)를 추가
호주 연방정부, 2001

Better Health Channel ․활기찬 생활  건강조리법의 콘텐츠를 첫 화면에 추가

․건강정보의 소분류 추가 는 삭제호주 victoria주, 1999

HON ․보건의료 인터넷 사용에 한 최근의 설문조사결과 추가  

․2005년도 HON사이트의 통계정보 갱신

․HON 내부 검색도구 다양화로 지속 으로 건강정보 추가
스 스, 1995

Patienten-Information

GCPI
․게이트웨이방식으로 800여개 링크, 50가지 주제정보 제공

․다양한 질병정보, 지원  자조그룹이 연결된 환자 건강

정보서비스, 일반인 상 건강정보 등 제공독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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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구성  기능

  인터넷을 통하여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유도,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건강정보 장’은 건강정보에 

한 통합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수칙, 신체질량지수 측정, 건강기사, 

건강강좌/행사, 정책속보 등의 건강정보를 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이용  력기  정보, 열린 장 등 콘텐츠를 구성하여 건강정보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건강정보 장(HealthPark)’의 서비스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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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강정보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 기능은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문가 칼럼, 자

가진단, 건강수칙, 신체질량지수(BMI)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가칼럼 기능은 시의성 있는 건강 련 주제를 선정하고 련 문가의 의

견을 게시함으로써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일반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시에 제공하는 기능이다. 문가칼럼의 첫 화면에서는 수집된 데

이터를 건강생활  질병정보라는 상  디 토리와 각각의 하  디 토리로 나

어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주제로 작성된 칼럼을 알맞게 분류하여 체계성을 갖도록 하 다. 

한 가장 최신의 칼럼을 상 에 서비스하면서 시의성을 띠도록 하고, 제목 검

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디 토리 서비스와 함께 찾고자 하는 칼럼에 한 근

경로를 다양하게 한다.

  자가진단 기능은 일반 이용자가 간단한 건강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검증된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데, 이때 자가진단에 제공되는 툴은 자료원  유형을 

같이 공개하여 이용자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자가진단 기능

은 이용자에게 건강에 한 심을 유발하고 건강증진의 필요성  의식을 

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자가진단 주제별로 디 토리를 지정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디 토리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건강수칙 기능은 건강생활  질병 방을 한 건강수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실생활에 용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수칙 기화면에 정보에 한 디 토리 구조를 제시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 근을 용이하게 한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측정 기능은 건강과 련된 수치에 

한 이용자 개인의 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체질량지수(BMI) 측정계산기 

 BMI 수치에 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자신의 비만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직 인 데이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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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비만에 한 경각심을 일으켜 체 리  건강 리의 요성을 인식하

도록 한다.

  나. 건강뉴스

  건강기사는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건강기사, 건강강좌  행사, 정책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건강기사 기능은 련 기사를 수집, 분류하고 올바른 건강 련 기사로 평가

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수집‧분류된 정보는 제목, 자료원  링크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가 문(full text)을 원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자료원으로 연결 

될 수 있게 구성하 다.

  건강강좌  행사 기능은 건강  질병강좌, 세미나, 토론회 등의 련 강좌 

 행사 정보 등을 수집  분류하여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행사명, 주제, 

일시, 장소 등 행사 련 세부정보를 제공하며, 국 으로 지역별‧제목별‧내용

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구성하 다. 건강강좌  행사 기화면에서 지역별 정

보에 바로 근할 수 있도록 이동버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 유효한 강좌 

 행사에 해서는 게시물의 배경색을 달리 하여 이용자들이 한 에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속보 기능은 보건복지부 뉴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속보 

에서 건강과 련된 내용  홍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다. 건강정보이용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이용 기능은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건강정보 이

용지침, 건강정보 연구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이용자에게 

건강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올바른 이용방법 소개와 함께 올바른 건강정보 이

용을 한 건강정보 질 평가 항목을 건강정보 이용지침에서 제공하고 있다. 

  건강정보 연구동향에는 선진외국의 건강정보 질 리 소개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 질 리 소개와 국내외 건강정보 이용 동향과 련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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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라. 열린 장

  ‘건강정보 장’의 열린 장 기능은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live poll), 토론방, 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live poll) 기능은 건강 련 이슈  기타 시의성 있는 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자신

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표 할 수 있고, 동일 설문에 한 다른 참여자의 

응답을 그래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방 기능은 일정 주제에 한 토론방 형식의 커뮤니티 서비스로써 건강

련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면, 이용자는 선정된 주제에 한 자신의 견해를 토

론 형식의 로써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

록 구성한다.

  신고센터 기능은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이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허  는 과장된 건강정보, 문제가 있다

고 단되는 건강정보 등을 신고하는 창구로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이기 한 기능이다.

  마. 력기

  ‘건강정보 장’의 력기  기능은 일반 이용자  건강 련 문기 에 ‘건

강정보 장’의 력기  제도를 설명하고, 개별 력기 에 한 소개  기본

정보와 함께 재까지 력 계를 맺은 기 들의 목록을 제공하며, 력을 원

하는 기 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  력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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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능은 ‘건강정보 장’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자 개발 목 으로서 

자연어 검색, 불리언 검색, 한 자음순 검색, 신체기 별 검색이 있다. ‘건강정

보 장’ 검색결과의 특징은 신뢰할 수 있는 력기 으로부터 획득된 최신의 

검증된 건강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포탈사이트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검색기능은 자연어 검색, 불리언 검색, query 검색, 건강생활  질병분류별 검

색, 한 자음순 검색, 신체기 별 검색, 연령 별 검색, 인기 검색어를 지원한다.

  건강정보는 건강생활  질병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은 

13개의 주제별로 분류하 고, 질병정보는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의 권고안에 따른 제4차 개정 한국표

질병사인분류(KCD4: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4)의 본분류에 맞

게 질병군에 맞추어 분류하고자 하 다. 연령 별 분류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분류형식을 따랐으며, 신체부 별 분류는 8개의 신체계통별로 분류

하 다(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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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건강정보 장’ 건강정보 분류

분류 분류

건강생활

(13종)

․건강일반 ․ 양  식생활

․구강 리 ․ 방 종  건강검진

․비만 ․운동

․성  AIDS ․음주

․정신건강 ․피부건강

․안   사고 ․흡연

․약물남용

질병정보

(17종)

․감염성질환 ․신생물  

․귀  부속기질환 ․ 양  사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임신, 출산  산욕기질환

․   부속기질환 ․정신  행동장애

․비뇨생식기 질환 ․증상  징후

․선천성기형 ․피부  피하조직질환

․소화기계질환 ․ 액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연령 별(생애주기별) ․신생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 년 ․노인

신체부 별

(8종)

․머리 ․ ,코,입,귀,목 ․흉부 ․소화기 

․근골격 ․비뇨생식기 ․피부 ․호르몬

  사. 기타

  ‘건강정보 장’의 기타 기능으로는 요양기 검색, Feedback, 책임의 한계, 

력기  마크 발   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 검색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의료기   지역 내에 치해 있는 

의료기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요양기 별, 진료과목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된 의료기 의 특성  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Feedback 기능은 ‘건강정보 장’ 이용자의 만족도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으로 설문형식으로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만족도  의견에 

한 2～3가지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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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 으며, 2단계에서는 간단한 질의로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반감을 느

끼지 않고 일반  사항에 해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된 의견은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 개선  개발에 극 으로 반 될 것이다.

  책임의 한계 기능은 ‘건강정보 장’ 이용자의 정보활용에 한 주의  권고

사항을 알리기 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는 문가에 

의해 올바른 건강정보로 평가되지만 지나친 맹신이나 무분별한 사용을 피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력기  마크 발   리 기능은 건강정보 제공지침을 수하는 사이트에 

한 력기  마크 발   력기  사이트에 한 지속 인 리를 한 기

능이다(표 Ⅲ-2 참조).

〈표 Ⅲ-2〉 ‘건강정보 장’시스템 기능 정의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정의

건강정보

문가 칼럼 ․시의성 있는 건강 련 주제에 한 문가 의견 게시

자가진단
․검증된 자가진단 툴 제공

․자료원  유형을 공개

건강수칙 ․건강수칙

신체질량지수 측정 ․신체질량지수 측정  결과해석*

건강뉴스

건강기사 ․건강 련 기사정보 제공

건강강좌  행사 ․건강강좌  행사정보 제공

정책속보 ․보건복지부 정책속보 제공

건강정보

이용

건강정보 이용지침 ․올바른 건강정보 이용방법 소개

건강정보 연구동향
․건강정보 질 리 설명

․건강정보 이용 동향 자료 제공

열린 장

온라인 설문조사 ․건강 련 온라인 설문조사(live poll)

토론방 ․일정 주제에 한 토론방 형식의 커뮤니티

신고센터 ․잘못된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 신고

력기

력기  안내 ․ 력기  제도 설명

력기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  력기  신청

력사이트 ․ 력기 에 한 소개  기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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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계속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정의

통합검색 건강정보검색

․건강정보 검색(자연어 검색, 논리연산 등)

․분류별 건강정보(건강생활, 질병별)

․한 어순별 분류검색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신체부 별 건강정보

기타

요양기 검색 ․지역  의료기  특성별 의료기 검색

이벤트 팝업창 ․다양한 이벤트  특별공지사항 제공

Feedback ․이용자 만족도  의견수렴을 한 설문조사

책임의 한계 ․이용자의 정보활용에 한 주의  권고사항

력기  마크 발

  리

․ 력 계를 맺은 기 에 한 마크 발 과 력기   

  사이트에 한 지속 인 리

주: *는 2005년 추가 개발된 기능임.

2. ‘건강정보 장’의 자원 황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자원은 정보 력기 들로부터 수집한 것과 자체

으로 수집 는 제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수

칙, 건강기사, 건강강좌  행사, 정책속보, 건강정보 이용지침, 건강정보 연구

동향,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신고센터, 력기 ,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등

이 있다. 재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건강정보자원들의 

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건강정보

  문가칼럼은 시의성 있는 건강 문제에 하여 련 문가의 의견을 제시함

으로 일반인들에게 문성 있는 건강정보를 매달 2～3회 새로운 주제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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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40건의 문가칼럼이 수집되었으며, 재 총 125건

의 문가 칼럼이 제공되고 있다(표 Ⅲ-3 참조).

  자가진단은 구나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

는 퀴즈형식이며, 자가진단을 마친 후에는 수와 결과해석이 첨부되어 재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63개의 진단테스트

가 제공된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자가진단 결과( ) 

  건강수칙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자 구나 쉽게 실천 가능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질병을 방하고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련 문기   단체 등에서 제공하여 발표한 것들을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해마다 38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합계 114건의 건강의료수칙이 제공되고 

있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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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연도별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수칙 황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302 96 65 78

문가칼럼 125 58 27 40

자가진단 631)   

건강수칙 114 38 38 38

주: 1) 자가진단의 경우 2005년 12월 재 63건이 수집되어 있지만 시스템 구조상 수집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음. 

  나. 건강뉴스

  ‘건강정보 장’은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건강 련기사, 건강강좌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기사는 매일 수집, 분류하여 올바른 건강 련 기사

로 평가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수집‧분류된 정보는 제목, 자료원  링크정보

를 포함하며, 96건의 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건강강좌  행사에서는 건강  질병강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정보를 수

집, 분류하여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행사명, 주제, 일시, 장소 등 행사 련 

세부정보를 제공하며, 국 으로 지역별‧제목별‧내용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구

성하 으며 재까지 1,193건의 건강강좌  행사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정책속보는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 에서 공지하는 보건복지부 정책 련 기사

로 145건을 제공하고 있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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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연도별 건강기사, 건강강좌  행사, 정책속보 황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1,439 410 459 565

건강기사 96 0 5 91

건강강좌/행사 1,193 410 423 360

정책속보 145 0 31 114

  다. 건강정보이용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많은 건강정보들 에 나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공신력 있는 웹 사이트 는 련 문가들이 제

공하는 건강정보는 체로 믿을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어떠한 정보가 좋은 것

인지 어떠한 정보가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건강

정보 장'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문가들의 자문  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인

터넷 건강정보 이용자들이 검색한 건강정보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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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올바른 건강정보 이용을 한 건강정보 질 평가 항목

  건강정보 연구동향에는 건강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질  수 을 평가하는 평

가도구인 스 스의 HON(Health on the Net), 국의 DISCERN criteria, 미국의 

eHealth Code of Ethics 등의 선진외국의 건강정보 질 리를 소개, 시작연도, 평

가항목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 12건을 일반이용자 는 보건 문가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질 리 평가항목을 통

해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국내

외 건강정보 이용 동향과 건강정보 이용에 과 련된 연구결과  보고된 내용 

5건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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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연도별 건강정보 연구동향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17 13 2 2

건강정보 질 리 12 11 0 1

건강정보 이용 동향 5 2 2 1

  라. 열린 장

  ‘건강정보 장’은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live poll), 토론방, 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정보 장’에서는 매월 1～2회의 온라인 설문조사(live poll)를 진행한다. 

건강 련 이슈  기타 시의성 있는 련 정보를 내용으로 하며, 이용자는 자

신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표 할 수 있고, 동일 설문에 한 다른 참여자

의 의견을 그래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건강정

보 장’ 리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재까지 진행된 설문조

사는 총 11건이다. 

  토론방은 건강 련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방 형식의 커뮤니티로 이용자들은 

주제에 한 자신의 견해를 토론 형식의 로써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4건의 주제로 토

론이 이루어졌다(표 Ⅲ-6 참조).

  인터넷상의 허  건강정보, 과  건강정보,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건강정보

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 사이트를 이용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이기 해 구성되어 있으나, 재 신고센터 이

용 건수는 0건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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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연도별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황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19 0 6 13

설문조사 11 0 2 9

토론방 8 0 4 4

  마. 력기

  ‘건강정보 장'의 력기 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공공기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 련 학회  회, 보건

소 등 보건의료분야의 비 리 는 공익 기 (단체)을 상으로 하며,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상태 평가(공익성, 제공정보의 질 등)를 통하여 력 계

를 맺는 력기 제도를 운 하고 있다. 2005년 말 재 력기 으로 등록된 

기   단체는 총 70개이며, 이  공공기   보건의료단체 34개, 보건의료

련 회  학회 18개, 보건소 18개 등이다(표 Ⅲ-7, Ⅲ-8 참조). 

〈표 Ⅲ-7〉 연도별 력기  황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70 0 31 39

공공기   보건의료단체 34 0 13 21

보건의료 련 학회  회 18 0 8 10

보건소 18 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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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04 2005

공공기  

보건의료단체

 건강길라잡이

 건강증진개발센터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연길라잡이

 에이즈정보센터

 앙응 의료센터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희귀질환연맹

 건강한구리시아이들

 결핵정보감시체계

 나주시정신건강센터

 한 십자사

 도움나라

 만성병정보망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 학교암연구소

 식품의약품안 청

 아가사랑

 어린이안 넷

 여성의학연구소

 인천시 구정신보건센터

 염병정보망

 질병 리본부

 체육과학연구원

 피임연구회

 한국 연운동 의회

 한국실명 방재단

 한국유방건강재단

 희귀‧난치정보망

보건의료 련 학회 

회

 한구강내과학회

 한병원 회

 한보건 회

 한의사 회

 한재활의학회

 한치과의사 회

 한한의사 회

 한국건강 리 회

 국제 제 회

 인구보건복지 회

 (구 한가족보건복지 회)

 한구강보건 회

 한 양사 회

 한 립선학회

 청소년 연짱

 (사)한국백 병소아암 회

 (사)한국시력강화운동 회

 (사)한국장루 회

 (사)한국조 모세포은행 회

〈표 Ⅲ-8〉 연도별 력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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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계속

             연도

  구분
2004 2005

보건소

 강원 강릉시

 강원 원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천시

 구 북구

 부산 강서구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충북 청원군

 경북 문경시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울산 남구

 남 나주시

  바. 통합검색

  건강생활  질병정보는 정보 력을 맺은 70개 비 리 보건의료기   단체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수집‧분류‧평가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있

다. 력기 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은 크게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로 분류

되는데 각각의 분류 속에 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정보가 축 되고 있으며, 

재까지 수집된 건강생활정보의 수는 총 749건, 질병정보의 수는 총 1,239건으

로 합계 1,988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Ⅲ-9, Ⅲ-10, Ⅲ-11 참조). 

〈표 Ⅲ-9〉 연도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황
(단 : 건)

              연도

  항목
계 2003 2004 2005

계 1,988 4 890 1,194

건강생활정보 749 3 341 405

질병정보 1,239 1 449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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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연도별 건강생활정보 자료구축 황
(단 : 건)

분류 연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계 749 3 341 405

건강생활정보

가족보건

산모 리 65 0 27 38

육아정보 50 0 14 36

피임 22 0 0 22

건강일반정보 건강일반정보 16 2 8 6

구강보건 구강보건 14 0 3 11

비만
비만 45 0 31 14

체 조 26 0 0 26

안 생활 안 생활 4 0 4 0

양
식생활 79 0 44 35

식이조 10 0 7 3

운동 운동 122 1 46 75

음주
알코올 독 30 0 14 16

음주 82 0 39 43

정신건강

스트 스 41 0 24 17

약물남용 48 0 44 4

정신건강 23 0 9 14

흡연
연 25 0 4 21

흡연 47 0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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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연도별 질병정보 자료구축 황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계 1,239 1 449 789

질병정보

각종사고

사고 일반정보 9 0 5 4

손상 26 0 0 26

응 처치 96 0 87 9

독 2 0 2 0

화상  동상 7 0 5 2

감염성질환

간염 11 0 6 5
감염성질환

일반정보
2 0 2 0

결핵 2 0 2 0
기타 

감염성질환
6 0 4 2

바이러스성

뇌질환
7 0 4 3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10 0 5 5

사스 2 0 0 2

성병 16 1 3 12

세균성질환 25 0 2 23

식 독 44 0 32 12

에이즈 37 0 0 37

장 감염 17 0 0 17

홍역 10 0 5 5

귀  

부속기질환

귀  

부속기질환
1 0 1 0

난청  기타 0 0 0 0

근골격계  

결합조직

골다공증 11 0 2 9

골병증 0 0 0 0

병 14 0 4 10
근골격 

일반정보
3 0 3 0

근육질환 6 0 1 5

척추질환 15 0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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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질병정보

  부속기질환

기타 안질환 4 0 0 4

백내장 6 0 2 4

안과 일반정보 7 0 5 2

염증성질환 2 0 2 0

비뇨생식기계

질환

남성생식기 19 0 0 19

불임증 57 0 0 57
비뇨기 기타

질환
10 0 8 2

비뇨생식기 

일반정보
4 0 3 1

신부 6 0 6 0

신장염 4 0 4 0

여성생식기 16 0 0 16

요로결석증 1 0 1 0

선천성기형

구개열 

토순
1 0 0 1

기타

선천성질환
0 0 0 0

선천성 질환

일반정보
0 0 0 0

심장기형 0 0 0 0
유  

희귀질환
126 0 0 126

소화기계질환

간의질환 11 0 5 6

구강질환 15 0 0 15

담도계질환 1 0 1 0

장질환 8 0 3 5
소화기계

일반정보
2 0 1 1

식도질환 0 0 0 0

장질환 13 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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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질병정보

순환기계질환

기타 

순환기질환
2 0 2 0

뇌졸 10 0 2 8

동맥질환 14 0 0 14
순환기 

일반정보
4 0 3 1

심부 3 0 3 0

정맥질환 0 0 0 0
허 성 

심장질환
15 0 7 8

압 20 0 4 16

신경계질환

마비 0 0 0 0

발작  장애 12 0 12 0

수막염 5 0 5 0
신경계 

일반장애
0 0 0 0

신경병 0 0 0 0

킨슨병 0 0 0 0

신생물

기타암 47 0 0 47

뇌종양 3 0 1 2
림  

액암
9 0 4 5

비뇨생식기암 23 0 1 22

소화기 암 21 0 1 20
신생물 

일반정보
13 0 5 8

호흡기 암 6 0 3 3

양  

사질환

내분비질환 8 0 8 0

당뇨병 54 0 29 25
사장애 

일반정보
0 0 0 0

양장애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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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질병정보

임신 출산  

산욕기질환

산모병태 리 0 0 0 0

산후기질환 2 0 0 2

유산된임신 5 0 1 4
임신,분만 

일반정보
45 0 2 43

임신성고 압 2 0 1 1

임신성당뇨 3 0 2 1

진통  분만 7 0 5 2

정신  

행동장애

기타 

정신질환
16 0 0 16

신경증

장애
3 0 3 0

우울증 25 0 11 14

정신분열증 10 0 8 2
정신장애

일반정보
5 0 1 4

치매 37 0 31 6

증상  징후 증상  징후 18 0 16 2

피부  

피하조직 질환

기타 

피부질환
4 0 3 1

두드러기 0 0 0 0

여드름 1 0 0 1

탈모증 0 0 0 0

피부성농양 0 0 0 0

피부염 6 0 3 3

피부 

일반정보
2 0 2 0

액질환
빈 4 0 4 0

액질환 2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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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질병정보 호흡기질환

감기 7 0 4 3

기 지염 11 0 5 6
기타 

호흡기질환
0 0 0 0

비염 3 0 2 1

인 루엔자 4 0 2 2

편도염 1 0 1 0

폐렴 2 0 2 0
호흡기 

일반정보
2 0 2 0

  신체부 별 건강정보는 력기 으로부터 수집된 749건의 건강생활정보와 

1,239건의 질병정보 에서 8개의 신체계통에 해당되는 정보로 분류하여 제

공하며 재 432건이 분류되어 있다(표 Ⅲ-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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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연도별 신체부 별 건강정보 자료구축 황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계 432 1 154 277

머리

기타 정신질환 16 0 0 16

뇌졸 10 0 2 8

뇌종양 3 0 1 2

바이러스성 뇌질환 7 0 4 3

발작  장애 12 0 12 0

수막염 5 0 5 0

신경증  장애 3 0 3 0

우울증 25 0 11 14

정신분열증 10 0 8 2

정신장애 일반정보 5 0 1 4

치매 37 0 31 6

,코,입,귀,목

감기 7 0 4 3

구개열  토순 1 0 0 1

귀  부속기질환 1 0 1 0

기타 안질환 4 0 0 4

백내장 6 0 2 4

비염 3 0 2 1

안과 일반정보 7 0 5 2

염증성질환 2 0 2 0

편도염 1 0 1 0

흉부

SARS(사스) 2 0 0 2

결핵 2 0 2 0

기 지염 11 0 5 6

기타 순환기질환 2 0 2 0

동맥질환 14 0 0 14

심부 3 0 3 0

인 루엔자 4 0 2 2

폐렴 2 0 2 0

허 성 심장질환 15 0 7 8

압 20 0 4 16

호흡기 일반정보 2 0 2 0

호흡기 암 6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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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소화기

간염 11 0 6 5

간의질환 11 0 5 6

담도계질환 1 0 1 0

장질환 8 0 3 5

소화기계 일반정보 2 0 1 1

소화기 암 21 0 1 20

식 독 44 0 32 12

장질환 13 0 9 4

장 감염 17 0 0 17

근골격

골다공증 11 0 2 9

병 0 0 0 0

근육질환 6 0 1 5

척추질환 15 0 0 15

비뇨생식기

남성생식기질환 19 0 0 19

불임증 57 0 0 57

비뇨기 기타질환 10 0 8 2

비뇨생식기암 23 0 1 22

성병 16 1 3 12

신부 6 0 6 0

신장염 4 0 4 0

여성생식기질환 16 0 0 16

요로결석증 1 0 1 0

유산된 임신 5 0 1 4

임신성 고 압 2 0 1 1

진통  분만 7 0 5 2

피부

기타 피부질환 4 0 3 1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10 0 5 5

여드름 1 0 0 1

피부 일반정보 2 0 2 0

피부염 6 0 3 3

홍역 10 0 5 5

화상  동상 7 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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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

계 2,115

신생아

건강정보 0

선천기형 129

육아정보 12

질병정보 6

유  아

구강보건 4

사고  응 처치 18

양  체 리 7

육아정보 36

질병정보 31

아  동

구강보건 8

사고  응 처치 9

양  운동 13

질병정보 49

〈표 Ⅲ-12〉 계속
(단 : 건)

분류 년도

분류 소분류 계 2003 2004 2005

호르몬

내분비질환 8 0 8 0

당뇨병 54 0 29 25

양장애 1 0 1 0

임신성 당뇨 3 0 2 1

  연령 별정보는 생애주기를 신생아, 유아, 아동, 청소년, 년, 노인 등 7가지

로 나 었을 때, 각각의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요하다고 단되는 건강문제

를 분류한 것으로 이것 역시 기존에 력기 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재분류 

한 것으로 그 세부사항  정보 건수는 다음과 같다(표 Ⅲ-13 참조). 

〈표 Ⅲ-13〉 연령 별 건강정보 황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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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계속
(단 : 건)

분류 계

청소년

각종사고 35

구강보건 4

양  운동 12

정신건강 20

질병정보 67

흡연 59

성  인

가족계획 3

건강생활 76

구강보건 10

사고  응 처치 143

신생물 46

양  운동 95

음주  흡연 129

정신건강 85

질병정보 277

  년

건강생활 27

구강보건 9

만성퇴행성질환 0

신생물 93

양  운동 92

음주  흡연 113

정신건강 35

질병정보 207

노  인

건강생활 3

구강보건 0

만성퇴행성질환 46

신생물 31

양  운동 10

정신건강 36

질병정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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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향후 발 방향

  지 까지의 ‘건강정보 장’ 운   자원보유 황을 살펴보면, 건강정보  

질병정보는 749건과 1,239건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 이용

도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신고센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력기 으로부터 연결하여 제공하는 

력기 의 콘텐츠 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 지속  자료수집  력기  발굴

  공공기   의료단체, 학회, 보건소 등에서 정보화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를 

계속해서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 (단체)이 조직되면서 웹 사이

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 으로서 력기 을 검색하고 발굴하여 력 계

를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시로 추가 수집해야 한다. 한 정보  콘텐츠

의 제공  리의 질을 개선하기 하여 “정보제공  콘텐츠 리지침”을 작

성하여 배포하고 교육  훈련과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력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콘텐츠는 ‘건강정보 장’이 지향하는 목

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즉 력기 들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

츠들은 해당기 들이 지향하는 고유의 목 에 따른 것이므로 수집된 정보를 재

분류하고 가공해서 ‘건강정보 장’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건강정보 장’에서 한 가지 질병에 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여러 가

지 정보가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정보들 에서 질이 우수한 정보들

을 추출하여 하나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한 ‘건강정보 장’ 내에서 검색한 질병과 련된 

정보에 한 링크를 제공하여 련정보 습득  련 정보로의 이동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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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한다.

  이외에도 력기 에 콘텐츠 개발을 의뢰하여 해당 력기  웹 사이트에 업

데이트 되는 내용을 다시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력기  웹 사이트

의 콘텐츠도 생성되고, ‘건강정보 장’의 정보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에 따른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상에 알맞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요즘 심이 집 되고 있는 노인이나 청소년에 

한 콘텐츠 필요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다.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

  참여율이 조한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에 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

기 해서는 이벤트성 온라인 설문조사나 토론방에 의견 쓰기 등의 방법이 있

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들  추첨을 통해서 정  강화를 주거나 토론방

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이

용자에게 한 보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한 시

사성 있고, 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끼리의 의견  성향을 악

하고, 단순한 건강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시

의성 있는 건강주제에 한 퀴즈  정답을 제시하여 설문조사 의견제시와 함

께 건강퀴즈를 통한 건강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용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신고센터는 이용 시 신고를 수할 수 있는 기

  단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신고한 내용이 반드시 반 됨으로써 인터넷 

건강정보 질 정화 운동이 활발해 지도록 해야 한다. 재 활동 인 소비자 건

강정보 감시 수 으로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질 리 능력이 미약하므로 

신고센터를 잘 활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건

강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Ⅳ.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분석

1. 이용자 만족도 분석  수요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목

  본 조사는 이용자 만족도  수요조사를 통해 재 ‘건강정보 장’을 평가하

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와 운 , 향후 개발계획  콘텐츠 개발에 

이를 활용하여 ‘건강정보 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생활에 실질 으

로 도움이 되는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보건복지정책  보건의료정보 등에 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

는 사람들을 상으로 2005년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

태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건강정보 장(HealthPark)’ 홈페이지

(http://www.healthpark.or.kr)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속 시, 팝업(pop-up)창에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으며주4), 응답자는 466명이며, 이  복응답자 12명을 제외한 454명의 응

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3)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재 ‘건강정보 장’ 사이트에 있는 Feedback과 

주4) 설문조사 시 이벤트를 실시하여 응답자 가운데 2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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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작성하 으며, 자기기입식 설문 13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내용은 크게 5개 역으로 구분되며,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4문항, ‘건

강정보(품질, 만족도, 이용)’ 1문항, ‘일반  사항’ 5문항, ‘건강상태  심도’ 1

문항, ‘인터넷 사용환경’ 3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1, 부록 1 참조). 

〈표 Ⅳ-1〉 설문조사 구성

구분 문항 수 내용 비고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4

건강정보 장 인지경로, 건강정보 장 방문빈

도, 건강정보 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 건

강정보 장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이용)
1

충분성, 유용성, 이해용이성, 신뢰성, 시의성, 

주의사항 게시, 편리성, 서비스 만족도, 근

성, 항해용이성,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6

척도

일반  사항 5 성별, 출생년도, 교육정도, 직업, 지역

건강상태  심도 1 건강상태, 건강에 한 심도
6

척도

인터넷 사용환경 3
인터넷 속도, 주된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 시간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는 건강정보 장을 알게 된 경로, 방문빈도, 가장 많

이 이용하는 정보 3가지, 가장 유익한 정보 등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건강정보에 한 문항에서는 ‘건강정보 장’에 있는 건강정보의 품질, 만족도, 

이용에 한 문항으로 정보의 충분성, 정보의 이해용이성, 신뢰성, 시의성, 주의

사항의 게시여부, 편리성, 서비스에 한 만족도, 근성, 항해용이성, 건강정보

에 의한 행동의 변화 여부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고, 6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 다.

  일반  사항에는 성별, 출생년도, 교육정도, 직업, 지역에 한 문항으로 구성

하 고, 직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계열인 경우와,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경우로 

나 어서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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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심도에는 재 응답자가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평소 

건강에 한 심정도를 6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하 고, 인터넷 이용환경에

서는 인터넷 이용 시 속도,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 일주일 동안 인터넷

을 하는 시간에 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1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통계분석은 

각 변수에 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기술통계분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 응답자 일반 황 분석

1) 인구학  특성

  체 응답자는 454명이며, 남자 164명, 여자 290명, 연령별로는 10  1.8%, 20

 48.2%, 30  30.4%, 40  13.2%, 50  이상 6.4%의 분포로 20 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수 으로 나타났으며, 30 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

력별 분포는 학교(56.4%), 학원 이상(28.0%), 고등학교(13.9%), 학교 이하

(1.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교와 학원 이상이 84.4%를 차지하 다. 직

업별 분포는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문사무직(37.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학생(13.2%), 주부(9.7%),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8.1%)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군을 보건의료계열과 비보건의료계열로 나

었을 때, 보건의료계열은 23.8%, 비보건의료계열은 76.2%의 분포를 보 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65.0%, 시‧군 지역 35.0%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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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응답자의 일반사항
(단 : 명, %)

합계

(N=454)

성별

남자(N=164) 여자(N=290)

연령

10~19세 8 ( 1.8) 3 ( 1.8) 5 ( 1.7)

20~29세 219 (48.2) 56 (34.1) 163 (56.2)

30~39세 138 (30.4) 70 (42.7) 68 (23.4)

40~49세 60 (13.2) 23 (14.0) 37 (12.8)

50세 이상 29 ( 6.4) 12 ( 7.3) 17 ( 5.9)

최종학력

학교 이하1) 8 ( 1.8) 3 ( 1.8) 5 ( 1.7)

고등학교 63 (13.9) 24 (14.6) 39 (13.4)

학교 256 (56.4) 88 (53.7) 168 (57.9)

학원 이상 127 (28.0) 49 (29.9) 78 (26.9)

직업

문사무직 168 (37.0) 77 (47.0) 91 (31.4)

서비스 매직 23 ( 5.1) 11 ( 6.7) 12 ( 4.1)

생산 련직 6 ( 1.3) 4 ( 2.4) 2 ( 0.7)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60 (13.2) 21 (12.8) 39 (13.4)

주부 44 ( 9.7) 1 ( 0.1) 43 (14.8)

농수축산        -        -        -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5 ( 3.3) 6 ( 3.7) 9 ( 3.1)

무직 30 ( 6.6) 14 ( 8.5) 16 ( 5.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7 ( 8.1) 9 ( 5.5) 28 ( 9.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16 ( 3.5) 5 ( 3.0) 11 ( 3.8)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24 ( 5.3) 5 ( 3.0) 19 ( 6.6)

기타 31 ( 6.8) 11 ( 6.7) 20 ( 6.9)

계열

보건의료계열1) 108 (23.8) 30 (18.3) 78 (26.9)

비보건의료계열 346 (76.2) 134 (81.7) 212 (73.1)

지역

도시 지역2) 295 (65.0) 105 (64.0) 190 ( 65.5)

시‧군 지역3) 159 (35.0) 59 (36.0) 100 (63.9)

주: 1) 조사 당시 무학, 등학교, 학교로 구분함.

2) 서울특별시  6개 역시를 포함함.

3) 9개 도(都)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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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 보통 빠름 매우빠름 합계 P

체 3.1 38.8 44.7 13.4 100(454)

성별

남자 3.0 37.8 45.1 14.0 100(164) 0.987

여자 3.1 39.3 44.5 13.1 100(290)

연령

10~19세  37.5 50.0 12.5 100(  8) 0.339

20~29세 2.7 37.9 46.1 13.2 100(219)

30~39세 3.6 41.3 41.3 13.8 100(138)

40~49세  40.0 41.7 18.3 100( 60)

50세 이상 10.3 31.0 55.2 3.4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37.5 62.5  100(  8) 0.812

고등학교 1.6 38.1 44.4 15.9 100( 63)

학교 4.3 37.5 44.9 13.3 100(256)

학원 이상 1.6 41.7 43.3 13.4 100(127)

2) 인터넷 사용환경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환경을 묻는 항목에는 인터넷의 속도,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 1주일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총 시간 등으로 구성하 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속도에 한 응답은 ‘빠름’(44.7%), ‘보통’(38.8%), ‘매우

빠름’(13.4%), ‘느림’(3.1%)의 순서 고, 응답자의 96.9%가 보통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이용 인 인터넷의 속도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45.1%)가 여자(44.5%)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시‧군 지역(36.5%)보다 도시

(49.2%)에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답한 비율이 높고,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지역간에 인터넷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사용속도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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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계속
(단 : %, 명)

느림 보통 빠름 매우빠름 합계 P

체 3.1 38.8 44.7 13.4 100(454)

직업

문사무직 3.0 38.7 47.0 11.3 100(168) 0.284

서비스 매직  34.8 60.9 4.3 100( 23)

생산 련직  50.0 50.0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7 41.7 40.0 16.7 100( 60)

주부 2.3 45.5 45.5 6.8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6.7 40.0 26.7 26.7 100( 15)

무직  40.0 33.3 26.7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10.8 40.5 43.2 5.4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25.0 56.3 18.8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4.2 33.3 50.0 12.5 100( 24)

기타 3.2 32.3 38.7 25.8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5.6 34.3 45.4 14.8 100(108) 0.288

비보건의료계열 2.3 40.2 44.5 13.0 100(346)

지역

도시 지역 3.4 32.9 49.2 14.6 100(295) 0.006

시‧군 지역 2.5 49.7 36.5 11.3 100(159)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한 질문에 ‘직장’(49.1%), ‘가정’(43.6%), ‘학

교’(6.4%)의 순서로 나타났고, 다수의 응답자들이 직장 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 참조).

  웅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남자(58.5%)

가 여자(43.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 (62.3%)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하: 12.5%, 

고등학교: 15.9%, 학교 49.6%, 학원 이상: 66.9%). 직업별로는 보건의료계열 

연구자(87.5%), 비보건의료계열 문사무직(78.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70.3%), 생산 련직(66.7%)의 순서 고,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59.3%)이 비

보건의료계열(4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 학력, 직업,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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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응답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표 Ⅳ-4〉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사용장소
(단 : %, 명)

가정 직장 학교 PC방 기타 합계 P

체 43.6 49.1 6.4 0.4 0.4 100(454)

성별

남자 36.0 58.5 4.3 0.6 0.6 100(164) 0.037

여자 47.9 43.8 7.6 0.3 0.3 100(290)

연령

10~19세 87.5   12.5  100(  8) 0.000

20~29세 42.9 45.7 10.0 0.5 0.9 100(219)

30~39세 33.3 62.3 4.3   100(138)

40~49세 51.7 46.7 1.7   100( 60)

50세 이상 69.0 31.0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75.0 12.5  12.5  100(  8) 0.000

고등학교 79.4 15.9 4.8   100( 63)

학교 45.3 49.6 3.9 0.4 0.8 100(256)

학원 이상 20.5 66.9 12.6   100(127)

직업

문사무직 20.8 78.0 1.2   100(168) 0.000

서비스 매직 52.2 43.5 4.3   100( 23)

생산 련직 33.3 66.7    100 (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65.0 8.3 25.0 1.7  100( 60)

주부 97.7 2.3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93.3  6.7   100( 15)

무직 63.3 26.7 3.3  6.7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3 70.3 5.4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3 87.5 6.3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66.7 16.7 16.7   100( 24)

기타 25.8 64.5 6.5 3.2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31.5 59.3 8.3 0.9  100(108) 0.041

비보건의료계열 47.4 46.0 5.8 0.3 0.3 100(346)

지역

도시 지역 41.7 51.5 6.1 0.3 0.3 100(295) 0.698

시‧군 지역 47.2 44.7 6.9 0.6 0.6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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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만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합계 P

체 6.2 44.5 23.1 9.9 4.8 11.5 100(454)

성별

남자 6.1 42.7 24.4 11.6 4.3 11.0 100(164) 0.933

여자 6.2 45.5 22.4 9.0 5.2 11.7 100(290)

연령

10~19세  50.0 25.0  12.5 12.5 100(  8) 0.006

20~29세 3.7 42.0 27.4 10.5 3.7 12.8 100(219)

30~39세 4.3 47.8 17.4 10.1 8.7 11.6 100(138)

40~49세 11.7 43.3 21.7 10.0 1.7 11.7 100( 60)

50세 이상 24.1 48.3 20.7 6.9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12.5 50.0 12.5 12.5 12.5  100(  8) 0.016

고등학교 11.1 34.9 30.2 14.3  9.5 100( 63)

학교 6.3 50.4 18.8 9.4 3.5 11.7 100(256)

학원 이상 3.1 37.0 29.1 8.7 9.4 12.6 100(127)

  이용자들의 1주일간 인터넷 이용 시간을 보면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23.1%), ‘20시간 이

상’(11.5%),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9.9%), ‘1시간 미만’(6.2%),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4.8%)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성별로 본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사용하는 비율이 여자

(45.5%)가 남자(42.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0 (50.0%)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연령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약간의 

차이로 학교(50.4%)가 학교 이하(50.0%)보다 높은 비율을 보 고, 최종학력

에 따른 인터넷 사용 시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 직업별로는 무직(53.3%), 

주부(52.3%)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고,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46.3%), 지역별

로는 시‧군 지역(45.9%)에서 주1～5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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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계속
(단 : %, 명)

1 미만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합계 P

체 6.2 44.5 23.1 9.9 4.8 11.5 100(454)

직업

문사무직 4.8 38.7 23.2 9.5 6.5 17.3 100(168) 0.185

서비스 매직 13.0 47.8 17.4 13.0 4.3 4.3 100( 23)

생산 련직 33.3 50.0 16.7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3.3 45.0 33.3 5.0 3.3 10.0 100( 60)

주부 13.6 52.3 15.9 11.4 4.5 2.3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46.7 26.7 20.0 6.7  100( 15)

무직 6.7 53.3 20.0 10.0  10.0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4 48.6 21.6 10.8  13.5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3 18.8 31.3 12.5 12.5 18.8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4.2 66.7 20.8  4.2 4.2 100( 24)

기타 3.2 41.9 19.4 19.4 6.5 9.7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4.6 46.3 22.2 11.1 4.6 11.1 100(108) 0.968

비보건의료계열 6.6 43.9 23.4 9.5 4.9 11.6 100(346)

지역

도시 지역 6.8 43.7 23.7 8.8 5.4 11.5 100(295) 0.797

시‧군 지역 5.0 45.9 22.0 11.9 3.8 11.3 100(159)

3)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응답자의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를 악하기 해, 인지경로, 방문빈도, 주 

이용정보 1 , 2 , 3 , 가장 유익한 정보에 해 조사하 다.

  가) 인지경로

  ‘건강정보 장’을 알게 된 경로는 ‘검색엔진을 통해서’(41.2%)가 가장 많았으

며, ‘다른 사이트’(25.1%), ‘주변사람’(18.9%), ‘ 고’(11.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Ⅳ-6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경로가 ‘검색엔진’인 경우

가 많았고(10 : 25.0%, 20 : 37.0%, 30 : 44.9%, 40 : 51.7%,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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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학력별로는 학교와 학원 이상에서는 ‘검색엔진’을 통해 알게 된 경

우가 많았지만, 고등학교는 ‘다른사이트’(30.2%), 학교는 ‘주변사람’(37.5%)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 주요 인지경로의 차

이가 있었다. 직업별로는 생산 련직(66.7%),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4.1%)의 순서 고,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46.3%)이 비보건의료계열(39.6%)

보다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44.1%)이 시‧군 지역(35.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응답자 특성별 인지경로
(단 : %, 명)

고
검색

엔진

다른

사이트

주변

사람
책자 신문 합계 P

체 11.2 41.2 25.1 18.9 2.6 0.9 100(454)

성별

남자 9.8 40.9 24.4 21.3 3.0 0.6 100(164) 0.887

여자 12.1 41.4 25.5 17.6 2.4 1.0 100(290)

연령

10~19세 12.5 25.0 25.0 25.0 12.5 0.5 100(  8) 0.116

20~29세 13.2 37.0 23.7 23.3 2.3 0.7 100(219)

30~39세 10.1 44.9 26.1 15.9 2.2  100(138)

40~49세 8.3 51.7 26.7 10.0 3.3 6.9 100( 60)

50세 이상 6.9 37.9 27.6 17.2 3.4 0.9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12.5 25.0 12.5 37.5 12.5  100(  8) 0.014

고등학교 12.7 28.6 30.2 23.8 1.6 3.2 100( 63)

학교 8.2 41.4 24.6 21.9 3.1 0.8 100(256)

학원 이상 16.5 48.0 24.4 9.4 1.6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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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계속
(단 : %, 명)

고
검색

엔진

다른

사이트

주변

사람
책자 신문 합계 P

체 11.2 41.2 25.1 18.9 2.6 0.9 100(454)

직업

문사무직 12.5 38.1 23.2 22.6 2.4 1.2 100(168) 0.458

서비스 매직 21.7 34.8 30.4 13.0   100( 23)

생산 련직 16.7 66.7 16.7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8.3 36.7 23.3 18.3 3.3  100( 60)

주부 4.5 40.9 29.5 18.2 2.3 4.5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40.0 13.3 46.7   100( 15)

무직 6.7 50.0 20.0 20.0 3.3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7 54.1 24.3 16.2 2.7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12.5 43.8 18.8 25.0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8.3 37.5 41.7 4.2 8.3  100( 24)

기타 12.9 45.2 32.3 6.5 3.2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8.3 46.3 29.6 12.0 3.7  100(108) 0.129

비보건의료계열 12.1 39.6 23.7 21.1 2.3 1.2 100(346)

지역

도시 지역 11.2 44.1 25.8 15.9 2.4 0.7 100(295) 0.261

시‧군 지역 11.3 35.8 23.9 24.5 3.1 1.3 100(159)

  나) 방문빈도

  ‘건강정보 장’의 방문빈도에 한 응답은 ‘처음방문’(46.7%), ‘월 1회 이

상’(30.4%), ‘주 1회 이상’(20.9%), ‘매일’(2.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 

‘월 1회 이상’ 방문은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빈도가 증가하다 50  이상에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 고, 응답자 연령간 방문빈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10 : 12.5%, 20 : 26.9%, 30 : 34.1%, 40 : 43.3%, 50  이상: 17.2%). 

학력별로는 학원 이상(40.2%)의 ‘월 1회 이상’ 방문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

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48.6%), 보건의료분야 연구자(43.8%)의 순서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37.0%)이,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33.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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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계열과 지역의 응답자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표 Ⅳ-7 참조).

〈표 Ⅳ-7〉 응답자 특성별 방문빈도
(단 : %, 명)

매일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처음

방문
합계 P

체 2.0 20.9 30.4 46.7 100(454)

성별

남자 3.0 26.2 28.0 42.7 100(164) 0.099

여자 1.4 17.9 31.7 49.0 100(290)

연령

10~19세  12.5 12.5 75.0 100(  8) 0.011

20~29세 1.8 17.4 26.9 53.9 100(219)

30~39세 2.2 23.2 34.1 40.6 100(138)

40~49세 3.3 18.3 43.3 35.0 100( 60)

50세 이상  44.8 17.2 37.9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37.5  62.5 100(  8) 0.034

고등학교 4.8 15.9 22.2 57.1 100( 63)

학교 1.2 23.4 28.5 46.9 100(256)

학원 이상 2.4 17.3 40.2 40.2 100(127)

직업

문사무직 1.2 18.5 31.0 49.4 100(168) 0.007

서비스 매직 8.7 34.8 21.7 34.8 100( 23)

생산 련직  33.3  66.7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7 6.7 26.7 65.0 100( 60)

주부 2.3 25.0 25.0 47.7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3.3 33.3 53.3 100( 15)

무직  20.0 30.0 50.0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9.7 48.6 21.6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3 37.5 43.8 12.5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8.3 29.2 20.8 41.7 100( 24)

기타  22.6 32.3 45.2 1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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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계속
(단 : %, 명)

매일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처음

방문
합계 P

체 2.0 20.9 30.4 46.7 100(454)

계열

보건의료계열 2.8 28.7 37.0 31.5 100(108) 0.003

비보건의료계열 1.7 18.5 28.3 51.4 100(346)

지역

도시 지역 1.7 23.1 33.2 42.0 100(295) 0.040

시‧군 지역 2.5 17.0 25.2 55.3 100(159)

  다) 주요이용정보

  주요이용정보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여 방문빈도에서 ‘처음 방

문’이라고 답한 응답자 212명을 제외한 242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건강정보 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1  건강정보검색(55.0%), 2

 건강정보이용(38.8%), 3  자가진단(26.4%)으로 나타났다(표 Ⅳ-8, Ⅳ-9, Ⅳ-10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로 

건강정보검색을 선택한 비율은 남자(55.3%)가 여자(54.7%)보다 높았고, 연령별

로는 20 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지다가 30 를 기 으로 다시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10 : 0%, 20 : 54.5%, 30 : 61.0%, 40 : 59.0%, 50  

이상: 27.8%). 학력별 비율은 학원 이상(63.2%), 학교(53.7%), 고등학교

(44.4%)의 순서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정보검색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고, 학

교 이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매직(66.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분야 연구자(64.3%),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

료인(62.1%)의 순서로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로 건강정보

검색을 선택하 다.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56.8%)이 비보건의료계열(54.2%)

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55.0%)이 시‧군 지역(54.9%)보다 많았으

며, 도시 지역과 시‧군 지역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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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장’에서 이용하는 정보 2 는 건강정보이용(38.8%)으로 응답자 특

성별로는 여자(39.2%)가 남자(38.3%)보다 건강정보이용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

고, 연령별로는 30 (52.4%)가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학원 이상(40.8%), 고

등학교(40.7%), 학교(37.5%), 학교 이하(33.3%)의 순서 고, 직업별로는 생산

련직(100.0%)이 건강정보이용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기타 직업군(57.1%), 서비스 매직(53.3%) 등

이 많았다. 계열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39.3%)이 보건의료계열(37.8%)보다 많았

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39.4%)이 시‧군 지역(38.6%)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건강정보 장’에서 이용하는 정보 3 는 자가진단(26.4%)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7.7%)가 여자(25.7%)보다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

로는 10 (50.0%), 30 (29.3%), 20 (25.7%), 40 (23.1%), 50  이상(22.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교 이하(33.3%)와 고등학교(33.3%)에서 자가

진단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28.7%), 학원 이상

(19.7%)의 순서 으며, 직업별로는 생산 련직(50.0%)이 가장 많았고, 무직

(40.0%), 주부(39.1%),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학생(38.1%)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31.0%)이 보건의료계열(16.2%)보다 많았고, 지역별

로는 도시 지역(27.5%)이 시‧군 지역(23.9%)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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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이용정보 1
(단 : %, 명)

건강정보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 련기사 건강정보이용

체 55.0 10.3 5.4 20.2 4.1

성별

남자 55.3 14.9 3.2 18.1 4.3

여자 54.7 7.4 6.8 21.6 4.1

연령

10~19세    50.0 50.0

20~29세 54.5 11.9 7.9 16.8 5.0

30~39세 61.0 6.1 4.9 22.0 1.2

40~49세 59.0 10.3 2.6 20.5 2.6

50세 이상 27.8 22.2  27.8 11.1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33.3 33.3

고등학교 44.4 7.4 7.4 29.6 7.4

학교 53.7 10.3 5.9 19.9 3.7

학원 이상 63.2 10.5 3.9 17.1 2.6

직업

문사무직 58.8 8.2 10.6 15.3 2.4

서비스 매직 66.7 13.3  6.7 6.7

생산 련직 50.0 50.0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7.6 19.0 4.8 14.3 14.3

주부 39.1 4.3 4.3 43.5 8.7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42.9  14.3 14.3 

무직 53.3 6.7  33.3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62.1 3.4 3.4 20.7 3.4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4.3 21.4  7.1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42.9 14.3  28.6 7.1

기타 52.9 17.6  29.4 

계열

보건의료계열 56.8 12.2 1.4 21.6 2.7

비보건의료계열 54.2 9.5 7.1 19.6 4.8

지역

도시 지역 55.0 12.9 5.8 17.0 5.3

시‧군 지역 54.9 4.2 4.2 28.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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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계속
(단 : %, 명)

건강강좌/행사 온라인설문조사 토론방 력기  합계 P

체 2.9 1.2  0.8 100(242)

성별

남자 2.1 2.1   100( 94) 0.390

여자 3.4 0.7  1.4 100(148)

연령

10~19세     100(  2) 0.106

20~29세 2.0   2.0 100(101)

30~39세 2.4 2.4   100( 82)

40~49세 5.1    100( 39)

50세 이상 5.6 5.6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100(  3) 0.574

고등학교 3.7    100( 27)

학교 4.4 1.5  0.7 100(136)

학원 이상  1.3  1.3 100( 76)

직업

문사무직 2.4 1.2  1.2 100( 85) 0.238

서비스 매직 6.7    100( 15)

생산 련직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00( 21)

주부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100(  7)

무직 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4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7.1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7.1    100( 14)

기타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1.4 2.7  1.4 100( 74) 0.397

비보건의료계열 3.6 0.6  0.6 100(168)

지역

도시 지역 3.5   0.6 100(171) 0.016

시‧군 지역 1.4 4.2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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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이용정보 2
(단 : %, 명)

건강정보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 련기사 건강정보이용

체 6.2 19.4 8.7 20.2 38.8

성별

남자 5.3 21.3 10.6 17.0 38.3

여자 6.8 18.2 7.4 22.3 39.2

연령

10~19세 50.0   50.0 

20~29세 4.0 18.8 8.9 25.7 32.7

30~39세 3.7 19.5 6.1 12.2 52.4

40~49세 15.4 23.1 10.3 23.1 28.2

50세 이상 5.6 16.7 16.7 16.7 38.9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33.3

고등학교 7.4 25.9 11.1 7.4 40.7

학교 6.6 16.9 8.8 22.8 37.5

학원 이상 3.9 22.4 7.9 21.1 40.8

직업

문사무직 4.7 15.3 14.1 22.4 35.3

서비스 매직  6.7 20.0 13.3 53.3

생산 련직     100.0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8 28.6  38.1 23.8

주부 8.7 34.8  13.0 39.1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28.6 57.1

무직 6.7 20.0 6.7 6.7 53.3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4 13.8 6.9 13.8 51.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28.6  28.6 35.7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14.3 28.6 7.1 28.6 21.4

기타 17.6 23.5 11.8 11.8 29.4

계열

보건의료계열 8.1 21.6 6.8 18.9 37.8

비보건의료계열 5.4 18.5 9.5 20.8 39.3

지역

도시 지역 7.0 18.1 9.9 20.5 38.6

시‧군 지역 4.2 22.5 5.6 19.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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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계속
(단 : %, 명)

건강강좌/행사 온라인설문조사 토론방 력기 합계 P

체 2.5 1.2 1.7 1.2 100(242)

성별

남자 2.1 1.1 3.2 1.1 100( 94) 0.829

여자 2.7 1.4 0.7 1.4 100(148)

연령

10~19세     100(  2) 0.271

20~29세 4.0 2.0 3.0 1.0 100(101)

30~39세 1.2 1.2 1.2 2.4 100( 82)

40~49세     100( 39)

50세 이상 5.6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100(  3) 0.262

고등학교   3.7 3.7 100( 27)

학교 3.7 1.5 1.5 0.7 100(136)

학원 이상  1.3 1.3 1.3 100( 76)

직업

문사무직 1.2 2.4 3.5 1.2 100( 85) 0.744

서비스 매직    6.7 100( 15)

생산 련직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8    100( 21)

주부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00(  7)

무직 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6.9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7.1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100( 14)

기타   5.9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2.7 1.4 1.4 1.4 100( 74) 0.992

비보건의료계열 2.4 1.2 1.8 1.2 100(168)

지역

도시 지역 2.3 1.2 1.2 1.2 100(171) 0.925

시‧군 지역 2.8 1.4 2.8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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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이용정보 3
(단 : %, 명)

건강정보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 련기사 건강정보이용

체 6.2 8.7 26.4 11.2 15.7

성별

남자 5.3 9.6 27.7 9.6 14.9

여자 6.8 8.1 25.7 12.2 16.2

연령

10~19세   50.0  50.0

20~29세 8.9 11.9 25.7 14.9 15.8

30~39세 3.7 7.3 29.3 8.5 8.5

40~49세 7.7 5.1 23.1 10.3 25.6

50세 이상  5.6 22.2 5.6 22.2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33.3

고등학교  3.7 33.3 3.7 14.8

학교 6.6 8.1 28.7 12.5 16.2

학원 이상 7.9 11.8 19.7 11.8 14.5

직업

문사무직 5.9 12.9 24.7 12.9 22.4

서비스 매직 6.7  33.3  13.3

생산 련직   50.0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4.8 38.1 9.5 9.5

주부  4.3 39.1  8.7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28.6 28.6 14.3

무직  6.7 40.0 13.3 13.3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10.3 13.8 17.2 10.3 17.2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14.3  14.3 14.3 7.1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21.4 14.3 21.4 7.1

기타   17.6 11.8 17.6

계열

보건의료계열 6.8 9.5 16.2 13.5 13.5

비보건의료계열 6.0 8.3 31.0 10.1 16.7

지역

도시 지역 5.3 6.4 27.5 10.5 17.0

시‧군 지역 8.5 14.1 23.9 12.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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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계속
(단 : %, 명)

건강강좌/행사 온라인설문조사 토론방 력기 합계 P

체 18.6 4.1 3.7 5.4 100(242)

성별

남자 19.1 3.2 5.3 5.3 100( 94) 0.973

여자 18.2 4.7 2.7 5.4 100(148)

연령

10~19세     100(  2) 0.352

20~29세 9.9 5.9 3.0 4.0 100(101)

30~39세 25.6 3.7 3.7 9.8 100( 82)

40~49세 17.9 2.6 5.1 2.6 100( 39)

50세 이상 38.9  5.6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100(  3) 0.825

고등학교 33.3  7.4 3.7 100( 27)

학교 14.0 5.1 2.9 5.9 100(136)

학원 이상 21.1 3.9 3.9 5.3 100( 76)

직업

문사무직 14.1 2.4 1.2 3.5 100( 85) 0.385

서비스 매직 20.0 6.7 13.3 6.7 100( 15)

생산 련직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4.8 4.8  100( 21)

주부 39.1  4.3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100(  7)

무직 13.3   13.3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1 3.4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21.4 7.1 7.1 14.3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21.4  7.1 7.1 100( 14)

기타 11.8 17.6 11.8 11.8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20.3 6.8 5.4 8.1 100( 74) 0.306

비보건의료계열 17.9 3.0 3.0 4.2 100(168)

지역

도시 지역 18.1 4.1 4.1 7.0 100(171) 0.389

시‧군 지역 19.7 4.2 2.8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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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익한 건강정보

  ‘건강정보 장’의 방문빈도에서 ‘처음 방문자(212명)’를 제외한 242명을 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 을 때,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는 32.2%가 

건강정보검색이라고 답하 고, 다음으로 문가칼럼(16.9%)과 건강 련기사

(16.9%), 건강정보이용(14.5%), 자가진단(11.6%)의 순서로 나타나 건강정보검색

의 유익함이 두드려졌고, 건강정보검색을 제외한 문가칼럼, 건강 련기사, 건

강정보이용, 자가진단 등은 각각 비슷한 수 (11.6～16.9%)에서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33.1%)가 남자(30.9%)보다 많았

고, 연령별로는 30 (39.0%)가 가장 많았다(10 : 0%, 20 : 30.7%, 30 : 39.0%, 

40 : 33.3%, 50  이상: 11.1%). 학력별로는 학원 이상(48.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26.5%), 고등학교(18.5%), 학교(0%)의 순서로 학력이 높을수

록 건강정보검색이 가장 유익한 정보라고 답하 다.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로 건강정보검색을 선택한 응답자의 직

업별 분포는 보건의료분야 연구자(5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간호

사 등 보건의료인(41.4%), 문사무직(36.5%), 무직(33.3%)의 순서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37.8%)이 비보건의료계열(29.8%)보다 더 많았고, 지역

별로는 도시 지역(32.7%)이 시‧군 지역(31.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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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응답자 특성별 가장 유익한 정보
(단 : %, 명)

건강정보검색 문가칼럼 자가진단 건강 련기사 건강정보이용

체 32.2 16.9 11.6 16.9 14.5

성별

남자 30.9 21.3 14.9 12.8 10.6

여자 33.1 14.2 9.5 19.6 16.9

연령

10~19세    50.0 50.0

20~29세 30.7 16.8 14.9 18.8 11.9

30~39세 39.0 17.1 8.5 15.9 12.2

40~49세 33.3 17.9 7.7 7.7 25.6

50세 이상 11.1 16.7 16.7 27.8 11.1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33.3 

고등학교 18.5 22.2 18.5 7.4 18.5

학교 26.5 15.4 11.8 21.3 16.2

학원 이상 48.7 18.4 7.9 11.8 10.5

직업

문사무직 36.5 12.9 15.3 17.6 10.6

서비스 매직 26.7 20.0 6.7 13.3 13.3

생산 련직  50.0 50.0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23.8 9.5 19.0 14.3

주부 13.0 21.7 4.3 30.4 21.7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14.3  14.3  28.6

무직 33.3 26.7  20.0 20.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1.4 6.9 10.3 17.2 20.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50.0 21.4 7.1  2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28.6 35.7 14.3 14.3 

기타 29.4 11.8 17.6 17.6 11.8

계열

보건의료계열 37.8 16.2 12.2 13.5 14.9

비보건의료계열 29.8 17.3 11.3 18.5 14.3

지역

도시 지역 32.7 17.5 12.3 14.0 14.6

시‧군 지역 31.0 15.5 9.9 23.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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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계속
(단 : %, 명)

건강강좌/행사 온라인설문조사 토론방 력기 합계 P

체 5.0 0.4 1.2 1.2 100(242)

성별

남자 6.4 1.1 2.1  100( 94) 0.176

여자 4.1  0.7 2.0 100(148)

연령

10~19세     100(  2) 0.415

20~29세 2.0  3.0 2.0 100(101)

30~39세 4.9 1.2  1.2 100( 82)

40~49세 7.7    100( 39)

50세 이상 16.7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100(  3) 0.094

고등학교 7.4  3.7 3.7 100( 27)

학교 5.9 0.7 1.5 0.7 100(136)

학원 이상 1.3   1.3 100( 76)

직업

문사무직 4.7 1.2  1.2 100( 85) 0.541

서비스 매직 13.3  6.7  100( 15)

생산 련직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8  100( 21)

주부 8.7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14.3 100(  7)

무직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7.1    100( 14)

기타 5.9  5.9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2.7  1.4 1.4 100( 74) 0.906

비보건의료계열 6.0 0.6 1.2 1.2 100(168)

지역

도시 지역 5.8  1.2 1.8 100(171) 0.438

시‧군 지역 2.8 1.4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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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이용수

  건강정보의 품질, 만족도, 이용수 에 한 내용은 건강정보의 충분성, 유용

성, 이해용이성, 신뢰성, 시의성, 주의사항 게시여부, 편의성, 서비스에 한 만

족도, 근성, 항해용이성,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건강정보에 의한 병원(의

사)방문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건강정보 장’ 

방문 빈도 조사에서 ‘처음 방문’이라고 답한 212명을 제외한 242명을 상으로 

하 다.

  가) 건강정보의 충분성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건강정보의 충분성에 

한 물음에 66.9%가 ‘ 체로 동의함’, 29.3%가 ‘약간 동의함’이라고 답하여, 

96.2%가 ‘건강정보 장’의 충분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건강정보의 충분함에 ‘ 체로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70.2%)가 여자(64.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0 (100.0%), 20 (70.3%), 

30 (68.3%), 50  이상(66.7), 40 (53.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학교(72.8%)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학생(85.7%)이 

가장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59.5%)보다 비보건의료계열(70.2%)이, 

지역별로는 시‧군 지역(63.4%)보다 도시 지역(68.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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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응답자 특성별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6.9 29.3 2.1 1.7 100(242)

성별

남자 70.2 27.7 1.1 1.1 100( 94) 0.691

여자 64.9 30.4 2.7 2.0 100(148)

연령

10~19세 100.0    100(  2) 0.795

20~29세 70.3 26.7 1.0 2.0 100(101)

30~39세 68.3 29.3 1.2 1.2 100( 82)

40~49세 53.8 38.5 5.1 2.6 100( 39)

50세 이상 66.7 27.8 5.6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270

고등학교 66.7 39.6  3.7 100( 27)

학교 72.8 25.7 1.5  100(136)

학원 이상 56.6 35.5 3.9 3.9 100( 76)

직업

문사무직 68.2 31.8   100( 85) 0.093

서비스 매직 80.0 13.3  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85.7 9.5 4.8  100( 21)

주부 65.2 30.4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14.3  14.3 100(  7)

무직 60.0 40.0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62.1 37.9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57.1 28.6 7.1 7.1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57.1 35.7  7.1 100( 14)

기타 58.8 29.4 11.8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59.5 33.8 4.1 2.7 100( 74) 0.225

비보건의료계열 70.2 27.4 1.2 1.2 100(168)

지역

도시 지역 68.4 28.1 2.3 1.2 100(171) 0.672

시‧군 지역 63.4 32.4 1.4 2.8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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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정보의 유용성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정보는 유익하다’는 정보의 유용성에 한 질문에는 

‘ 체로 동의함’(69.0%), ‘약간 동의함’(28.9%)의 순서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97.9%가 정 인 반응을 보 다(표 Ⅳ-13 참조).

  가장 많이 응답한 ‘ 체로 동의함’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70.2%)가 

여자(6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  이상(83.3%), 20 (71.2%), 30 (67.1%), 

40 (61.5%), 10 (50.0%)의 순서로 많았다. 학력에 따른 건강정보의 유용성에 

해서는 고등학교(77.8%), 학교(72.1%), 학교 이하(66.7%), 학원 이상

(60.5%)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82.8%)이 가장 

많이 동의하 으며, 직업별 응답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P<0.05)가 나타났

다.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70.3%)이 비보건의료계열(68.5%)보다 많았고, 지역

별로는 시‧군 지역(71.8%)이 도시 지역(6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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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응답자 특성별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유용하다”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9.0 28.9 1.7 0.4 100(242)

성별

남자 70.2 26.6 2.1 1.1 100( 94) 0.551

여자 68.2 30.4 1.4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930

20~29세 71.2 26.7 1.0 1.0 100(101)

30~39세 67.1 30.5 2.4  100( 82)

40~49세 61.5 35.9 2.6  100( 39)

50세 이상 83.3 16.7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710

고등학교 77.8 22.2   100( 27)

학교 72.1 26.5 1.5  100(136)

학원 이상 60.5 35.5 2.6 1.3 100( 76)

직업

문사무직 68.2 31.8   100( 85) 0.000

서비스 매직 80.0 20.0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28.6   100( 21)

주부 73.9 21.7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14.3  14.3 100(  7)

무직 46.7 46.7 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82.8 17.2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4.3 35.7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64.3 35.7   100( 14)

기타 58.8 35.3 5.9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70.3 28.4 1.4  100( 74) 0.911

비보건의료계열 68.5 29.2 1.8 0.6 100(168)

지역

도시 지역 67.8 29.8 1.8 0.6 100(171) 0.866

시‧군 지역 71.8 26.8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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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0.7 34.3 5.0  100(242)

성별

남자 60.6 36.2 3.2  100( 94) 0.570

여자 60.8 33.1 6.1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812

20~29세 64.4 29.7 5.9  100(101)

30~39세 56.1 40.2 3.7  100( 82)

40~49세 61.5 30.8 7.7  100( 39)

50세 이상 61.1 38.9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555

고등학교 63.0 29.6 7.4  100( 27)

학교 65.4 30.1 4.4  100(2136)

학원 이상 51.3 43.4 5.3  100( 76)

  다) 건강정보의 이해용이성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에 한 이해용이성을 묻는 ‘이곳의 건강정보는 이

해하기 쉽다’라는 질문에 과반수이상(60.7%)이 ‘ 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하 다

(표 Ⅳ-14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60.8%)와 남자(60.6%) 모두 비슷한 비율로 

‘ 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하 고, 연령별로는 20 (64.4%)가 가장 많았고, 다음

은 40 (61.5%) 으며, 학력별로는 학교 이하(66.7%), 학교(65.4%)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72.4%)이 가장 많았고, 계열

별로는 보건의료계열(62.2%)이 비보건의료계열(60.1%)보다 많았으며, 지역별로

는 도시 지역(62.6%)이 시‧군 지역(56.3%)보다 많았다.

〈표 Ⅳ-14〉 응답자 특성별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이해하기 쉽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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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0.7 34.3 5.0  100(242)

직업

문사무직 60.0 37.6 2.4  100( 85) 0.045

서비스 매직 53.3 40.0 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52.4 42.9 4.8  100( 21)

주부 69.6 30.4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28.6   100(  7)

무직 60.0 20.0 20.0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72.4 24.1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71.4 28.6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57.1 42.9   100( 14)

기타 41.2 41.2 17.6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62.2 32.4 5.4  100( 74) 0.911

비보건의료계열 60.1 35.1 4.8  100(168)

지역

도시 지역 62.6 35.1 2.3  100(171) 0.014

시‧군 지역 56.3 32.4 11.3  100( 71)

  라) 건강정보의 신뢰성

  ‘건강정보 장의 정보는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 69.8%가 ‘ 체로 동의함’이라

고 답하 고, 28.1%가 ‘약간 동의함’이라고 답하여, 97.9%가 건강정보의 신뢰성

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 참조).

  응답자 특성별 ‘ 체로 동의함’은 여자(72.3%)가 남자(66.0%)보다 많았고, 연

령별로는 20 (74.3%), 50  이상(72.2%), 30 (70.7%), 40 (56.4%), 10 (50.0%)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교(73.5%)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 구성에

서는 보건의료분야 연구자(85.7%)가, 계열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70.2%)이, 지역

별로는 도시 지역(71.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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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응답자 특성별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믿을만하다” 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9.8 28.1 2.1  100(242)

성별

남자 66.0 31.9 2.1  100( 94) 0.568

여자 72.3 25.7 2.0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349

20~29세 74.3 25.7   100(101)

30~39세 70.7 25.6 3.7  100( 82)

40~49세 56.4 38.5 5.1  100( 39)

50세 이상 72.2 27.8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66.7   100(  3) 0.635

고등학교 63.0 33.3 3.7  100( 27)

학교 73.5 25.0 1.5  100(136)

학원 이상 67.1 30.3 2.6  100( 76)

직업

문사무직 74.1 24.7 1.2  100( 85) 0.082

서비스 매직 60.0 40.0   100( 15)

생산 련직  10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28.6   100( 21)

주부 73.9 17.4 8.7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28.6   100(  7)

무직 60.0 26.7 13.3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8.6 41.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85.7 14.3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78.6 21.4   100( 14)

기타 64.7 35.3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68.9 31.1   100( 74) 0.279

비보건의료계열 70.2 26.8 3.0  100(168)

지역

도시 지역 71.3 26.3 2.3  100(171) 0.588

시‧군 지역 66.2 32.4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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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8.8 38.8 12.0 0.4 100(242)

성별

남자 54.3 34.0 11.7  100( 94) 0.474

여자 45.3 41.9 12.2 0.7 100(148)

나이

10~19세  50.0 50.0  100(  2) 0.421

20~29세 54.5 37.6 7.9  100(101)

30~39세 45.1 39.0 15.9  100( 82)

40~49세 43.6 41.0 12.8 2.6 100( 39)

50세 이상 50.0 38.9 11.1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682

고등학교 48.1 44.4 7.4  100( 27)

학교 50.0 39.7 9.6 0.7 100(136)

학원 이상 46.1 36.8 17.1  100( 76)

  마) 건강정보의 시의성

  건강정보의 시의성에 한 항목에서 ‘건강정보 장의 정보는 시기 하다’

는 질문에 해 ‘ 체로 동의함’(48.8%), ‘약간 동의함’(38.8%), ‘별로 동의안

함’(12.0%), ‘ 체로 동의안함’(0.4%)의 순서로 답하 고, 응답자의 87.6%가 ‘건

강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시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Ⅳ-16 참조).

  ‘ 체로 동의함’의 응답자별 분포는 남자(54.3%)가 여자(45.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 (54.5%), 학력별로는 학교 이하(66.7%), 직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64.3%),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51.4%),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49.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응답자 특성별 “정보가 시기 하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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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8.8 38.8 12.0 0.4 100(242)

직업

문사무직 51.8 36.5 11.8  100( 85) 0.880

서비스 매직 46.7 46.7 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7.6 47.6 4.8  100( 21)

주부 47.8 39.1 8.7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57.1 14.3  100(  7)

무직 33.3 46.7 20.0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4.8 41.4 13.8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64.3 21.4 14.3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57.1 35.7 7.1  100( 14)

기타 47.1 35.3 17.6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51.4 35.1 13.5  100( 74) 0.760

비보건의료계열 47.6 40.5 11.3 0.6 100(168)

지역

도시 지역 49.7 36.3 13.5 0.6 100(171) 0.462

시‧군 지역 46.5 45.1 8.5  100( 71)

  바) 건강정보이용시 주의사항

  ‘건강정보 이용에 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해서 ‘약간 

동의함’(44.2%), ‘ 체로 동의함’(40.1%), ‘별로 동의안함’(14.0%)), ‘ 체로 동의

안함’(1.7%)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고, 건강정보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제시여부

에 해서 84.3%가 정 으로 답하 다. 그러나 ‘ 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한 

사람이 40.1%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정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아 정보 이

용에 따른 주의사항에 한 만족도는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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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응답자 특성별 “정보이용에 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0.1 44.2 14.0 1.7 100(242)

성별

남자 44.7 44.7 9.6 1.1 100( 94) 0.343

여자 37.2 43.9 16.9 2.0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174

20~29세 47.5 32.7 19.8  100(101)

30~39세 32.9 53.7 9.8 3.7 100( 82)

40~49세 35.9 51.3 10.3 2.6 100( 39)

50세 이상 38.9 50.0 11.1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355

고등학교 37.0 55.6 7.4  100( 27)

학교 44.1 43.4 11.0 1.5 100(136)

학원 이상 32.9 42.1 22.4 2.6 100( 76)

직업

문사무직 42.4 47.1 9.4 1.2 100( 85) 0.218

서비스 매직 66.7 20.0 13.3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2.9 38.1 19.0  100( 21)

주부 30.4 65.2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14.3 14.3 100(  7)

무직 33.3 40.0 2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4.8 41.4 10.3 3.4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42.9 35.7 21.4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42.9 42.9 14.3  100( 14)

기타 29.4 35.3 29.4 5.9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40.5 39.2 17.6 2.7 100( 74) 0.519

비보건의료계열 39.9 46.4 12.5 1.2 100(168)

지역

도시 지역 40.9 45.0 12.3 1.8 100(171) 0.676

시‧군 지역 38.0 42.3 18.3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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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50.0 36.0 11.2 2.9 100(242)

성별

남자 50.0 37.2 8.5 4.3 100( 94) 0.568

여자 50.0 35.1 12.8 2.0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390

20~29세 54.5 32.7 11.9 1.0 100(101)

30~39세 42.7 39.0 12.2 6.1 100( 82)

40~49세 48.7 38.5 10.3 2.6 100( 39)

50세 이상 61.1 38.9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116

고등학교 59.3 40.7   100( 27)

학교 55.1 31.6 10.3 2.9 100(136)

학원 이상 36.8 43.4 15.8 3.9 100( 76)

  사) 건강정보 이용 편리성

  ‘건강정보 장’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는 질문에 ‘ 체로 동의함’(50.0%), 

‘약간 동의함’(36.0%)의 순서로 답하 고, 86.0%가 건강정보의 이용편의성에 

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8 참조).

  이용편의성에 해 ‘ 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50.0%)와 여자(50.0%)가 모두 같은 비율로 답하 고, 연령별로는 50  이

상(61.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 (54.5%), 10 (50.0%)의 순서로 많았

다. 학력별로는 학교 이하(66.7%)가 가장 많았고, 학원 이상이 가장 작아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편리성에 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

교 이하: 66.7%, 고등학교: 59.3%, 학교: 55.1%, 학원 이상: 36.8%). 직업별

로는 서비스 매직(60.0%), 계열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51.8%), 지역별로는 도

시 지역(50.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 장은 이용하기 편리하다”의 분포
(단 : %, 명)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분석 103

〈표 Ⅳ-18〉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50.0 36.0 11.2 2.9 100(242)

직업

문사무직 50.6 41.2 8.2  100( 85) 0.021

서비스 매직 60.0 40.0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7.6 38.1 14.3  100( 21)

주부 56.5 39.1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57.1 14.3 14.3 14.3 100(  7)

무직 46.7 33.3 20.0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1.7 31.0 17.2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50.0 35.7 7.1 7.1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50.0 28.6 14.3 7.1 100( 14)

기타 29.4 29.4 29.4 11.8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45.9 31.1 17.6 5.4 100( 74) 0.063

비보건의료계열 51.8 38.1 8.3 1.8 100(168)

지역

도시 지역 50.9 37.4 9.4 2.3 100(171) 0.431

시‧군 지역 47.9 32.4 15.5 4.2 100( 71)

  아) 만족도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라는 서비스 만족도에 한 질문에 

57.0%가 ‘ 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하 고, 32.6%가 ‘약간 동의함’이라고 답하여, 

89.6%의 이용자들이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9 참조).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해 체로 만족하는 응답자의 특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자(58.5%)가 남자(56.1%)보다 약간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  

이상(72.2%), 학력별로는 학교 이하(66.7%), 직업별로는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기타 직업(71.4%), 계열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61.3%),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60.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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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만족한다”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57.0 32.6 9.5 0.8 100(242)

성별

남자 58.5 33.0 7.4 1.1 100( 94) 0.836

여자 56.1 32.4 10.8 0.7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704

20~29세 59.4 32.7 7.9  100(101)

30~39세 56.1 31.7 9.8 2.4 100( 82)

40~49세 46.2 41.0 12.8  100( 39)

50세 이상 72.2 16.7 11.1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898

고등학교 59.3 29.6 11.1  100( 27)

학교 58.8 32.4 7.4 1.5 100(136)

학원 이상 52.6 34.2 13.2  100( 76)

직업

문사무직 61.2 30.6 8.2  100( 85) 0.021

서비스 매직 46.7 46.7 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66.7 33.3   100( 21)

주부 65.2 17.4 17.4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71.4  14.3 14.3 100(  7)

무직 60.0 33.3 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8.3 41.4 10.3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57.1 21.4 21.4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35.7 64.3   100( 14)

기타 47.1 35.3 11.8 5.9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47.3 40.5 10.8 1.4 100( 74) 0.226

비보건의료계열 61.3 29.2 8.9 0.6 100(168)

지역

도시 지역 60.2 28.1 11.1 0.6 100(171) 0.079

시‧군 지역 49.3 43.7 5.6 1.4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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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36.8 33.1 24.8 5.4 100(242)

성별

남자 40.4 34.0 23.4 2.1 100( 94) 0.292

여자 34.5 32.4 25.7 7.4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050

20~29세 43.6 28.7 20.8 6.9 100(101)

30~39세 23.2 39.0 31.7 6.1 100( 82)

40~49세 35.9 28.2 33.3 2.6 100( 39)

50세 이상 61.1 38.9   100( 18)

  자) ‘건강정보 장’ 근성

  ‘건강정보 장’에 속하기 쉬운 정도를 알아보는 ‘낮은 수 의 근환경에 

있는 사용자들도 속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한 만족도가 ‘ 체로 동의

함’(36.8%), ‘약간 동의함’(33.1%), ‘별로 동의안함’(24.8%), ‘ 체로 동의안

함’(5.4%)의 순서로 나타났다. 근성 만족도에 해서 69.9%가 정 으로 답

하 으나, 다른 항목보다 만족도가 비교  낮게 나왔다(표 Ⅳ-20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43.0%)가 여자(34.5%)보다 많이 ‘ 체로 동의

한다’고 답하 고, 연령별로는 50  이상(61.1%), 10 (50.0%)의 순서 다. 학력

별로는 학교 이하(66.7%)가 가장 많고, 학원 이상(31.6%)이 가장 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근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어들었다( 학교 이하: 66.7%, 고

등학교: 40.7%, 학교: 38.2%, 학원 이상: 31.6%). 직업별로는 생산 련직

(50.0%)이 가장 많았고,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37.8%)이 비보건의료계열

(36.3%)보다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37.4%)이 시‧군 지역(35.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응답자 특성별 “낮은 수 의 근환경에 있는 사용자들도 속할 

수 있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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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36.8 33.1 24.8 5.4 100(242)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723

고등학교 40.7 37.0 18.5 3.7 100( 27)

학교 38.2 31.6 26.5 3.7 100(136)

학원 이상 31.6 34.2 25.0 9.2 100( 76)

직업

문사무직 38.8 28.2 27.1 5.9 100( 85) 0.464

서비스 매직 33.3 53.3 13.3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2.9 33.3 19.0 4.8 100( 21)

주부 34.8 39.1 17.4 8.7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14.3 42.9 14.3 100(  7)

무직 20.0 33.3 4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7.9 34.5 20.7 6.9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42.9 21.4 21.4 14.3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35.7 64.3   100( 14)

기타 35.3 23.5 41.2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37.8 35.1 21.6 5.4 100( 74) 0.895

비보건의료계열 36.3 32.1 26.2 5.4 100(168)

지역

도시 지역 37.4 34.5 23.4 4.7 100(171) 0.701

시‧군 지역 35.2 29.6 28.2 7.0 100( 71)

  차) 항해용이성

  ‘건강정보 장’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라는 

항목은 사이트의 항해용이성에 한 질문으로 사이트의 구조가 체계 이고 간

결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고 빠르게 근할 수 있는지에 한 만족

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해 ‘ 체로 동의함’(44.2%), ‘약간 동의함’(38.0%),  

‘별로 동의안함’(12.8%), ‘ 체로 동의안함’(5.0%)의 순서로 82.2%가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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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4.2 38.0 12.8 5.0 100(242)

성별

남자 44.7 39.4 12.8 3.2 100( 94) 0.789

여자 43.9 37.2 12.8 6.1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981

20~29세 45.5 34.7 14.9 5.0 100(101)

30~39세 40.2 40.2 13.4 6.1 100( 82)

40~49세 43.6 43.6 10.3 2.6 100( 39)

50세 이상 55.6 33.3 5.6 5.6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100.0    100(  3) 0.084

고등학교 37.0 51.9 7.4 3.7 100( 27)

학교 48.5 36.8 8.8 5.9 100(136)

학원 이상 36.8 36.8 22.4 3.9 100( 76)

장’의 항해 용이성에 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44.7%)가 여자(43.9%)보다 ‘ 체로 동의한다’

고 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  이상(55.6%), 학력별로는 학교

(100.0%), 직업별로는 보건의료분야 연구자(57.1%)가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보건의료계열(44.6%)이 비보건의료계열(44.0%)보다 약간의 차이로 많았고, 지역

별로는 도시 지역(46.8%)이 시‧군 지역(38.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Ⅳ-21〉 응답자 특성별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

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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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4.2 38.0 12.8 5.0 100(242)

직업

문사무직 43.5 37.6 15.3 3.5 100( 85) 0.972

서비스 매직 53.3 33.3 6.7 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7.6 47.6 4.8  100( 21)

주부 43.5 43.5 8.7 4.3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42.9 28.6 14.3 14.3 100(  7)

무직 33.3 53.3 13.3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8.3 27.6 17.2 6.9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57.1 35.7  7.1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42.9 35.7 14.3 7.1 100( 14)

기타 29.4 35.3 23.5 11.8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44.6 32.4 14.9 8.1 100( 74) 0.339

비보건의료계열 44.0 40.5 11.9 3.6 100(168)

지역

도시 지역 46.8 40.4 8.8 4.1 100(171) 0.019

시‧군 지역 38.0 32.4 22.5 7.0 100( 71)

5) ‘건강정보 장’에서 획득한 건강정보의 이용

  ‘건강정보 장’에서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에 의해 실생활에 어떠한 향

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여부와 건강정보가 원인이 되어 병원(의사)방문을 한 경험 여부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과 련된 자신의 행동에 향을 받은 

이 있다’라는 질문에 ‘ 체로 동의함’(47.1%), ‘약간 동의함’(36.4%), ‘별로 동

의안함’(13.2%), ‘ 체로 동의안함’(3.3%)의 순서로 나타났고, 83.5%의 이용자들

이 ‘건강정보 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생활에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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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7.1 36.4 13.2 3.3 100(242)

성별

남자 46.8 38.3 12.8 2.1 100( 94) 0.842

여자 47.3 35.1 13.5 4.1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673

20~29세 52.5 30.7 11.9 5.0 100(101)

30~39세 43.9 37.8 15.9 2.4 100( 82)

40~49세 46.2 43.6 7.7 2.6 100( 39)

50세 이상 38.9 44.4 16.7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33.3 33.3 33.3  100(  3) 0.082

고등학교 48.1 33.3 18.5  100( 27)

학교 54.4 33.8 10.3 1.5 100(136)

학원 이상 34.2 42.1 15.8 7.9 100( 76)

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개발」주5)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보게 된 어떠한 건강정보 때문에 자신의 행

동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라는 항목에 해서 ‘ ’(70.3%)라고 답한 것과 비

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 참조).

〈표 Ⅳ-22〉 응답자 특성별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과 련된 

자신의 행동에 향을 받은 이 있다”의 분포
(단 : %, 명)

주5) 2003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온라인 조사 문기 에 의

뢰하여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사 기 의 패 에게 HTML문서로 제작한 설문페이지를 이

메일로 발송하여 2,504명이 설문에 응답하 으며, 설문 도탈락자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

외한 1,158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류시원 외 3인, 2003「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

템 개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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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47.1 36.4 13.2 3.3 100(242)

직업

문사무직 52.9 35.3 8.2 3.5 100( 85) 0.319

서비스 매직 46.7 26.7 26.7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57.1 28.6 14.3  100( 21)

주부 47.8 39.1 13.0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42.9 28.6 14.3 14.3 100(  7)

무직 26.7 46.7 2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1.4 41.4 17.2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35.7 42.9 7.1 14.3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64.3 35.7   100( 14)

기타 35.3 35.3 17.6 11.8 100( 17)

계열

보건의료계열 43.2 39.2 12.2 5.4 100( 74) 0.555

비보건의료계열 48.8 35.1 13.7 2.4 100(168)

지역

도시 지역 45.0 36.3 15.2 3.5 100(171) 0.505

시‧군 지역 52.1 36.6 8.5 2.8 100( 71)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는 항목은 

‘건강정보 장’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증상이나 상태에 한 진단이 필요하

다고 단되어 의사나 병원을 찾는 경우를 묻는 것으로 ‘ 체로 동의함’(34.7%)

이 가장 많았고, ‘약간 동의함’(25.6%), ‘별로 동의안함’(23.6%), ‘ 체로 동의안

함’(16.1%)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Ⅳ-23 참조). 

  같은 질문으로 2003년 실시한 조사주6)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에 해서 ‘ ’라고 답한 사람은 25.6%, ‘아니오’

라고 답한 사람은 74.4%로, 건강정보에 의한 병원(의사)방문에 한 정 인 

주6) 주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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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34.7 25.6 23.6 16.1 100(242)

성별

남자 38.3 31.9 22.3 7.4 100( 94) 0.017

여자 32.4 21.6 24.3 21.6 100(148)

연령

10~19세   50.0 50.0 100(  2) 0.233

20~29세 41.6 21.8 21.8 14.9 100(101)

30~39세 26.8 32.9 20.7 19.5 100( 82)

40~49세 28.2 28.2 33.3 10.3 100( 39)

50세 이상 50.0 11.1 22.2 16.7 100( 18)

최종학력

학교 이하 66.7  33.3  100(  3) 0.386

고등학교 40.7 14.8 25.9 18.5 100( 27)

학교 36.0 28.7 23.5 11.8 100(136)

학원 이상 28.9 25.0 22.4 23.7 100( 76)

직업

문사무직 30.6 28.2 21.2 20.2 100( 85) 0.531

서비스 매직 46.7 20.0 20.0 13.3 100( 15)

생산 련직 50.0  50.0  100(  2)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47.6 19.0 28.6 4.8 100( 21)

주부 43.5 21.7 21.7 13.0 100( 23)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28.6 28.6 28.6 14.3 100(  7)

무직 26.7 40.0 26.7 6.7 100( 15)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4.5 27.6 27.6 10.3 100( 29)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14.3 28.6 21.4 35.7 100( 14)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35.7 42.9  21.4 100( 14)

기타 41.2  41.2 17.6 100( 17)

답이 2003년 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응답자 특성별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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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5.0 24.4 8.6 2.0 100(454)

성별

남자 65.9 25.0 7.3 1.8 100(164) 0.902

여자 64.5 24.1 9.3 2.1 100(290)

연령

10~19세 75.0 25.0   100(  8) 0.735

20~29세 66.2 22.4 9.1 2.3 100(219)

30~39세 65.9 24.6 8.7 0.7 100(138)

40~49세 58.3 30.0 10.0 1.7 100( 60)

50세 이상 62.1 27.6 3.4 6.9 100( 29)

〈표 Ⅳ-23〉 계속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34.7 25.6 23.6 16.1 100(242)

계열

보건의료계열 32.4 24.3 24.3 18.9 100( 74) 0.855

비보건의료계열 35.7 26.2 23.2 14.9 100(168)

지역

도시 지역 33.9 24.0 24.6 17.5 100(171) 0.635

시‧군 지역 36.6 29.6 21.1 12.7 100( 71)

6) 건강상태  심도 

  건강상태를 묻는 ‘나는 건강하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는 ‘ 체로 동의

함’(65.0%), ‘약간 동의함’(24.4%), ‘별로 동의안함’(8.6%), ‘ 체로 동의안함

‘(2.0%)의 순서로 89.4%가 주 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Ⅳ-24 참조).

〈표 Ⅳ-24〉 응답자 특성별 “나는 건강하다”의 분포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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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계속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65.0 24.4 8.6 2.0 100(454)

최종학력

학교 이하 75.0 25.0   100(  8) 0.320

고등학교 54.0 27.0 14.3 4.8 100( 63)

학교 66.0 23.0 9.4 1.6 100(256)

학원 이상 67.7 26.0 4.7 1.6 100(127)

직업

문사무직 69.6 20.2 8.9 1.2 100(168) 0.012

서비스 매직 60.9 34.8 4.3  100( 23)

생산 련직 66.7 33.3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70.0 23.3 6.7  100( 60)

주부 45.5 29.5 18.2 6.8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33.3 40.0 13.3 13.3 100( 15)

무직 50.0 30.0 13.3 6.7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81.1 13.5 5.4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75.0 18.8 6.3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75.0 25.0   100( 24)

기타 58.1 35.5 6.5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72.2 23.1 4.6  100(108) 0.084

비보건의료계열 62.7 24.9 9.8 2.6 100(346)

지역

도시 지역 66.4 24.7 7.5 1.4 100(295) 0.357

시‧군 지역 62.3 23.9 10.7 3.1 100(159)

  건강에 해 어느 정도 심이 있는지를 알아본 건강 심도 항목에서 ‘ 체

로 동의함’이 86.1%, ‘약간 동의함’이 10.6%로 96.7%의 응답자가 건강에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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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응답자 특성별 “나는 건강에 심이 있다”의 분포
(단 : %, 명)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합계 P

체 86.1 10.6 2.0 1.3 100(454) 

성별

남자 86.6 9.1 3.0 1.2 100(164) 0.574

여자 85.9 11.4 1.4 1.4 100(290)

연령

10~19세 75.0  12.5 12.5 100(  8) 0.040

20~29세 84.0 11.4 2.7 1.8 100(219)

30~39세 87.7 10.9 0.7 0.7 100(138)

40~49세 85.0 13.3 1.7  100( 60)

50세 이상 100.0    100( 29)

최종학력

학교 이하 62.5 12.5 12.5 12.5 100(  8) 0.023

고등학교 88.9 6.3 3.2 1.6 100( 63)

학교 87.1 9.8 2.3 0.8 100(256)

학원 이상 84.3 14.2  1.6 100(127)

직업

문사무직 86.3 10.7 1.2 1.8 100(168) 0.840

서비스 매직 87.0 8.7  4.3 100( 23)

생산 련직 83.3  16.7  100(  6)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85.0 10.0 3.3 1.7 100( 60)

주부 86.4 11.4  2.3 100( 44)

기타(보건의료계열 제외) 80.0 13.3 6.7  100( 15)

무직 83.3 13.3 3.3  100( 30)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91.9 5.4 2.7  100( 37)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87.5 12.5   100( 16)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95.8 4.2   100( 24)

기타 77.4 19.4 3.2  100( 31)

계열

보건의료계열 88.0 10.2 1.9  100(108) 0.581

비보건의료계열 85.5 10.7 2.0 1.7 100(346)

지역

도시 지역 86.4 10.8 1.7 1.0 100(295) 0.798

시‧군 지역 85.5 10.1 2.5 1.9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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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약  시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사는 ‘건강정보 장’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와 

품질, 만족도, 이용수 을 조사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정보 장’의 인지 경로에 해서는 검색엔진(42.1%)으로부터 알게 된 경

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이트(25.1%)로부터 알게 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지 까지의 ‘건강정보 장’ 홍보 활동상용검색서비스 등

록과 련사이트 배  교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문빈도는 처음방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 1회 이상 방문이었는데,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건강정보 장’

에 처음 방문하는 응답자가 46.7%인 으로 보아 ‘건강정보 장’에 한 극

인 홍보  고와 이에 한 략수립이 필요하겠다.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1  건강정보검색, 2  건강정보이용, 3  자가진단이

었으며,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는 건강정보검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보건의료분야 연구자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등이 가장 

유익한 정보로 건강정보검색을 선택하 는데, 이는 ‘건강정보 장’의 정보가 보

건의료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한 것이기 때문으로 단되며,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을 활발하게 하기 해서 일반인에게 합하고 유용하며,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콘텐츠 확보가 요구

되어진다. 

  건강정보의 품질, 만족도  이용수 에서는 건강정보의 충분성, 유용성, 이

해용이성, 신뢰성에 해서 90%이상의 응답자가 정 으로 답하 고, 시의성, 

주의사항 게시, 편리성, 만족도, 항해용이성에 해서는 80%이상이 정 으로 

답하 으며, 근성에 해서는 69.9%가 정 으로 답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

를 보 다. 

  주의사항 제시에 해서는 ‘ 체로 동의함’(40.1%)이 ‘약간 동의함’(44.2%)보

다 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정보 장’에서 건강정보 이용에 따른 주의사

항을 게시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쉽게 주의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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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건강정보 이용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상의 치를 바꾸어 이용자들이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족도에서는 89.6%의 이용자들이 정 으로 답

하 으나 지 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약 10%의 이용자들도 ‘건강정

보 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으로 발 하는 사이트가 

되어야 하며, 근성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이용자들의 정 인 의견이 

비교  낮게 나와 ‘건강정보 장’의 근성에 한 제고  개선이 필요하겠다.

  건강정보의 이용자 에서 ‘건강정보 장’에서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건강과 

련된 자신의 행동에 향을 받는 정도에 해서 83.5%가 정 으로 답하여 

‘건강정보 장’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

터넷을 통한 보건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이트

로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정보가 병

원이나 의사 방문까지 이어지는 지에 한 질문에는 60.3%만 정 으로 답하

여 병원(이사)방문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건강정

보 장’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일반인의 수 에 맞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행동 변화를 유도할 정도로 문 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심정도에 해서는 89.4%가 주 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6.7%의 응답자가 건강에 심이 있다고 답하 다. 건강에 

한 심은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직업별로는 보건의료

련 학과 학생들이 건강에 한 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량  분석(웹트 드+모니터링)

  가. 홈페이지 분석

  ‘건강정보 장’의 2005년도 홈페이지 운 실 을 알아보기 해 이용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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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평가하고자 이용자 속 황자료로 이용자가 방문 후 홈페이지 서버에 

남긴 Log 일을 사용하 고, 사용빈도의 통계를 산출하는 도구는 웹트랜드

(Web trends Log Analyzer)를 사용하 으며, 분석기간은 2005. 2. 1~2005. 12. 31

로 하 다. 

1) 2005년도 이용자 분석 

  가) 방문자수

  2005년도 ‘건강정보 장’의 총 방문자수는 101,958명, 1일 평균 방문자는 305

명이었다(표 Ⅳ-26 참조).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정보 장’과는 정보 제공  수집방식이 

다른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의 경우 7차년도 사업인 2004년의 총 방

문자수는 1,804,464명, 1일 평균 방문자수는 6,884명이었다. ‘건강정보 장’과 사

업년도가 비슷한 4차년도 2001년의 총 방문자수는 1,689,759명, 1일 평균 방문

자수는 4,629명으로 나타나 건강길라잡이에 비해 ‘건강정보 장’의 방문자수가 

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주7) 

  건강길라잡이의 경우 사업 진행년도만큼 축 된 정보의 양이 많고, ‘건강정보

장’과 같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직  제작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정보가 많으며, 건강박람회 참여  왕성한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은층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주기 으로 건강웹진을 발송하는 등의 이용자 

리를 해왔다. 이에 ‘건강정보 장’도 이용자들의 방문 증가를 해 활발한 홍보 

 고를 실시하여 ‘건강정보 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심을 유발시

켜 이용자들을 확보하며, 추후 이용자들의 지속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주7) 송태민 외 8인, 2004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운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송태민 외 3인,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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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건강정보 장’의 방문자 수
(단 : 명)

구 분 이용자 수

방문자수 101,958

1일 평균 방문자 수 305

한 번 근한 방문자 수 47,818

두 번 이상 근한 방문자 수 7,249

  방문횟수별 방문자수는 1회 방문자가 체 방문자의 86.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건강정보 장’을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회원제 개방형 사이트로 운 하고 있어 유동 IP 이용자들에 한 정

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웹 사이트 방문 시 생성되

는 웹로그 IP 집계를 통해서 이용자의 방문횟수를 분석하는데, 고정 IP 이용자

의 복 방문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유동 IP 이용자는 매방문 시 IP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표 Ⅳ-27 참조). 

〈표 Ⅳ-27〉 방문횟수
(단 : 명, %)

방문횟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비율

1회 47,818 86.84

2회 3,756 6.82

3회 1,046 1.90

4회 501 0.91

5회 269 0.49

6회 150 0.27

7회 143 0.26

8회 103 0.19

9회 7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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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 수  페이지 열람 수

  속 수는 웹 사이트에서 이용자 클릭수를 나타낸다. 2005년도 ‘건강정보

장’ 체 사이트에 한 성공 인 속 수는 6,274,447개 으며, 1일 평균 속 

수는 18,785개 다. 2004년도 건강길라잡이의 경우 체 사이트에 한 성공

인 속 수는 311,682,718개, 1일 평균 속 수는 851,592개 다.

  이용자가 찾은 HTML, DB 문서 수를 나타내는 페이지 열람 수는 체 

509,725개, 1일 평균은 1,526개 다. 건강길라잡이의 경우 페이지 열람 수는 

17,511,108개, 1일 평균 페이지 열람 수는 47,845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건강길

라잡이의 콘텐츠가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정보

장’도 력기 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뿐 아니라 자체 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심과 근을 확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Ⅳ-28 참조).

〈표 Ⅳ-28〉 ‘건강정보 장’의 속 수  페이지 열람 수
(단 : 개)

구분 세부항목 수

속 수
체 사이트에 한 성공 인 속 수 6,274,447

1일 평균 속 수 18,785

페이지 열람 수
체 페이지 열람 수 509,725

1일 평균 페이지 열람 수 1,526

  다) 최고 페이지들

  최고 페이지는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훌륭한 콘텐츠 

 디자인을 갖춘 페이지들이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하게 할 가능성

이 크므로, 웹 사이트에서 인기가 낮은 페이지들은 콘텐츠와 디자인을 개선하

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 시킬 수 있다.

  ‘건강정보 장’의 경우 이벤트 페이지를 제외하고 메인페이지(16.33%), 건강

기사(8.46%), 정책속보(5.04%), 자가진단(4.46%)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29 참조).



120

〈표 Ⅳ-29〉 최고 페이지들
(단 : %)

그룹명 유율

메인페이지 16.33

이벤트 13.72

건강기사 8.46

정책속보 7.55

자가진단 4.46

  라) 최고 콘텐츠 그룹들

  최고 콘텐츠 그룹은 이용자가 방문한 가장 인기 있는 웹 사이트 페이지들 그

룹으로 최고 페이지와의 차이 은 최고 페이지들은 개별 인 페이지에 한 이

용평가이지만, 최고 콘텐츠 그룹은 페이지들의 그룹별 평가라는 것이다. 웹 사

이트를 방문하는 이유  이용자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콘텐츠 그룹이나 가장 

흥미 없는 콘텐츠 그룹을 보여 다. ‘건강정보 장’의 경우 메인페이지(28.64%), 

분류별 검색(21.76%), 건강기사(8.96%)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하기 해 건강생활정보 검색과 질병정보 검색으로 

구성된 분류별 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0 참조).

〈표 Ⅳ-30〉 최고 콘텐츠 그룹들
(단 : %)

그룹명 유율

메인페이지 28.64

분류별 검색 21.76

건강기사 8.96

문가칼럼 8.54

건강수칙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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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최고 시작 페이지

  최고 시작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건강정보 장’ 이용시 보게 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의미한다. 가장 일반 인 시작 페이지는 메인페이지이지만, 이용자들

이 입력하는 특정 URL, 북마크된 페이지, 는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참조된 

페이지들도 포함하고 있어 많이 요청되는 그룹과 함께 ‘건강정보 장’의 이용

자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건강정보 장’의 경우 메인페이지(28.40%), 이벤트 페이지(24.84%), 건강기사

(8.23%) 등이 시작 페이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시작 페이지는 홈페이지 이용

자에게  하나의 메인페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율이 높은 최고 시작 페이

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Ⅳ

-31 참조).

〈표 Ⅳ-31〉 최고 시작 페이지
(단 : %)

그룹명 유율

메인페이지 28.40

이벤트 24.84

건강기사 8.23

정책속보 5.00

건강강좌/행사 4.09

  바) 최고 탈출 페이지

  최고 탈출 페이지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종료하기 에 본 페이지

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았거나, 정보에 한 흥미를 잃었거나, 해당 콘

텐츠가 자신들에게 용되지 않는다고 단하는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탈출 페이지 유율에 한 정  는 부정  분석을 웹 사이트 

운 에 활용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005년도 ‘건강정보 장’의 경우 최고 탈출 페이지는 메인페이지(25.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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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18.42%), 건강기사(1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인페이지에서의 탈출 

유율이 비교  높아 메인페이지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 Ⅳ-32 

참조).

〈표 Ⅳ-32〉 최고 탈출 페이지
(단 : %)

그룹명 유율

메인페이지 25.93

이벤트 18.42

건강기사 11.38

정책속보 5.70

신체부 별검색 5.54

  사) 한 번 근 페이지

  한 번 근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건강정보 장’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다른 

어떤 페이지도 보지 않고 탈출한 페이지를 의미한다. 웹 사이트의 디자인을 고

려할 때 해당 페이지 정보의 달력, 개선의 필요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정보 장’의 경우 한 번 근 페이지가 메인페이지(28.39%), 이벤트

(26.87%), 건강기사(9.91%)순으로 나타났다. 메인페이지의 유율이 비교  높게 

나타나 홈페이지 이용을 확 하기 해 이용자를 유인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인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하다(표 Ⅳ-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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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3〉 한 번 근 페이지
(단 : %)

그룹명 유율

메인페이지 28.39

이벤트 26.87

건강기사 9.91

건강강좌/행사 6.27

정책속보 5.89

2) 월별 이용자 분석

  가) 월별 방문자 수

  2005년도 ‘건강정보 장’의 월별 방문자 수는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온

라인 매체에 이벤트 배  고를 실시한 8월의 방문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

벤트 없이 이미지 배  고를 실시한 9월과 10월, ‘건강정보 장’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12월에는 방문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1월은 의 방문자 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벤트와 고의 효과에 한 검증

이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지속 인 심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 인 고와 홍

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표 Ⅳ-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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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 월별 방문자 수
(단 : 명)

기 간 방문자 수
일일 평균 

방문자 수

한 번 근한 

방문자 수

두 번 이상 근한 

방문자 수

2월 3,254 116 1,011 269

3월 4,530 146 1,506 359

4월 5,058 168 1,918 332

5월 5,599 180 1,626 336

6월 6,757 225 1,966 437

7월 5,892 190 1,500 483

8월 32,112 1,035 22,565 2,214

9월 11,591 386 6,405 839

10월 9,183 296 4,726 632

11월 6,254 208 1,950 485

12월 11,728 378 2,645 863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6월까지 조 씩 증가하 으며, 온라인 이벤트 배  

고를 실시한 8월의 방문자 수가 1,035명으로 최고치를 보 다. 이미지 배  

고를 실시한 9월, 10월에는 6월까지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보다 많았지만 그 

수가  감소하 으며,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12월에 일일 평균 방문

자 수가 다시 증가하 다(그림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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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월별 일일 평균 방문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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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월별 평균 방문시간

  2005년도 ‘건강정보 장’의 월별 평균 방문시간은 3월에 40분 39 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달에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시간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6분 21 로 최 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던 기간으로 이

벤트 참여를 한 방문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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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월별 평균 방문시간

29:17

40:39

24:40
27:05

20:32
18:23

06:21

11:02 11:53

17:15
15:24

00:00

07:12

14:24

21:36

28:48

36:00

43:1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
문
시
 
평
균
 
사
용
시
간

(분)

  다) 월별 속 수  페이지 열람 수

  체 사이트에 한 성공 인 속 수는 체 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8월, 9월, 10월, 12월에는 이벤트와 고, 설문조사로 인하여 속수가 

높게 나타났다. 11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여 온라인 이

벤트  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페이지 열람 수는 8월에 2,088,016개로 최고치를 보이며 그 이외의 달은 비슷

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Ⅳ-35 참조).

  월별 일일 평균 속 수는 7월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벤트 배  

고를 실시한 8월에는 속 수가 67,355개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미지 배

 고를 실시한 9월과 10월,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12월에도 높게 나타

났다(그림 Ⅳ-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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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월별 속 수  페이지 열람 수
(단 : 개)

기 간
체 사이트에 한 

성공 인 속 수
페이지 열람 수

2월 266,432 34,294

3월 318,658 44,882

4월 281,991 25,666

5월 302,237 32,120

6월 318,932 37,449

7월 257,621 32,606

8월 2,088,016 102,938

9월 721,403 49,211

10월 780,107 45,398

11월 349,622 39,583

12월 589,428 65,578

〔그림 Ⅳ-3〕 월별 일일 평균 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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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일일 평균 페이지 열람 수는 7월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벤트 배  고를 실시했던 8월 3,32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

후로 온라인 고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일일 평균 페이지 열람 

수가 증가한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다(그림 Ⅳ-4 참조).

〔그림 Ⅳ-4〕 월별 일일 평균 페이지 열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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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월별 최고 페이지들

  ‘건강정보 장’의 매월 최고 페이지는 이벤트 배  고와 이용자 설문조사

가 있었던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메인페이지가 많았으며, 건강기사, 신체부

별 검색, 자가진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Ⅳ-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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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6〉 월별 최고 페이지들
(단 : %)

기 간 1 2 3 4 5

2월
메인페이지

(10.64)

건강기사

(8.79)

정책속보

(5.59)

자가진단

(5.17)

신체부 별검색

(4.42)

3월
메인페이지

(10.30)

건강기사

(9.44)

정책속보

(5.82)

자가진단

(4.51)

건강수칙

(3.88)

4월
메인페이지

(13.30)

건강기사

(10.32)

자가진단

(6.62)

정책속보

(6.27)

신체부 별검색

(4.42)

5월
메인페이지

(11.34)

건강기사

(10.81)

신체부 별검색

(6.45)

정책속보

(6.21)

자가진단

(5.14)

6월
메인페이지

(11.86)

건강기사

(11.67)

신체부 별검색

(7.07)

정책속보

(6.06)

자가진단

(4.83)

7월
메인페이지

(11.40)

건강기사

(10.72)

신체부 별검색

(8.72)

정책속보

(6.67)

건강강좌/행사

(5.07)

8월
이벤트

(38.61)

메인페이지

(20.31)

사이트소개

(8.76)

정책속보

(3.94)

신체부 별검색

(2.85)

9월
메인페이지

(22.96)

이벤트

(17.32)

건강기사

(7.06)

정책속보

(5.86)

자가진단

(4.59)

10월
메인페이지

(27.28)

건강기사

(10.71)

신체부 별검색

(5.69)

정책속보

(5.53)

자가진단

(5.39)

11월
메인페이지

(14.20)

건강기사

(12.27)

자가진단

(6.38)

건강수칙

(6.33)

정책속보

(6.31)

12월
이벤트

(16.93)

건강기사

(9.30)

메인페이지

(8.54)

자가진단

(4.95)

정책속보

(4.83)

  마) 월별 최고 콘텐츠 그룹  유율

  2005년 동안 ‘건강정보 장’에서 월별 많이 요청되는 그룹은 매월 메인페이

지와 분류별 검색의 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기사와 문가칼럼, 건강수칙

도 꾸 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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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월별 최고 콘텐츠 그룹  유율
(단 : %)

기 간 1 2 3 4 5

2월
메인페이지

(20.73)

분류별검색

(17.63)

건강기사

(9.97)

건강수칙

(8.25)

문가칼럼

(7.55)

3월
메인페이지

(17.94)

분류별검색

(17.23)

건강수칙

(10.03)

문가칼럼

(11.47)

건강기사

(9.10)

4월
메인페이지

(19.22)

분류별검색

(17.38)

문가칼럼

(13.03)

건강기사

(9.56)

건강수칙

(8.64)

5월
분류별검색

(19.26)

메인페이지

(17.46)

문가칼럼

(11.88)

건강기사

(10.15)

건강수칙

(8.71)

6월
분류별검색

(20.99)

메인페이지

(16.08)

문가칼럼

(12.26)

건강기사

(10.86)

건강수칙

(9.54)

7월
분류별검색

(21.26)

메인페이지

(17.36)

문가칼럼

(11.23)

건강기사

(10.27)

건강수칙

(9.17)

8월
메인페이지

(48.48)

분류별검색

(25.47)

건강기사

(5.98)

정책속보

(2.49)

건강수칙

(2.35)

9월
메인페이지

(31.06)

분류별검색

(24.20)

건강기사

(8.23)

문가칼럼

(7.86)

건강수칙

(6.10)

10월
메인페이지

(27.41)

분류별검색

(25.09)

건강기사

(9.18)

문가칼럼

(8.69)

건강수칙

(6.46)

11월
메인페이지

(19.04)

분류별검색

(17.94)

문가칼럼

(11.98)

건강기사

(10.92)

건강수칙

(10.24)

12월
메인페이지

(19.37)

분류별검색

(17.00)

건강기사

(12.42)

문가칼럼

(10.19)

건강수칙

(9.75)

  바) 월별 최고 시작 페이지  유율

  ‘건강정보 장’의 경우 8월과 12월에는 이벤트 고와 이용자 설문조사로 인

해 이벤트 페이지가 최고 시작 페이지로, 그 외의 달에는 메인페이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건강기사, 정책속보, 건강강좌/행사도 최고 시작 페이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9월과 10월의 메인페이지 유율이 높은 것은 온라인 이

미지 배  고를 실시했던 시기로, 고 배 를 통해 근했던 방문자들이 많

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 Ⅳ-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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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월별 최고 시작 페이지  유율
(단 : %)

기 간 1 2 3 4 5

2월
메인페이지

(32.82)

건강기사

(10.25)

정책속보

(9.03)

건강강좌/행사

(6.49)

자가진단

(4.87)

3월
메인페이지

(29.85)

건강기사

(11.95)

건강강좌/행사

(6.93)

정책속보

(6.88)

건강수칙

(5.78)

4월
메인페이지

(35.78)

건강기사

(11.04)

정책속보

(7.83)

자가진단

(5.33)

건강강좌/행사

(4.87)

5월
메인페이지

(30.48)

건강기사

(11.63)

정책속보

(6.58)

건강강좌/행사

(5.61)

자가진단

(5.19)

6월
메인페이지

(28.33)

건강기사

(13.07)

건강수칙

(9.25)

정책속보

(6.45)

건강강좌/행사

(4.90)

7월
메인페이지

(25.69)

건강기사

(12.68)

정책속보

(8.29)

건강강좌/행사

(7.75)

건강수칙

(4.36)

8월
이벤트

(62.42)

메인페이지

(13.54)

사이트소개

(7.91)

건강기사

(3.24)

정책속보

(2.02)

9월
메인페이지

(45.44)

이벤트

(23.08)

건강기사

(5.88)

정책속보

(4.26)

건강기사

(2.94)

10월
메인페이지

(57.74)

건강기사

(7.75)

정책속보

(4.46)

건강강좌/행사

(4.19)

건강수칙

(3.82)

11월
메인페이지

(33.92)

건강기사

(12.15)

건강수칙

(8.00)

정책속보

(7.19)

건강강좌/행사

(6.38)

12월
이벤트

(31.30)

메인페이지

(15.57)

건강기사

(11.54)

정책속보

(6.25)

자가진단

(6.14)

  사) 월별 탈출 페이지  유율

  2005년 ‘건강정보 장’의 월별 탈출 페이지는 메인페이지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사, 정책속보, 신체부 별검색 등으로 나타났다. 8월에 사이트소개가 

5.46%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벤트 참여자들이 주로 근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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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월별 탈출 페이지  유율
(단 : %)

기 간 1 2 3 4 5

2월
메인페이지

(18.02)

건강기사

(12.05)

정책속보

(9.58)

건강강좌/행사

(7.04)

자가진단

(6.82)

3월
메인페이지

(18.04)

건강기사

(13.27)

정책속보

(7.68)

건강강좌/행사

(7.50)

건강기사

(6.37)

4월
메인페이지

(21.85)

건강기사

(13.46)

정책속보

(8.46)

자가진단

(7.65)

건강기사

(4.92)

5월
메인페이지

(18.58)

건강기사

(13.70)

신체부 별검색

(7.49)

정책속보

(7.45)

자가진단

(6.93)

6월
메인페이지

(20.15)

건강기사

(14.97)

신체부 별검색

(8.59)

정책속보

(7.09)

건강수칙

(6.05)

7월
메인페이지

(18.46)

건강기사

(14.05)

신체부 별검색

(9.84)

정책속보

(8.51)

건강강좌/행사

(7.69)

8월
이벤트

(37.97)

메인페이지

(35.54)

사이트소개

(5.46)

건강기사

(3.78)

정책속보

(2.52)

9월
이벤트

(29.43)

메인페이지

(26.13)

건강기사

(7.88)

정책속보

(5.95)

자가진단

(3.69)

10월
메인페이지

(41.53)

건강기사

(11.01)

정책속보

(5.88)

자가진단

(4.77)

건강강좌/행사

(4.69)

11월
메인페이지

(20.29)

건강기사

(15.81)

건강수칙

(8.70)

정책속보

(7.67)

건강강좌/행사

(6.79)

12월
이벤트

(30.92)

건강기사

(13.31)

메인페이지

(9.74)

건강수칙

(8.00)

정책속보

(6.12)

  아) 월별 한 번 근 페이지  유율

  ‘건강정보 장’의 한 번 근 페이지는 이벤트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

던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메인페이지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사, 건강

강좌/행사, 정책속보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고를 진행했던 10월에는 메인

페이지의 유율이 61.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를 보고 근했던 이용

자들이 주로 메인페이지만 보고 탈출한 경우로 생각되며, ‘건강정보 장’의 메

인페이지가 이용자들의 심을 확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표 

Ⅳ-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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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 월별 한 번 근 페이지  유율
(단 : %)

기 간 1 2 3 4 5

2월
메인페이지

(27.39)

건강기사

(11.93)

정책속보

(11.87)

건강강좌/행사

(9.36)

자가진단

(5.42)

3월
메인페이지

(27.91)

건강기사

(14.78)

건강강좌/행사

(10.03)

정책속보

(8.79)

건강수칙

(7.03)

4월
메인페이지

(33.84)

건강기사

(13.04)

정책속보

(9.30)

건강강좌/행사

(7.14)

자가진단

(6.04)

5월
메인페이지

(31.39)

건강기사

(14.08)

건강강좌/행사

(8.60)

정책속보

(8.17)

자가진단

(6.38)

6월
메인페이지

(32.98)

건강기사

(16.80)

정책속보

(8.59)

건강수칙

(8.21)

건강강좌/행사

(8.10)

7월
메인페이지

(29.20)

건강기사

(16.36)

건강강좌/행사

(12.05)

정책속보

(10.21)

건강수칙

(5.18)

8월
이벤트

(66.76)

메인페이지

(13.15)

사이트소개

(4.73)

건강기사

(4.13)

정책속보

(2.29)

9월
메인페이지

(38.70)

이벤트

(31.34)

건강기사

(6.43)

정책속보

(4.41)

건강강좌/행사

(4.22)

10월
메인페이지

(61.13)

건강기사

(8.08)

건강강좌/행사(

6.00)

정책속보

(4.13)

건강수칙

(3.89)

11월
메인페이지

(31.68)

건강기사

(14.53)

건강강좌/행사

(10.17)

건강수칙

(8.84)

정책속보

(8.49)

12월
이벤트

(34.49)

건강기사

(13.88)

메인페이지

(13.73)

건강강좌/행사

(8.63)

정책속보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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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정보 장’ 시스템 모니터링

  ‘건강정보 장’은 웹 테스  툴(Coast Web Master 6.0)을 이용하여 웹서버 내

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에 한 오류와 로딩속도, 웹 속성 등을 테스트하고, 웹

페이지의 물리 , 논리  구조로 네비게이션의 구조를 악하고자 하 다.

  웹 테스  툴을 이용한 주기 인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의 수, 총용량, 

일, 이미지, 폼, 자바 스크립트, 자바 애 릿, 메인링크 등의 개수, 임 존재 

여부, 내부링크  외부링크 개수, 앵커 개수 등의 일반 사이트 정보를 지속

으로 유지 리하여 효율 인 사이트 운 을 보장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한다. 한 네비게이션 측면에서 내부와 외부 링크 정보

를 주기  체크하여 오류발생시 오류정보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리자가 

즉시 문제 을 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그림 Ⅳ-5 참조).

〔그림 Ⅳ-5〕 ‘건강정보 장’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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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장’의 경우 다수의 력기 의 건강정보를 이용자에게 링크 서비

스함에 있어서 잘못된 링크나 참조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잘못된 링크나 참조

는 이용자에게 사이트의 신뢰감을 하시킬 수 있어서 지속 인 테스 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건강정보 장’의 웹 테스  결과 내부링크는 1,287개, 외

부링크는 91개, 검증되지 않은 링크는 820개가 존재하 으나, 잘못된 링크나 참

조가 발견되지 않아 우수한 사이트로 평가되었다(그림 Ⅳ-6 참조).

〔그림 Ⅳ-6〕 ‘건강정보 장’ 모니터링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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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시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강정보 장’의 정량  분석을 해서 웹트랜드

를 사용해 이용자 Log분석을 하 다. 분석기간은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체 이용실 과 월별 이용실 으로 나 어 평가하 다.

  2005년 ‘건강정보 장’의 총 방문자수는 101,958명, 1일 평균 방문자는 305명

이었으며, 1회 방문자가 체 방문자의 86.84%로 나타났다. 속 수는 웹 사이

트에서 이용자의 클릭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기간 체 속 수는 6,274,477

개 고, 1일 평균 속 수는 18,785개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를 알 수 있는 최고 페이지는 이

벤트 페이지를 제외하고 메인페이지(16.33%), 건강기사(8.64%), 정책속보(5.04%), 

자가진단(4.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고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속

하는 페이지를 의미하는데, 메인페이지를 통해서 ‘건강정보 장’에 속하게 되

므로 메인 페이지를 제외하면 ‘건강정보 장’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

보는 건강기사라고 할 수 있다.

  최고 탈출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종료하기 에 마지막으로 속한 

페이지로 메인페이지(25.93%), 이벤트 페이지(18.42%), 건강기사(11.3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고 탈출 페이지의 유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

았거나, 해당 콘텐츠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 용되는 것으로 ‘건강

정보 장’의 경우 메인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의 정보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실 에 한 월별 분석을 보면 2005년 월별 방문자 수는 꾸 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고를 실시했던 8, 9, 10월과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

시한 12월의 방문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가장 많

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달은 8월(32,112명)이었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1,035

명이었으며, 한 번 근한 방문자 수는 22,565명으로 나타났다. 월병 평균 방문

시간은 3월에 40분 39 를 기록하여 가장 오랜 방문시간을 보 고, 8월에는 6

분 21 로 가장 짧은 방문시간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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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장’의 방문자 Log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건강기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정보 장’의 주요 목 인 건강정보

검색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해서 극 이고 활발

한 홍보  고 략, 양질의 자료 확보, 이용자 수요에 알맞은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겠다.

  한 웹 테스  툴(Coast Web Master 6.0)을 이용하여 ‘건강정보 장’ 웹서버 

내의 모든 웹 페이지에 한 오류, 로딩속도, 웹 속성 등에 한 테스트 결과, 

내부링크 1,287개, 외부링크 91개, 검증되지 않은 링크 820개가 존재하 고, 잘

못된 링크나 참조가 발견되지 않아 우수한 사이트로 평가되었다



Ⅴ. 「건강정보 장」 홍보  고

1. ‘건강정보 장’ 홍보

  가. 상용검색서비스(검색엔진  디 토리)에 등록 

  2003년도 실시한 설문조사주8)에 의하면 ‘건강정보 이용경로’  검색엔진으로

부터 시작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검색엔진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근이 용이하도록 하

고, 홍보를 해 인터넷 포탈 검색사이트에 ‘건강정보 장' 홈페이지를 등록하

으며 등록정보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검색서비스: 구 , 네이버, 네이트, 다음, 한민국 자정부, 야후코리

아, 엠 스, 천리안

  — 홈페이지 제목: 건강정보 장(www.HealthPark.or.kr)

  — 홈페이지 소개: 국민 개개인이 양질의 건강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보건

의료분야에서 비 리기   공인서비스기 들과 력하여 정확한 건강생

활정보  시스템별 질병정보, 최신 건강뉴스, 건강강좌  행사안내, 

문가칼럼, 자가진단 등을 제공하는 건강포탈사이트

  — 색인어(검색어): 건강, 건강정보, 질병정보, 의료정보, 건강생활, 건강증진, 

방, 보건, 암, 염병, 성인병, 질병, 건강정보 장, healthpark, 헬스

  — 상 검색엔진 유지: 검색건수의 향상

    ∙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와 사이트 등록정보(제목/설명)의 일치도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양질에 충실

주8) 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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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인 사용에 편리한 디자인과 유  인터페이스

    ∙ 최신정보 유지  지속 인 정보 업데이트

    ∙ 웹 사이트의 제목, 설명, 인기도 등의 상 유지

〈표 Ⅴ-1〉 상용검색서비스 등록 황

연도 상용검색서비스

2004

구 (http://www.google.co.kr)

네이버(http://www.naver.com)

네이트(http://www.nate.com)

다음(http://www.daum.net)

야후코리아(http://www.yahoo.co.kr)

엠 스(http://www.empas.com)

천리안(http://www.chol.com)

2005 한민국 자정부(http://www.korea.go.kr)

  나. 력기  활성화: 홈페이지간 상호연결

  ‘건강정보 장'과 정보 력기  간의 배  교환과 ‘건강정보 장’을 링크사이

트에 등록하는 것도 홍보의 방법  하나다. 련기  링크사이트에 등록을 하

면 이용자가 직원  극이용자에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배  교환을 통한 상

호연결은 정보 력기  메인페이지에 등록하여 기  방문자들이 쉽게 연결되어 

력기  사이트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보 력기

 활성화를 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 모든 상호증진의 기회와, 그 외에 그들이 ‘건강정보 장'의 목표달성을 

해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인 자원들을 확인한다.

  — ‘건강정보 장'이 정보 력기 들에게 건강정보  기술 인 조언과 제안

을 하여 력기 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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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배  교환 사이트 황

배  교환 사이트 황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국가복지정보센터(http://www.e-welfare.go.kr)

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다. 홈페이지 내 열린 장 등을 통한 이용자 리

  ‘건강정보 장'의 고정 인 이용자를 상으로 일방 인 달 형태가 아닌 이

용자들이 참여하도록 심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을 지속 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온라인 설문조사: 이용자의 특성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등 조사

  — 토론방: 건강과 련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 참여를 유도

  — 신고센터: 신고된 정보에 한 조속히 처리 통해 신뢰도를 향상

2. ‘건강정보 장’ 인터넷 고

  가. 추진배경  필요성

  ‘건강정보 장’은 모든 국민을 상으로 신뢰성 있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

공하는 목 으로 운 되는 사이트로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기 해 비 리 

는 공익 기 (단체)을 상으로 력 계를 맺고, 력기 들에서 제공하는 건

강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련 사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일반국민, 보건의료 문가, 환자 

 환자가족 등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건강정보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홍보  고는 매우 요하다. 

  웹 사이트 홍보  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고는 인터넷 사용의 폭발 인 증가와 함께 다양한 장 이 있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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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 의 주요한 고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고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사이트에 고용 배 를 게재

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링크시키거나, 검색엔진이나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사이

트를 링크시키고, 그 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이 인

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고객과의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홍보목 으로 구축한 웹 사이트를 통해 기업정보를 소개하고, 제품을 소개하며, 

이벤트 로모션을 실시하고, 상거래 등의 인터넷 마  커뮤니 이션 활동을 

개하는 것을 말한다(강도원, 2003). 

  인터넷 온라인 고는 고 상 선정의 자유로움, 고객과의 상호작용 증 , 

렴한 비용, 새로운 고제작 는 변경용이, 고 상과의 지속 인 피드백 

유도 등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다(김 평, 2002). 

  인터넷 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으로 고를 노출하는 기존 매체와 달

리 특정 다수의 상에게 고를 노출할 수 있으며, 일방 인 고내용만 달

하는 기존의 매체와 달리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고비에 있어서도 고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간단

하기 때문에 이에 한 비용이 다른 매체에 비해 렴하고, 시공간에 따른 제

약이 없어 충분한 정보를 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고가 가능하다. 

한 실시간으로 고효과를 측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어서 효과측정이 용이하

고, 정량화된 고효과를 통한 합리 인 고비 산정이 가능하기도 하다.

  인터넷 고의 유형을 나 는데 있어서 재까지도 이에 한 정확하고, 체

계 인 분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장 고 인 유형이면서 보편 이

고,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 (banner) 고가 있다. 이것은 웹페이지 

내의 특정 치에서 사각형의 띠 모양으로 표 되며, 해당 고가 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웹페이지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배  고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운 인 건강정보 

포털 사이트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주9)와 연정보  온라인 연

주9) 1998년 시작된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제1차 사업에서 개발을 시작하여 1999년 

‘건강길라잡이(Health Guide)’라는 홈페이지로 오 하여 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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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로그램을 제공하는 ‘ 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주10)의 

홍보에도 사용되어 웹 사이트 방문자 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목

  ‘건강정보 장’ 고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건강정보 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용한 건강정보를 제공한

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 주요 이용 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찾고 

있던 이용자들로 하여  사이트에 한 강한 인상을 다.

   — 주요 이용자 이외의 다른 이용 상자들에게 지속 으로 ‘건강정보 장’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임을 증명한다.

  다. 상

  ‘건강정보 장'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가운데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해 정보 력기 (information partners)에서 운 하는 웹 사이

트의 신뢰할만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편리한 이용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

터넷 건강정보 연계시스템으로 운 한다. 건강정보를 얻기 해 인터넷을 이용

하는 이용자는 극  이용자로 주요 상이며, 그들은 사이트의 더 높은 인지

도와 더 빠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송태민 외 8인, 2004).

주10)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인터넷으로 연정보의 제공과 온라인상의 연교육을 통해 

연에 한  국민  공감  형성을 하여 ‘ 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 있다(송태민 외 5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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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상의 건강정보 이용자

  2005년 12월말 재 만6세 이상 국민 가운데 72.8%가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된 이용 용도는 ‘자료  정보검색’이 ‘이메일/채  

의사소통’과 같이 86.9%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 한

국인터넷진흥원). 

2) 보건 문가

  의사들, 공동체의 간호사들, 보건 실무자, 약사 등 문/ 리직 종사자들은 

94.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2005, 한국인터넷진흥원), 문분야에서 항

상 최신의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더욱 많이 이용한다.

3) 공서 내부 이용자

  공서의 공무원들에게 ‘건강정보 장’의 활동과 발달을 지속 으로 알리는 

것도 요한데, 그것이 사이트의 타당성과 장려 략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

는 새로운 연계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 외 집단들

  ‘건강정보 장'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한 게이

트웨이 시스템(gateway system)이므로 여러 보건 련기 들과 정보 력 계를 

맺어 정보연계시스템을 운 하므로 정보 력기  직원  방문자들도 연계될 

수 있다.

  라. 개요  내용

  체 고 기간은 2005년 8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네이

버와 엠 스 등 2개의 고매체를 통해 고하 다. 인터넷 고는 온라인 

고 행사주11)에 의뢰하여 실시하 다(표 Ⅴ-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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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고매체별 개요

매체 네이버 엠 스

기간 2005. 8. 8～2005. 9. 6 2005. 9. 1～2005. 11. 1

형식
래시 배 를 통한 퀴즈 이벤트

텍스트 배  고

래시 배  고

텍스트 배  고

배 치
뉴스서  스퀘어, ROS 스카이스크

래퍼, 메인화면 이벤트텍스트

메인화면 텍스트, 메인화면 우하단 

배 ,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 서 화면 배 (메인), 서 화

면 뉴스 텍스트(이미지), 서 화면 

뉴스텍스트, 서 화면 엠팔텍스트,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 서 화

면 로그인아웃 배

일일

최고 CTR
0.06% 0.04%

고기간 

평균 CTR
1.18% 0.34%

1) 네이버(http://www.naver.com)

  2005년 8월 8일부터 2005년 9월 6일까지 4주간 래시 배 와 텍스트 배 를 

사용하여 고하 고, 퀴즈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 다. 배 는 ‘건강정보

장’의 존재와 함께 퀴즈 이벤트 진행을 알리는 내용으로 래시 형식과 고문

구를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 형식으로 구성하 다(그림 Ⅴ-1참조). 

주11) (주)DNA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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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네이버 퀴즈이벤트 래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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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서 진행한 고는 퀴즈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 으며, 이용자들이 

래시 배 를 클릭하면 ‘건강정보 장’ 이벤트 페이지와 연결되어 그곳에서 

퀴즈에 답을 하고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림 Ⅴ-2 참조).

  퀴즈 이벤트 한 응모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 총 9,403명이 

이벤트에 응모하 으며, 이  200명을 컴퓨터 추첨하여 경품을 지 하 다. 이

벤트 당첨자는 ‘건강정보 장’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서 공지하 다.

  이벤트 퀴즈는 2문제로 ‘건강정보 장’의 문이름(healthpark)과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에 한 것으로 구성하 다. 이는 건강정보 이

용자들이 문제에 응답함으로써 ‘건강정보 장’(HealthPark)’이라는 웹 사이트를 

인식하고, 사이트의 목   성격을 이해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장’을 홍보하

고자 하 다.

〔그림 Ⅴ-2〕 네이버 퀴즈이벤트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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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엠 스(http://www.empas.com)

  엠 스에서 실시한 고는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1월 1일까지 60여일

간 실시되었고, 네이버 고와 달리 특별한 이벤트 없이 래시 배 와 텍스트 

배 를 통해서만 고를 실시하 다. 래시 배 는 2종류의 배 를 제작하여 

9월과 10월 각각 다른 배 를 사용하 다(그림 Ⅴ-3, Ⅴ-4 참조). 

〔그림 Ⅴ-3〕 엠 스 2005년 9월 래시 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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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엠 스 2005년 10월 래시 고 배

3. 인터넷 고 실 분석

  가. 네이버 배 별 실 분석

  래시 배  치는 뉴스서  스퀘어, ROS 스카이 스크래퍼에 게재하 고, 

텍스트 배 는 메인화면 이벤트텍스트에 게재하 다. 

  뉴스서  스퀘어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뉴스섹션에서 각 기사의 우측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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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40*240pixel/30K 사이즈이다. 고기간 체 노출 수는 9,024,270이고, 클릭 

수는 19,441이며, 고기간 평균 CTR주12)은 0.22%로 나타났다. 고 기간  일

일 최고 클릭 수는 1,115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44% 다(그림 Ⅴ-5 참조).

〔그림 Ⅴ-5〕 네이버 뉴스서  스퀘어 고화면

  ROS 스카이스크래퍼는 148*600pixel/30K이하 사이즈로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

색, 지식iN, 날씨, 사  등에 나타난다. 고기간 체 노출 수는 2,740,757이고, 

클릭 수는 14,507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53%로 나타났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1,145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1.18%로 높게 나타났다(그

림 Ⅴ-6 참조).

주12) CTR(click through rate)이란 배 고를 보고 그 고를 클릭하는 사람의 비율로, 사용자의 

능동 인 행 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고에 한 주목과 고 페이지로의 이동을 보

증해 주는 지표이며(최환진, 2000), 계산법은 (클릭수/노출수)×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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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네이버 ROS 스카이스크래퍼 고화면

  메인화면 이벤트텍스트는 메인화면 좌측 간에 치한 것으로 한  12자로 

표 된다. 고기간 체 노출 수는 93,041,752이고, 클릭 수는 23,928이며, 고

기간 평균 CTR은 0.03%로 나타났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1,438

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6%를 기록하 다(그림 Ⅴ-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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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네이버 메인화면 이벤트텍스트 고화면

  네이버 온라인 고에 한 체 노출 수는 104,806,779이고, 체 클릭 수는 

57,876이었으며, 체 CTR은 0.06%로 나타났다. 각각 배 의 효과를 클릭수로 

비교하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배 는 메인화면의 이벤트텍스트 배

(23,928) 으나 노출 수가 다른 배 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 CTR은 0.03%로 가

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각 배 의 고효과를 CTR로 비교하 을 때는 ROS 

스카이스크래퍼 배 가 노출 비 클릭률이 가장 높은 0.53%로 나타났다(표 Ⅴ

-4, 그림 Ⅴ-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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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네이버 배  치별 CTR

고 치 노출 수 클릭 수 CTR

계 104,806,779 57,876 0.06%

뉴스서 스퀘어 9,024,270 19,441 0.22%

ROS스카이스크래퍼 2,740,757 14,507 0.53%

메인화면이벤트텍스트 93,041,752 23,928 0.03%

〔그림 Ⅴ-8〕 네이버 배  치별 노출 수  클릭 수

위
치
별

노
출
수

및

클
릭
수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70,000,000

80,000,000

90,000,000

100,000,000

뉴스서브스퀘어 ROS스카이스크래퍼 메인화면이벤트텍스트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IMP Click

  나. 엠 스 배 별 실  분석

  엠 스의 배  치  래시 배 가 게재된 장소는 엠 스 홈페이지 내의 

메인화면 우하단 배 ,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 서 화면 배 (메일), 

서 화면,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 서 화면 로그인아웃 배  등이며, 텍스트 

배 가 게재된 곳은 메인화면 텍스트와 서 화면 뉴스텍스트, 서 화면 엠팔텍

스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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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배 는 255*85pixel/20K 사이

즈로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게재되었다. 고기간 체 노출 수

는 6,207,891이고, 클릭 수는 7,458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12%로 나타났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2,043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34%

다(그림 Ⅴ-9 참조).

〔그림 Ⅴ-9〕 엠 스 메인화면 우하단 배  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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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는 엠 스 홈페이지 내 뉴스, 지식검색, 검색

결과 등의 섹션 우측에 나타나는 것으로 240*240pixel/20K 사이즈이다. 이 배

는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고, 고기간 체 노출 수는 

4,200,280이고, 클릭 수는 1,132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3%를 기록하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28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5% 다(그림 

Ⅴ-10 참조).

〔그림 Ⅴ-10〕 엠 스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 고화면

  서 화면 배 (메일)는 디 토리  엠 스 메일 섹션의 상단에 치하며 

764*60pixel/30K 사이즈로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다. 고

기간 체 노출 수는 4,200,171이고, 클릭 수는 1,017이었으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2%를 기록하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29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4% 다(그림 Ⅴ-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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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엠 스 서 화면 배 (메일) 9월, 10월 고화면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는 엠 스 홈페이지의 랭킹 섹션 우측에 나타나고, 

150*500pixel/30K 사이즈로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다. 고

기간 체 노출 수는 1,159,551이었고, 클릭 수는 255이며, 고기간 평균 CTR

은 0.02%를 기록하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14이었고, 일일 최

고 CTR은 0.04% 다(그림 Ⅴ-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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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엠 스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 고화면 

  서 화면 로그인아웃 배 는 엠 스 홈페이지의 로그인아웃 섹션 우측에 나

타나고, 380*280pixel/20K 사이즈로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

다. 고기간 체 노출 수는 1,10,016, 클릭 수는 1530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14%를 기록하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44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34% 다(그림 Ⅴ-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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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엠 스 서 화면 로그인아웃 배  고화면

  텍스트 배  고는 메인화면, 뉴스, 엠팔 등 3곳에서 진행되었다. 메인화면 

텍스트는 1 (띄어쓰기 포함 10자 이내)에 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 하는 

것으로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치하고 있다.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

지 게재되었고, 고기간 체 노출 수  클릭수가 각각 10,110,697, 743이었으

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1%를 기록하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181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1% 다.

  서 화면 뉴스텍스트는 이미지 없이 2 의 고문구로 뉴스 섹션에서 각각의 

기사 하단에 나타나고,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다. 고기간 

체 노출 수 는 2,420,533이었고, 클릭 수는 501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2%로 나타났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25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8% 다(그림 Ⅴ-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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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엠 스 서 화면 뉴스텍스트 배  고화면

  서 화면 뉴스텍스트(이미지)는 65*65pixel사이즈의 이미지와 3 의 고문구

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뉴스 섹션에서 각 기사 내용의 최하단에 치한다.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으며, 고기간 체 노출 수는 

35,039,196이었고, 클릭 수는 13,254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4%로 나타났

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15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5% 다

(그림 Ⅴ-15 참조).

〔그림 Ⅴ-15〕 엠 스 서 화면 뉴스텍스트(이미지) 배  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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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화면 엠팔텍스트는 40**22pixel사이즈의 이미지와 1 (띄어쓰기 포함 12

자)의 고문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메일서비스에서 우측 상단에 치한다.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게재되었으며, 고기간 체 노출 수는 

1,800,283이고, 클릭 수는 126이며, 고기간 평균 CTR은 0.01%로 나타났다. 

고 기간  일일 최고 클릭 수는 7이었고, 일일 최고 CTR은 0.02%를 기록했다

(그림 Ⅴ-16 참조).

〔그림 Ⅴ-16〕 엠 스 서 화면 엠팔텍스트 배  고화면

  엠 스 온라인 고에 한 체 노출 수는 33,119,309이고, 체 클릭 수는 

13,008이었으며, 고기간 체 CTR은 0.04%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

이 클릭한 배 는 메인화면의 우측하단 배 (7,458)이고, 클릭수가 가장 은 

배 는 서 화면 엠팔 텍스트 배 (126) 다. 체 CTR로 비교하면 가장 높은 

CTR을 기록한 배 는 메인화면 우측하단 배 로 0.12% 고, 가장 낮은 CTR을 

기록한 배 는 메인화면 텍스트 배 (0.001%)로 나타났다(표 Ⅴ-5, 그림 Ⅴ-17 

참조). 

  엠 스 고에서는 메인화면의 래시 배 에 한 클릭 수  CTR이 가장 

높아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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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엠 스 배  치별 CTR

고 치 노출 수 클릭 수 CTR

메인화면 텍스트 10,110,697 743 0.001%

메인화면 우하단 배 6,207,891 7,458 0.12%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 4,200,280 1,132 0.03%

서 화면 배 (메일) 4,200,171 1,017 0.02%

서 화면 뉴스텍스트 2,420,533 501 0.02%

서 화면 뉴스텍스트(이미지) 1,919,887 246 0.01%

서 화면 엠팔텍스트 1,800,283 126 0.01%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 1,159,551 255 0.02%

서 화면 로그인아웃 배 1,100,016 1,530 0.14%

계 33,119,309 13,008 0.04%

〔그림 Ⅴ-17〕 엠 스 배  치별 노출 수  클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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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시사

  국민의 건강증진을 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

보 장’의 활용을 해서 홍보  고는 홈페이지 구축 후에 지속 으로 이루

어져 왔다. 주요 홍보 방법으로 구 ,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상용 검색서

비스에 등록하 고, 련기   정보 력기 의 홈페이지에 배  교환을 하

으며, 2005년도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고를 실시하 다.

  온라인 고를 실시한 매체는 네이버와 엠 스로, 고기간은 2005년 8월 8

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3달간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매체에 래시와 텍스트 

배  고를 실시하 다. 8월 실시한 네이버의 고는 퀴즈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총 9,403명이 이벤트에 참여하 다. 엠 스는 9월과 10월에 진행되었

으며, 특별한 이벤트 없이 배 를 이용하여 ‘건강정보 장’을 홍보하 다. 

  네이버 고의 체 CTR은 0.06%이며, 배 별 CTR은 뉴스서  스퀘어 

0.22%, ROS 스카이스크래퍼 0.53%, 메인화면 이벤트 텍스트 0.03%로 나타났다. 

엠 스 고의 체 CTR은 0.04%이었으며, 배 별 CTR은 메인화면 텍스트 

0.001%, 메인화면 우하단 배  0.12%, 서 화면 배 (지식, 검색, 뉴스) 0.03%, 

서 화면 배 (메일) 0.02%, 서 화면 뉴스텍스트 0.02%, 서 화면 뉴스텍스트

(이미지) 0.01%, 서 화면 엠팔 텍스트 0.01%, 서 화면 스카이스크래퍼 0.02%, 

서 화면 로그인아웃 배  0.14%를 기록하 다. 

  네이버 고를 통해서 배 의 사이즈가 클수록 고 상자들이 클릭을 많이 

하며, 텍스트 배 보다 래시 배 가 시선을 끄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이벤트를 실시한 네이버 고의 체 CTR(0.06%)이 이벤트 없이 진행

한 엠 스 고의 체 CTR(0.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진행시에 이

벤트를 활용하면 고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벤트를 실시할 경우 경품 지 에 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벤트 고를 진행

하되 경품 신 다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 고실 에 한 세 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홍보  고 략에 이를 

활용하여 은 비용으로 최 한의 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건강정보 장｣ 추가개발

1. 시스템 보완  추가개발

  가. 개발과정

  ‘건강정보 장’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해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건강정보 

검색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2003년도에 개발하여, 지속 으로 

시스템 개선사항  문제 을 악하고 이용자 수요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 다. 2005년도 시스템 추가개발은 2004년까지의 구축된 시스템의 문

제  분석, 추가요구 사항의 수집  분석, 정보기술 동향분석, 외국 건강정보

서비스 동향, 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효과 인 리방안으로 추

가개발의 방향  내역을 도출하 다. 도출된 추가개발 내역은 업무의 요도

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 를 결정한 후 련 문가의 자문  개발 과 

의를 거쳐 보완  추가개발을 확정하 다(그림 Ⅵ-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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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2005년도 시스템 개발 과정

기본전략수립

시스템 운영현황 및 분석시스템 운영현황 및 분석

2005년도
추가 개발방향 및 내역 도출

2005년도
추가 개발방향 및 내역 도출

시스템 개발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험운영 및 평가시스템 시험운영 및 평가

시스템 운영삼의 문제점
분석 및 평가

시스템 운영삼의 문제점
분석 및 평가 외국동향분석외국동향분석

  나. 추진일정

  ‘건강정보 장’시스템의 개발은 과년도 시스템 분석, 시스템 운 상의 문제  

분석, 문가 자문 등의 기 연구에 근거하여 진행하 다. 구체 인 단계별 세

부추진 일정은 건강정보 수요분석, 추가개발 기본계획, 추가개발, 기술 이   

사용자 교육, 테스트  시험운  단계의 5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 다(표 Ⅵ-1 

참조). 

  건강정보 수요 조사  분석, 요구사항 수집  분석, 정보구조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추가개발 기본계획은 추가개발 계획수립, 정보구조 설계, 

디자인 가이드작성 과정으로 추진하 다. 추가개발 과정은 화면설계, DB설계업

무를 병행하여 수행 후 HTML코딩, 어 리 이션 개발 단계를 추진하 다. 테

스트  시험 운 에 있어서는 가장 먼  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류를 체크

하고 보완 후에 통합테스트를 실시하 고, 통합테스트에서 발견된 오류 제거 

후 시험 운   서비스 운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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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건강정보 장’시스템 개발의 세부추진일정

로젝트 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강정보 수요분석

 - 건강정보 수요조사/분석

 - 요구사항 수집/분석

추가개발 기본계획

 - 추가개발 계획

 - 정보구조설계

 - 디자인 가이드 작성

추가개발

 - 화면설계

 - DB 설계

 - HTML 코딩

 - 어 리 이션 개발

기술 이   사용자교육

 - 기술이   교육

테스트  시험운

 - 단 테스트

 - 통합테스트

 - 시험운

 - 서비스 운

  다. 추진  운  조직

  2005년도 ‘건강정보 장’시스템 구축  운 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심

으로 총 기획 , 자문 , 개발 , 리‧운 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그림 Ⅵ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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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추진  운  조직

자문팀 개발팀

총괄기획팀

책임연구자 및
전담연구인력 등

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업무 종사자 등

SI 전문인력 등

관리/운영팀

시스템 운영 및
업무지원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운영팀

‘건강정보광장’ 총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리‧운 은 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   리 업

무 등 ‘건강정보 장’ 구축을 한 반 인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총 기

획 으로 가장 추 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 은 학계, 련기   단체 등의 문가  련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사용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개발

은 문 SI업체로 업무 분석, 설계, 구  등을 지원하며, 운   지원 은 

시스템 운   기타 업무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표 Ⅵ-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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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건강정보 장’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조직별 업무  역할

추진조직 업무  역할

주 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총 기획

‧사업총

‧SI 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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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연구기   

련 문가
자문

‧연구 방향 제시

‧개발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시스템 사용  평가

SI 문업체 개발

‧시스템 기획  설계

‧시스템 개발  구

 (디자인, 코딩, 로그램 작업)

‧운 교육  기술 이

‧결과 산출물 품질 리

  라. 개발내용

1) 과년도 개발내역

  1차년도(2002) ‘건강정보 장’은 크게 3부분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첫째, 인

터넷 건강정보의 검색‧수집‧분류‧평가‧ 리 등의 기능 인 내용을 포함하는 인

트라넷(Intranet) 시스템, 둘째, 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이용자들에게 건강정보

련 검색서비스  부가서비스(건강 련 뉴스  강좌 확인 등)와 그릇된 건

강정보의 신고  포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시스템, 셋째, 인터

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들의 등록  평가 련 웹 사이트 시스템이다. 

  2차 년도에서는 기존의 단순검색에서 다양한 검색을 한 검색창 기능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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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도입), 정보 력기 에 한 력기  리스트 제공과 력기  마크 

발   리 기능을 강화하 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의 이용 활성화를 한 커

뮤니티 공간인 토론방추가, 사이트 소식 달  이용활성화를 한 웹진/메일

링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시의성 있는 건강 련 주제에 한 문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문가칼럼 추가  리자를 한 Web 버  매뉴얼을 제공

하 다.

  3차 년도에는 신규서비스 개발과 기존서비스의 보완개발에 을 두어 실시

하 다. 신규개발 내용은 생애주기 DB를 생성하여 생애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추천어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검색방식에 추천어 리스트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벤트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벤트를 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병원찾기 배 의 제작  링크 

작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병원  약국 찾기 페이지로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

다. 한 ‘건강정보 장’의 배 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장’의 

홍보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보완개발 내용으로는 분류기

능을 개선하여 정보의 분류를 용이하도록 하 으며 메인페이지의 디자인 리뉴

얼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자가진단 결과보기 시스템을 변경하여 이용자들에게 자가진단결과 해

석을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 으며 이용자 심으로 UI  용어를 

정리하 다.

2) 2005년도 개발내용

  4차 년도에서는 1, 2, 3차 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의 문제 을 악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 으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리자의 효과 인 리 방안을 수집‧

분석하여 최 의 서비스 운   시스템 구축을 한 추가개발 내역을 도출하

다(표 Ⅳ-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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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2005년도 ‘건강정보 장’ 개발내용

구분 개발 시스템 세부 내용

신규

개발

신체질량지수

(BMI)

신체질량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산기를 추가하여 건강상

태를 한국인기 과 국제기 에 맞춰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시작페이지 기능
‘건강정보 장’을 시작페이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하여 이용자의 근성을 높이고자 함.

즐겨찾기 기능
‘건강정보 장’을 즐겨찾기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여 이용자의 근을 용이하게 함.

보완

개발

문가칼럼
건강생활정보와 질병정보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심 있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함.

건강수칙
건강생활정보와 질병정보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심 있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함.

자가진단

- 건강생활정보와 질병정보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심있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함.

- 질문문항에 한 답변방식을 다변화하여 여러 가지 유형

의 자가진단을 제공하고자 함.

건강정보검색

- 바로가기: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검색

결과를 지원하고자 함.

- 콘텐츠 가이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검색어에 한 정

보를 지원하고자 함.

- 추천어 사 :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유사한 개념의 

추천 용어를 지원하고자 함.

- 건강정보: 이용자의 검색어에 맞는 문가칼럼, 건강수칙 

등 운 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함.

- 디 토리: 검색어와 련성 있는 카테고리 정보를 지원.

- 종합 문요양기 : 이용자의 검색어와 련 있는 종합

문요양기 의 정보를 지원

- 일반문서: 이용자의 검색어와 련 있는 HWP, PDF,

  MS-Office 일 등을 지원

- 이미지: 이용자의 검색어와 련있는 이미지를 지원

- 동 상: 이용자의 검색어와 련있는 동 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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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계속

구분 개발 시스템 세부 내용

보완

개발

건강강좌/행사 지역을 상단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정보 근성을 용이하게 함.

건강기사
건강생활정보와 질병정보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심 있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함.

건강정보 이용 

동향

기존의 건강정보 질 리와 건강정보 이용 동향을 

통합하여 제공함.

정책속보
기존의 공지사항을 정책속보로 제목을 변경하여 정보의 

성격을 정확하게 함.

력사이트

력기 을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력기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

  가) 이용자 측면

  — 첫 화면(메인화면) 재설계: 재 추세에 맞게 간단하고 직 인 디자인을 

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

  — 항해(navigation)기능 보강: 검색 카테고리 네비게이션을 정리하여 이용자

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함.

  — 연령 별 검색: 연령 별로 원하는 정보 제공

  — 추천어 기능 추가: 건강정보 검색결과 화면에 추천어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  련된 건강정보 습득을 용이하게 함.

  — 인기검색어 표 논리 변경: 1달 단 를 1주일 단 로 이용자들에게 검색

순 를 제공

  — 병원 검색기능 추가: 의료기  검색 페이지에 링크되어 원하는 지역의 의

료기  검색 가능

  — 배  제작: 다양한 ‘건강정보 장’ 배  제작하여 내려받을 수 있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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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자 측면 

  — 통합검색 모듈 업그 이드: 웹문서 수집기, 색인기, 자사 , 질의어 처리

기, 스 쥴링 모듈 업그 이드

  — 검색기능 커스트마이징: 생애주기별 다  검색 결과 제공과 추천어 검색 

기능 추가  삭제

  — 카테고리 리기능 강화: 분류별( ‧ ‧소) 카테고리 정보 추가, 삭제, 수

정을 리자가 직  입력방식 제공하여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 DB 생성: 수집된 건강정보를 생애주기별로 분류 기능

  — 웹진 편집기 기능 강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1개만 업로드 할 수 있었으

나 다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강화 

  — 이벤트 리시스템 개발: 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벤트 리가 가능하

도록 구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메인 페이지에서 핸들링이 가능

  — 자가진단 시스템 변경: 출처  문항 입력 자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

업가능하며, 결과  해석 여백 자동 조 과 제목 입력 필드를 추가함.

3) 화면설계

  ‘건강정보 장’은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써 다양한 이용 상의 편의를 고려한 화면구성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복잡한 화면구성이나 기능보다는 사용하기 쉽고 편안한 분 기의 화면구성을 

목표로 설계하 다(그림 Ⅵ-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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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건강정보 장’ 시스템 메인페이지(화면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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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주얼

정보서비스

관련기관

기관소개

메인메뉴

4) 데이터베이스 설계

  ‘건강정보 장’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로 구축하 으며, 정보 력기 에서 

건강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표단어로 평가DB에 재된 데이터를 평가한 후 

서비스 DB에 생성된 건강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005년도에는 통합검색서

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검색 DB에 한 재설계를 실시하 다(그림 Ⅵ-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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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건강정보 장’의 검색 DB 계도

5) 통합검색서비스

  다양한 건강정보에 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검색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이 검토되었다. 이에 ‘건강정보 장’에서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첨부 일  멀티미디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여 카테고리에 따른 건강정보를 구성

하기 하여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건강정보 장’ 통합검색 시

스템은 어 리 이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일공유, 웹 페이지로부터 수집된 

건강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색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그

림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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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건강정보 장’ 통합검색 시스템 구조도

  ‘건강정보 장’의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건강정보를 디 토리별로 구분하여 

검색엔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 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

다. 기존의 수집된 정보와 새로 수집할 정보 모두 ‘건강정보 장’의 디 토리에 

장되며 리‧운 에서는 디텍토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리할 수 있다

(그림 Ⅵ-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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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건강정보 장’ 디 토리 시스템 구조도

 

  2005년 추가개발에서 가장 심이 되는 것은 ‘건강정보 장’의 통함검색 서

비스이다. 통합검색 서비스의 주요 개발 내용은 건강정보 검색 상의 확장, 건

강정보 웹디 토리 서비스 구축, 건강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안정성과 확

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정보 검색 상 확장은 기존에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여 

정보수집이 제한 이었으나 추가개발을 통해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문서, 

이미지 일, 음성 일, 동 상 일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

도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표 Ⅵ-4 참조). 

  건강정보 웹디 토리 서비스 구축은 국내외 건강 련 웹 사이트와 콘텐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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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효율 인 리자 툴을 제공

하 다. 이러한 리자 툴을 이용하여 디 토리의 생성  삭제, 디 토리내 정

보의 복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정보의 분류  구성이 편리해졌다.

  건강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은 DB자료, 웹디 토리 콘텐츠, 웹페이지, 일

반문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강정보 장’

의 자료수집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의 ‘건강

정보 장’은 비 리를 추구하는 학회  단체, 공공기 , 보건소 등과 력을 

맺고 력기 에서 운 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력을 맺을 수 

있는 기 의 수에 한계가 있었고, 좋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이트의 운

주체가 력기 의 조건과 맞지 않아 력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다. 

그러나 통합검색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서 리‧운 에서 지정하는 사이트 내

의 정보를 수집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증가

하 다.

  리‧운 에서 검토 후에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력기 을 맺지는 않

았지만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로 검색결과에서 력기 의 정보

와 함께 구분되어 나타난다(그림 Ⅵ-7 참조).

  ‘건강정보 장’ 리‧운 에서는 통합검색 서비스 활용을 해 1차 으로 

종합 문요양기 의 사이트를 자료 수집 상 사이트로 지정하 다. 종합 문

요양기 은 3차의료기 의 새로운 명칭으로 이들이 운 하는 사이트에는 다양

한 동 상 일과, 이미지 일, 문서형식 일이 제공되고 있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종합 문요양기 이 리를 추구하는 기 이므로 지 까지 정보

력기 에서는 제외 상이었다. 종합 문요양기 에서 수집한 자료는 검색결

과에서 분류되어 나타나며 종합건문요양기 에 한 설명  ‘건강정보 장’과 

력을 맺지 않은 기 이라는 내용의 경고문구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들 스스

로 건강정보에 해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은 지속 이고 안정 인 

건강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검색 문기기(Search Appliance)를 도입하

고, 양질의 인터넷 건강정보 콘텐츠를 지속 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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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통합검색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구분 서비스 정의

통합검색

웹문서
력기   종합 문요양기 으로 구분되어 웹문서 

검색결과 제공

일반문서
력기   종합 문요양기 으로 구분되어 일반문서 

검색결과 제공

이미지
력기   종합 문요양기 으로 구분되어 이미지 일 

검색결과 제공

동 상
력기   종합 문요양기 으로 구분되어 동 상 일 

검색결과 제공

콘텐츠 

가이드
검색어에 따른 등록된 가이드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검색어에 따른 등록된 바로가기 사이트 정보 제공

추천어사 검색어에 따른 다양한 검색어 련 추천어 맵 제공

디 토리

건강정보
기존 건강생활, 질병정보 분류 서비스 디 토리화 검색 

서비스 제공

문가칼럼 문가칼럼 디 토리화 검색 서비스 제공

연령 별 연령 별 정보 디 토리화 검색 서비스 제공

신체부 별 신체부 별 정보 디 토리화 검색 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장’은 통합검색 결과는 추천어 사 , 디 토리 안내, 건강정보 

DB( 력기 에서 수집하여 리하고 있는 정보), 력기 에서 제공하는 문서 

등이 종합 으로 제공된다(그림 Ⅵ-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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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건강정보 장’ 통합검색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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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가. 하드웨어/네트워크 구성

  하드웨어의 구성은 크게 수집‧평가된 건강정보를 장  리하기 한 데

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보호를 한 방화벽 서버, 신뢰할 수 있

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한 웹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건강정보의 검색기능  디 토리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하여 검색 서버를 추가 구축하 다(그림 Ⅵ-8 참조).

〔그림 Ⅵ-8〕 ‘건강정보 장’ 하드웨어/네트워크 구성도

협력기관

이용자
(국민)

정보요청

Internet

정보서비스

정보 제공

정보
서비스

정보요청

‘건강정보광장’ 시스템

Router

CSU 내부사용자 및
운영자 시스템
• Windows
• Explorer 

SUN SF 280R
• 웹서버
데이터서버

• Apache, PHP, 
Javascript  

Ultra 60 WS U/60 
• 방화벽 서버
• Secure Works

Ethernet 

Repia Search 
Appliance S1003
• 검색시스템
• 웹 디렉토리 서버

  ‘건강정보 장’ 시스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운

되며, 웹 서버, 통합검색 서버, 방화벽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표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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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건강정보 장’ 하드웨어  네트워크 내역

구분 항 목 사     양 수량

하드

웨어

웹 서버

SUN SF 280R

 - 900MHz UltraSPARC-Ⅲ

 - Main Memory

   ‧1GB(256MB*4)

 - Hard Disk

   ‧73GB 10k-RPM

 - Cache 8MB 

 - 10x DVD DRIVE

 - PGX64 CARD W/VIDEO ADAPTOR

 - 10/100Mbps LAN CARD

 - Power 560w*2

 - Solaris 8

1

통합검색 서버

Repia Search Appliance S1003

 - CPU :Intel 3.0 Ghz *2

 - Memory : 1GB(512MB * 2)

 - HDD : 73GB SCSI 

 -외형 : 1U Rack Mountable

 - Linux Enterprise 9

1

방화벽 서버

Ultra 60 WS U/60 

 - 450Mhz UltraSPARC CPU * 2개

 - 512MB Main memory * 2개

 - Internal 36.4GB UltraSCSI disk

 - 32X CD-ROM Driver

 - 17" SUN Color Monitor

 - PCI 10/100BASET NIC 

 - Solaris 7 

1

네트

워크

Switching

장비

SS3 4400 Switch Hub(3C17203) 1

SS3 3300XM Switch Hub(3C16985B) 1

Stackable

HUB

Switch 3COM ONCORE System 1

Switch Hub(3C16465C) 4

Switch Hub(3C169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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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 트웨어 구성

  주요 소 트웨어 구성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 고 

웹서비스를 한 Apache Web Ser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 어 리 이션 개발

툴은 PHP4.0을 사용하여 구 하 다. 한, 정보검색의 용이성을 하여 Repia 

검색엔진을 탑재하 으며, 허가받지 않은 외부 근이나 침입으로부터 정보보

호를 하여 보안시스템을 도입 운 하고 있다(그림 Ⅵ-9, 표 Ⅵ-6 참조).

〔그림 Ⅵ-9〕 ‘건강정보 장’ 소 트웨어 구성도

웹서버

TCP/IP

UNIX

Apache

MySQL

Javascript PHP

방화벽서버

TCP/IP

UNIX

SecureWorks

운영자 PC

TCP/IP

Windows

Explorer 5.x

Oracle Client

Repia Search Engine

JSPHTML

통합검색서버

TCP/IP 

Linux 

Apache2

My SQL

Javascript PHP 

RSS RWDS 

웹서버

TCP/IP

UNIX

Apache

MySQL

Javascript PHP

방화벽서버

TCP/IP

UNIX

SecureWorks

운영자 PC

TCP/IP

Windows

Explorer 5.x

Oracle Client

Repia Search Engine

JSPHTML

통합검색서버

TCP/IP 

Linux 

Apache2

MySQL

Javascript PHP 

RSS

HTML 

RW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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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건강정보 장’ 소 트웨어 내역

구  분 설  명

MySQL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를 제어하는 S/W 어 리 이션

Apache 1.3.9 인터넷 서비스를 한 Web Server용 S/W 어 리 이션

Secure Works Server용 보안(방화벽) S/W 어 리 이션

Rapia Seach Engine 검색엔진

WebTrend Log Analyzer 8.0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황 분석 S/W 어 리 이션



Ⅶ. 결론  정책  제언

1. 결론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도구이며 건강생활  건강증진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유용하고 

믿을만한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필요 시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건강정보 장’은 보건의료 문기 들과 력 계를 맺고 믿을

만하고 유용한 건강정보들을 수집하고 리하며 이용하기 쉽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건강정보의 검색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요구를 입력하여 검

색하는 일반검색  상세검색이 가능하며, 분류별 검색, 신체부 별 검색, 한

자모순 검색(ㄱ, ㄴ, ㄷ, ...), 인기검색어를 통한 검색 등 이용자들의 이용요구 내

용을 최 한 반 하여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 으며, 건강정보 제공자 는 이용

자들이 건강정보를 제공 는 이용함에 있어서 수하거나 숙지하여야 하는 내

용들(인터넷 건강정보출 표   이용지침 등), 건강 리지침, 불건  건강정보

의 신고센터, 건강뉴스, 건강강좌, 자가진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의 질

병 방  건강증진활동에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2005년도에는 지 까지 개발된 시스템을 본격 으로 서비스하 으며, 고 

 홍보, 건강정보의 수집  리, 사이트의 개편을 통한 이용자들의 용이한 

근  검색 등에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

른 건강정보 요구에 합시킨 유용한 건강정보 달 매체로서 국민들의 건강지

식을 함양하는 보건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  질병

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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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활용성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첫째, 양질의 건강정보의 활용을 진한다. 양질의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

여 개인의 선택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유해한 건강정보를 통제하고 양질의 

건강정보 유통을 진한다.

  둘째, 양질의 건강정보의 제공  유통을 진한다. 인터넷 건강정보 출 표

을 제시하여 보건의료기 과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로 하여  건 한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건강정보의 사회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유해한 인터넷 건강정

보의 활용으로 인한 불건강  질병의 방, 건강서비스 구매에서 래되는 재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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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자 하는 력기 의 웹 사이트와 연계하여 게

이트웨이방식으로 운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시스템은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비

추어 볼 때 지속 으로 개선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핵심 으로 제공

하는 건강정보  콘텐츠들이 력기 들로부터 수집한 것이어서 시의 한 

자원의 제공에 한계 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한 자체 정보  콘텐츠개발 

 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도에는 이를 한 개발

이 이루어졌으며, 신뢰할만하고 이해 용이한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

스하여야 할 것이다. 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정부, 련기  등의 지속 인 

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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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이용자 실태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 장(Healthpark)’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정보

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

공하기 해 “이용자 실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건강정보 장’의 개선  운 을 한 자료로만 사용됩니

다.)

※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 「건강정보 장」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고  ② 검색엔진 ③ 다른 사이트 ④ 주변사람 ⑤ 책자 ⑥ 신문

2. 「건강정보 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합니까?

① 매일 ② 일주일에 1번 이상 ③ 한달에 1번 이상 ④ 처음방문입니다

3. 지 까지 「건강정보 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가장 자주 

이용하는 3가지를 순서 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 :  2순 : 3순 : 

① 건강정보검색 ② 문가칼럼 ③ 자가진단  

④ 건강 련기사 ⑤ 건강정보이용 ⑥ 건강강좌/행사

⑦ 온라인설문조사 ⑧ 토론방  ⑨ 력기

4. 「건강정보 장」에서 이용한 정보가 가운데 어떤 정보가 가장 유익하 습니까?

① 건강정보검색 ② 문가칼럼 ③ 자가진단  

④ 건강 련기사 ⑤ 건강정보이용 ⑥ 건강강좌/행사

⑦ 온라인설문조사 ⑧ 토론방  ⑨ 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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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품질, 만족도, 이용)에 한 질문입

니다. 각 문항에 “① 매우 동의함 ② 체로 동의함 ③ 약간 동의함 ④ 별로 동의

안함 ⑤ 체로 동의안함 ⑥  동의안함”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함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5.1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5.2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유용

하다.

5.3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이해

하기 쉽다.

5.4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믿을

만하다.

5.5 정보가 시기 하다.

5.6
정보이용에 한 주의사항을 제

시하고 있다.

5.7
건강정보 장은 이용하기 편리

하다.

5.8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만족

한다.

5.9
낮은 수 의 근환경에 있는 사

용자들도 속할 수 있다.

5.10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

5.11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과 련된 자신의 행동에 

향을 받은 이 있다.

5.12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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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7.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8.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학원 이상 ② 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교 졸업 ⑤ 등학교 졸업이하

9.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경우

① 문･사무직 ② 서비스･ 매직 ③ 생산 련직
④ 학생(보건의료계

열 제외)  

⑤ 주부 ⑥ 농수･축산 ⑦ 기타 ⑧ 무직

— 보건의료계열인 경우

⑨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⑩ 보건의료분야 연구자(교수, 연구원 등)

⑪ 보건의료 련학과 학생 ⑫ 기타

10. 다음은 귀하의 건강 상태  심에 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① 매우 동의

함 ② 체로 동의함 ③ 약간 동의함 ④ 별로 동의안함 ⑤ 체로 동의안함 ⑥  

동의안함”으로 답해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함

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체로

동의안함 동의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나는 건강하다.

10.2 나는 건강에 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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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가 사용하시는 인터넷의 속시 속도는 어떠합니까?

① 느림 ② 보통 ③ 빠름 ④ 매우빠름

12. 주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합니까?

① 가정 ② 직장 ③ 학교 ④ PC방 ⑤ 기타

13. 평균 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5시간 미만 ③ 5~10시간 미만

④ 10~15시간 미만 ⑤ 15~20시간 미만 ⑥ 20시간 이상

14. 「건강정보 장」에 한 어떠한 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의견란에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발송을 해 이름, E-Mail, 연락처, 주소를 어주십시오(작성하신 정보는 경

품발송에만 사용됩니다).

이름: E-Mail: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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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넷 건강정보 콘텐츠 평가양식 1

콘텐츠 평가표

기 명: 

사이트명: 

U R L: 

  건강정보 력기 의 자원들은 모두 집단으로 평가되고 등 을 매겨야 하며, 

집단 내에 개별자원별로는 평가  등  매김을 하지 않는다. 자원집단은 root 

URL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체 는 부분일 수 있다. 

  모든 필수항목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요망항목은 사이트 는 자원에 

합한 항목들에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기 에 부합(Content meets the criterion)

 ② 기 에 부 합(Content does not meets the criterion)

 ③ 알 수 없음(Not known whether content meets the criterion).

 ④ 기 이 합하지 않음(Criterion is not relevant to the site or resource).

  평가항목에서 “건강정보 출 표 ”을 참조할 것을 명기한 경우, 평가자는 반

드시 출 표 의 세부 (section)을 참조하여야 한다.

1. 정보의 품질

  가) 필수평가항목

  다음의 평가항목은 건강정보 력기 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콘텐츠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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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각각의 자원은 한 자격/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만

들어진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의 한 작성경 에 한 내용이 있다

콘텐츠의 검토과정, 검토자의 지 , 검토자의 자격 련 사항,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책임과 자격을 포함하는 최종 승인과정을 상세 기술하고 있다.

이해가 상충하는 의견이나 이 명시되어 있다.

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이용자 테스트에 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 비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이미지, 기타 다른 매체 포함)에 

하여 작권법을 수하는 내용이 있다.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콘텐츠 품질  이용 상자에 

한 자원의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지원이 특정집단을 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콘텐츠의 처음

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정보는 의도한 집단에게 하게 제시

되도록 한다.

콘텐츠 작성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가 포함되도록 한다.

제공된 정보자원을 작성하는데 활용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 있으

며, 히 표시되어 있다.

자원에 포함된 정보에 한 증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특정주제에 부가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한 참고문헌 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상반되는 의견  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한 선택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편의(biases)도 분명히 알아볼 수(visible) 있다.

처치정보를 제공할 때, 각 선택사항의 험과 편익이 설명되어 있

다.

자원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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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자원의 이용자가 명시되어 있다.

자원에 포함된 정보는 이용 상자를 하여 히 설명되어 있다.

자원에 포함된 정보의 세부목 들이 잘 기술되어 있다.

자원의 임무/목 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자원에 포함된 정보는 목 에 맞는 것이다.

자원들은 잘 서술되어 있다.

자원들은 주제에 하여 충실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이트는 건강정보제공 원칙을 수하고 있다.

자원들은 문법, 철자, 표기 등의 오류가 없다.

2. 정보의 권 성

  가) 필수평가항목

력기 운 평가기

출 자 신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제목이 명확하다.

메타데이터 일자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갱신되어야 하고, 갱신일

자는 콘텐츠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

다.

차후에 정보요구를 한 환류  (feedback)창구가 있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가능한 자료에 한 정확한 분

류가 되어 있다.

력기 의 사이트들은 콘텐츠 비에서 사용된 어떠한 자료에 

해서도(사진과 다른 매체 포함) 작권법을 수하여야 한다.

만약 기록정보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콘텐츠의 상

  메타데이터에 명백하게 표시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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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자원의 권 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자원은 사 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자원에 연결된 외부의 링크는 주석을 달았거나 평가되었다.

자  웹 마스터를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자/제공자의 소속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사이트의 콘텐츠에 사용된 품질 리 로세스와 자원에 한 검토과

정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자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련한 검토과정의 모든 상세한 것들

이 제시되고 있다.

건강자문(health advice)을 하는 자원에는 한 책임의 한계

(disclaimer notice)를 포함 는 링크되어 있다.

자원들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출 물에서 인용된 경우 그에 한 상

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기 들 가운데 귀 기 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선택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력기 운 평가기

자원은 력기 의 로고를 사용하여 출 되었다.

자원에 있는 정보는 앙정부 는 자치단체에서 개발되었다.

자원은 문기 에서 공표하 다.

자원은 국가차원의 자원 사 는 비 리 조직에서 공공의 이익을 

하여 공표하 다.

자원은 최고기구(peak body)에서 공표하 다.

자원은 련분야에 문성을 가진 학술기 에서 공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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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가) 필수평가항목

  이 은 “건강정보 출 표  3 : 정보의 권 성”에 열거된 항목들을 포함한

다. 다음의 문항은 자원의 공시수 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력기 운 평가기

출 자 신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제목이 명확하다.

메타데이터 일자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갱신되어야 하고, 갱신일자

는 콘텐츠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에 정보요구를 한 환류  (feedback)창구가 있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가능한 자료에 한 정확한 분류

가 되어 있다.

력기 의 사이트들은 콘텐츠 비에서 사용된 어떠한 자료에 

해서도(사진과 다른 매체 포함) 작권법을 수하여야 한다.

만약 기록정보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콘텐츠의 상

  메타데이터에 명백하게 표시하여야만 한다.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자원의 공시수 을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기 의 상표화( , 상표, 로고, 이름)내용을 각 페이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페이지 URL에 직  연결할 때 해당 임페이지에 포함).

자원은 고를 하지 않는다.

자원은 특정상품을 보증하거나 보증을 암시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나 후원의 자 출처가 분명히 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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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성

  가) 필수평가항목

  이 은 “건강정보 출 표  3 : 작의 권 성”에 열거된 항목들을 포함한

다. 다음의 문항은 자원의 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력기 운 평가기

출 자 신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제목이 명확하다.

메타데이터 일자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갱신되어야 하고, 갱신일자

는 콘텐츠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에 정보요구를 한 환류  (feedback)창구가 있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가능한 자료에 한 정확한 분류

가 되어 있다.

력기 의 사이트들은 콘텐츠 비에서 사용된 어떠한 자료에 

해서도(사진과 다른 매체 포함) 작권법을 수하여야 한다.

만약 기록정보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콘텐츠의 상

  메타데이터에 명백하게 표시하여야만 한다.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자원의 재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외부의 링크들이 정기 으로 검되고 갱신되고 있다.

자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재의 것이다(즉 더 이상 최신의 다

른 정보가 없다).

어떠한 기록 자료도 그 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labelled).

페이지 작성일자는 할 때만 갱신되고 미미한 변경에 의한 

자동갱신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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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만약 자료가 건강정보 장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는 주제 구조

를 통해서 직 으로 근하기 쉬운 것이 요구된다면, 완 한 건강

정보 장 메타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메타데이터는 

자료가 갱신될 때마다 확인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문서들은 HTML에서 통용되는 상세내용을 확실히 수하여야 한다.

문서들은 모든 상황의 이미지에 한 안으로서 풍부한 정보의 텍

스트문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텍스트만 사용하는 웹 라우

와 장애인을 한 문자-음성 변환 소 트웨어에 의한 사용을 진하

기 한 것이다.

복수 페이지의 문서는 체 확인정보와 내용 목차를 가진 최상  페

이지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 페이지의 일명은 되도록 ‘index.htm’이

나 ‘index.html’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부터 링크가 있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최상  페이지에서만 제공한다. 메타데이터는 그것이 

최상  페이지 메타데이터와 매우 다르지 않는 이상 다른 페이지들

에 덧붙일 필요 없다.

PDF 문서들은 명시 인 인증을 포함해야 한다.

PDF 문서는 그것을 내려 받는 방법에 하여 HTML 페이지에서 기

술되어야만 한다. HTML 페이지가 PDF 문서와 같은 자, 발행자, 

제목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TML 페이

지는 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야만 한다.

모든 링크 텍스트는 을 고 본문 텍스트와 다른 색깔이어야 한

다. 기본색들은 링크를 해 선호된다(활성화된 링크와 방문한 링크).

링크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지가 링크

로 사용된다면 이미지에 이어서 텍스트 링크를 포함하도록 한다.

5. 기술 인 문제

  가) 필수평가항목

  이 은 “건강정보 출 표  4 : 기술 인 문제”에 열거된 항목들을 포함한

다. 다음의 문항은 사이트의 기술 인 표 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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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사이트 내의 모든 링크는 으로 언 하기보다는 상 으

로 상술하도록 한다. 각 페이지는 그 사이트로 되돌아가는 링크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 으로 일 디 토리에서 다음 수

 로 올라간다. 이것은 건강정보 장이나 검색엔진을 통해서 

페이지로 오거나 사이트에 응할 필요가 있는 방문자를 도울 

수 있다. 

[...로 돌아가라] 형식의 링크를 피하라. 각 사이트는 방문자가 특

정 페이지에 이르기 해 취하는 행로에 한 통제권이 없으며 

‘..로 돌아가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긴 페이지들(2～3 화면보다 더 긴)은 상단(TOP)의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로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커다란 일(1MB 이상)과 연

결된 링크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링크된 일에 한 충분한 

정보  경고를 제공하도록 한다.

작권 요구사항들을 수하고, 이미지들이 좋은 느낌을 주도록 

한다.

이미지가 단순히 장식 이지 않다면, HTML문서 코드는 텍스트

만의 라우 와 문자-음성 변환 소 트웨어에 의한 이미지 사용

에 해 안 인 정보를 주는 문서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어

야만 한다.

복잡한 이미지에는 이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긴 서술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미지 맵이 메뉴에 텍스트로 동등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미지 삽입 시 ALT의 사용을 필수로 한다. (ALT 태그에 이미

지의 내용을 서술해 주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다)[공공기  홈페이지 구축․운  지침서 2003 개정  中 

장애자를 고려한 스타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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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 형식

  가) 필수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의 문서형식을 체 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력기 운 평가기

모든 자원에 한 건강정보 장의 메타데이터는 건강정보 장의 

메타데이타와 직  링크되어 있으며, 자원이 갱신될 때마다 갱

신된다.

재의 HTML 명세내용을 수하고 있다.

문서의 과 연결되는 콘텐츠 블록은 문서의 맨 (top)에 포함

되어 있다.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 문서형식을 체 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PDF 일은 히 사용되었으며, HTML은 페이지와 일크기

를 잘 포함하고(cover) 있다.

용형식은 회피하 다.

아주 큰 텍스트 문서는 보다 작은 HTML문서로 분리되어 있으

며, 각 분리된 문서는 권 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는 내려 

받을 수 있도록 PDF 일을 제공하고 있다.

화방식(dialog method)이 간결하고 명확한가?

등록(submit)과 새로 고침(reset) 버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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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해

  가)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 항해의 구조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트는 효과 인 인터페이스로 구성하 으며, 사용자가 친 감 

있게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의 다른 역을 통하여 항해하는 것이 일 성 있다.

내부  외부의 링크는 하다.

항해는 원시정보의 분명한 참조기능으로 지원된다.

사이트의 쉬운 항해를 하여 항해 도우미가 사용되었다.

사이트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쉽다.

검색도구가 사이트에 이용가능하다.

검색도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즉 자연어 검

색, 시소러스 용어, 불리언 검색, 세부 인 검색 역, 분류 등). 

검색엔진은 요구하는 한 자원을 검색하여 다.

필요할 때 한 안내화면이 제공된다.

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근 가능하며 등록 는 이용에 따르는 

요 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

어떤 디 토리의 색인 는 최상  페이지는 index.htm으로 되어 있

다.

구조는 목 에 알맞은가?

항해 도표는 명확한가?

재 치는 어디이며,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는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명확한가?

상호작용은 정보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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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nav-bar 선택에 한 합리 인 수가 있는가?

연결제목과 페이지 제목이 일치하는가?

연결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링크가 있는가? 

정보검색에서 조건검색이 있는가?

사이트맵이 있는가?

모든 페이지에 표 화된 동일요소가 있는가?

이용자가 홈페이지 항해를 통제할 수 있는가?

8. 디자인

  가)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사이트는 잘 조직화 되어 있으며 논리 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이트는 합하고 창의 인 그래픽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텍스트(text) 문서는 읽을 수 있다.

사용된 이미지는 심을 끌며(매력 이며), 쉬운 항해를 지원하

며, 재시간을 최소화하 다.

어떤 추가 인 소 트웨어가 한 링크를 하여 필요한 곳에

서 해당 소 트웨어에 근할 수 있다.

그래픽은 히 사용되었으며 권 요구사항을 수하고 있다. 

제목, 폰트의 크기, 빈 공간 등이 히 사용되었다.

모든 페이지의 이아웃(layout)이 일 성이 있는가?

한 페이지의 스크롤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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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많은 사용자들이 오래된 하드웨어 랫폼에서 작동하는 문자만의 

웹 라우 에 제한되는 최소한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용자들은 극도로 정교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성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건강정보 장은 가능

한 곳이면 어디서든 부가 인 서비스를 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고려하는 반면에, 가장 낮은 일반 표 을 해 제공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모든 이미지에 하여 안 인 문자(텍스트)문서가 제공되고 있다.

다운로드 속도는 당히 빠른가(페이지 로딩시간이 3~10 정도)?

모든 연결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가?

손상된 이미지가 있는가?

검색엔진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이 있는가?

사이트는 모든 지원 가능한 라우 (browsers)로 구 되는가?

사이트가 모든 환경(platform)에서 실행되는가?

800*600해상도에서 체화면으로 나타나는가?

력기 운 평가기

각 페이지에 주요한 화면표시(main display)가 있는가?

이아웃(layout)은 시각 으로 구 되는가?

병렬과 분류는 한가?

화면의 명암 비는 히 사용되었는가?

조잡하지 않는가?

9. 근성

  가) 필수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의 근성을 체 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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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 운 평가기

640*480, 1024*768 해상도에서도 실행되는가?

모든 이미지 형식의 단추에 체하는 문자가 제공되는가?

비문자 요소에 상응하는 문자가 제공되는가(이미지, 스크립트, 

동 상, 오디오, 비디오 등)?

색깔과 함께 달되는 정보(내용, 조 지시 등)는 색깔 없이도 

유효한가?

요한 정보와 함께 사용된 이미지를 체할 수 있는 문자가 확

장된 기술로 제공되는가?

spreadsheet와 같이 이아웃(layout)으로 이용되지 않는 표는 행

과 열의 제목이 확실한가?

등록(submit)버튼에 이미지 맵이 이용된다면, 로그램된 역에 

분리된 버튼이 사용되는가?

data table은 행과 열에 두 개 이상의 logical 단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요한 정보나 기능성을 알리는 각각의 스크립트(SCRIPT)를 

체하는 내용이 제공되는가?

  나)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항목들은 사이트 문서의 근성을 체 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필수

인 것은 아니다.

력기 운 평가기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디자인에 고려되었다

( , 가시성 는 청취성)

자원들은 낮은 근상태의 사용자들이 근할 수 있다( , 텍스

트 라우 , 느린 통신라인).

사이트의 자원들에 한 텍스트만(text only)의 선택권이 있다.

자원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된다. 

텍스트와 배경색의 조합으로 잘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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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성

  가) 요망평가항목

  다음의 문항들은 사이트가 정보제공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신

인 방법의 사용능력을 평가하기 한 것이다.

력기 운 평가기

임은 개별 자원들이 검색엔진, 북마킹 는 링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을 사용하는 자원들에 하여 임 없는 이용방식에 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자원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된다.

자원은 다른 유사한 로젝트, 어 리 이션 는 서비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원제공방법은 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독특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사이트는 새로운 기술을 효과 으로 활용한다( , 리얼오디오, 

VRML, 멀티미디어 비디오, 오디오  오리지날 그래픽 등).

사이트는 구식기술을 신 으로 활용한다(온라인 형식, 포럼 등).

사이트는 메인 사이트에서 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

에게 체 인 방법을 제공한다.

사이트를 사용할 때 사이트는 어떠한 상작용 인 특성에 한 설명

을 포함하고 있다.

사이트는 자바 애 릿을 히 사용한다.

자바 스크립트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 체 인 방법이 가능하다.

사이트는 개인비 보호 규정을 수한다.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쿠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이트의 이용가능성,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등에 문제가 없다.

새로운 자원이 사이트에 정기 으로 추가된다.

낡은 자원은 정기 으로 사이트에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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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온라인 홍보  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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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엠 스: 9월의 노출 수  클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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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엠 스: 10월의 노출 수  클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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