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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터넷이 사회 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양

성장과 더불어 질 인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건강정보는 유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단말기나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편리한 건강정보서비스에 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자 심의 건강정보는 무선 인터넷에 기반을 둔 스마트 기기 등 보다 

지능화된 정보기기의 개발과 SNS의 확산으로 이용자의 수요는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은 많은 장 에도 불구

하고 잘못된 건강정보의 유통은 건강정보 소비자에게 유해한 향을 끼

치기도 한다. 특히, SNS는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

치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속히 타인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

넷과 SNS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정보는 문가 

개입 없이 사용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는 생명안 의 험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질병정보의 달과 활용은 개인의 건강  질병 

리에 정 인 향뿐만 아니라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

문에 엄격하게 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품질이 보장된 건강정보의 신속한 제공



과 활용을 진하고 유도하기 한 목 으로 2004년부터 운 인 ‘인

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건강정보 장)’의 지속 인 운 과 발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수집의 용이성

을 증 시키고 개인정보보호를 한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 으며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기 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방안

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송태민 연구 원과 이연희 사회조사

센터소장의 공동주 하에 원내의 박 순 선임 문원, 진달래 연구원, 미

국 보스톤 학교 간호 학 안지  교수와 인제 학원 학교 류시원 교

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해 귀 한 조언을 아끼

지 않으신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이승욱 교수님과 가톨릭 학교 김석일 

교수님, 원내의 보건복지정보센터 정 철소장과 건강증진연구실 최은진 

연구 원께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사이트의 개편 등을 담당한 (주)엠

114와 통합검색기능을 개발한 (주) 피아컴에게 감사하며, 본 사업에 많

은 도움을 주신 학계  보건의료계 문가 여러분과 정보제공 력기

에 감사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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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2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ateway System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The 「Health Park(healthpark.or.kr)」 was developed in 2001, 

and since then, it has been operated as an internet-based gateway 

system designed to promote public use of up-to-date and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he system is aimed at providing broader 

health information and increasing user convenience by creating a 

database.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measures to manage health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provide big data-based health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 elderly to utilize health information, 

develop more health information apps for smart phone users, 

improve the quality of web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n the web.

 As of 2012, the 「Health Park」 is a one-stop information 

storehouse that provides 8,080 newspaper/broadcast reports, 142 

health contents (recommended items, self-diagnosis articles, patient 

group information pieces), 2,988 health information conten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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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expert columns, health videos), 8,077 healthy lifestyle 

articles(12 topics), 10,559 pieces of information on diseases(17 

topics), 6,496 health articles on different body parts, and 4,666 

health information pieces for different age groups. 

 The 「Health Park」 in 2012 has drawn a total of 718,912 

visits (a daily average of 2,357 visits), and a total of 2,694,418 

page views (a daily average of 8,834 page views). The Health 

Information Utilization Satisfaction Survey (2012.05.21~06.10) 

shows that the 3 most viewed information was about health 

contents (30.6%), self-diagnosis articles (26.2%), and newspaper/ 

broadcast reports (20.9%). In another user survey, the Health 

Information Park and the information posted on it were rated 

highly in terms of usability (4.84 out of 6), reliability (4.84), 

profusion (4.81), and satisfaction (4.66). The survey also showed 

that 54.5% of smart phone and tablet PC users were using 2 or 3 

health-related apps.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터넷이 사회 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양

성장과 더불어 질 인 요구도 증가하게 됨.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생활수 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속한 발

으로 기존의 치료 주의 공 자 심 서비스에서 방  건강 리 

주의 소비자 심의 서비스로 변화되어 왔음.

○ 보건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기술이 결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ICT가 융합

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건강 련 정보와 자신의 건상상태를 악하

게 됨에 따라, 건강정보는 이제 유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생체정

보단말기나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음.

⧠ 모바일 SNS의 확산에 따라 건강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여 

건강정보의 획득이 의료 문가 아닌 SNS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과 SNS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정보

는 문가 개입 없이 사용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는 생명안 의 

험을 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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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질병정보의 달과 활용은 개인의 건강  질병 리에 

정 인 향뿐만 아니라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

에 엄격하게 리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품질이 보장된 건강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활용을 진하고 유도하기 한 목 으로 운

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gateway system)인 ｢건

강정보 장｣의 자료구축  운  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함.

Ⅱ. 주요 연구결과 

⧠ 국내외 주요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동향

○ 국내 주요 건강 련사이트별 제공 콘텐츠  서비스 황

  

사이트명
건강/질병

정보

약물

정보

자가

진단

법률/통계

동영상정보

온라인

민원

의료기관/

약국정보

건강iN ○ ○ ○ ○ - ○

공공보건포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

질병관리본부 ○ - - ○ ○

국가건강정보포털 ○ ○ - ○ - ○

매경헬스 ○ ○ - ○ - ○

건강정보광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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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건강 련사이트별 제공 콘텐츠  서비스 황

사이트명 질병정보 약물정보
백과사전/

의학용어
자가진단

의료인/

기관검색

NHS ○ ○ - ○ ○

MedlinePlus ○ ○ ○ ○ ○

HealthFinder ○ ○ ○ ○ ○

HON ○ ○ ○ - -

HelathInsite ○ ○ ○ - -

건강정보광장 ○ ○ ○ ○ ○

○ 요약  시사

－국내 주요 건강 련 사이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정보의 서

비스 추가보다는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지속 리에 을 

두고 있는 있으며, 「건강정보 장」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유용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제공도 요하지만 정보를 어

떻게 구성하고 달해야 할 것인지 이용자 측면에서 지속 으

로 리할 필요가 있음

－국외 공공기 의 사이트 경우 페이스북(Facebook), 트 터

(Twitter) 등의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보  

 유통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장」에서도 이용

자들의 서비스 수요  만족도 악 등을 통해 서비스 확  

방안 마련이 필요함.

⧠「건강정보 장」 개발 황

○ 2012년 「건강정보 장」 개발 목표는 소비자 심의 건강정보 

서비스를 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수집 용이성을 증 시

키고, 이용자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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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극 화를 한 환경마련과 기능 개선에 목 을 둠.

○ 2012년 「건강정보 장」 주요 개발 내용

  

구분 개발내용

개발언어 변환 - PHP 소스코드를 JSP로 변환

DB서버 교체
- MySQL을 Oracle DB로 변경

- DB서버 교치 및 DB 이전

RSS 기능 개선 - RSS 서비스 기능 고도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관리자메뉴
- 관리자 메뉴 소스코드 변환

- 소스코드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소스변경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방안 마련

- 건강정보광장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분석업무   
추진방안 마련

⧠「건강정보 장」 콘텐츠 리운  황

○「건강정보 장」은 건강소식, 건강콘텐츠, 건강기사모니터링, 건

강교욱, 건강지식검색, 의료서비스정보, 건강App 등 7개 주요콘텐

츠와 통합검색, RSS, 블로그, 북마크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함.

○「건강정보 장」의 2012년 10월 재  구축된 콘텐츠 황은 

건강소식 8,080건, 건강콘텐츠(건강정보, 환우회정보, 자가진단) 142

건, 건강교육(건강수칙, 문가칼럼, 건강동 상)은 2,988건 등임.

○ 건강지식검색 상이 되는 건강정보 우수제공기 은 192개이며, 

건강생활정보(12개 주제) 8,077건, 질병정보(17개 주제) 10,559

건, 신체부 별 정보 6,496건, 연령 별 정보 4,666건 등임.

○ 건강앱은 49건이 등록, 제공되고 있음.

⧠「건강정보 장」 이용 황

○ 정성  평가(이용실태  만족도 조사)

－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건강정보 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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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 으며, 남자 1,227명, 여자 1,056명

으로 총 2,283명이 응답하 음.

－인지경로로는 검색엔진을 통한 방문(40.6%), 이벤트 고

(38.7%), 다른 사이트를 통한 방문(15.4%) 순으로 나타남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로는 건강콘텐츠(30.6%), 자가

진단(26.2%), 건강소식(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익한 정

보로는 자가진단(34.2%), 건강콘텐츠(24.9%), 건강소식(16.9%) 

순으로 나타남.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이용 수 을 6  척도로 조사한 결

과 유용성(4.85 ), 신뢰성(4.84 ), 충분성(4.81 ), 만족도

(4.66 ), 이해용이성(4.66 ), 편리성(4.60 ), 시의성(4.55 ), 

주의사항 게시정도(4.54 ). 항해용이성(4.49 ), 근성(4.4 )

－스마트폰(테블릿 PC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건강/의

학’ 련 어 을 체 54.5%가 2∼3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정량  평가(이용자 로그 분석)

－ 2012년 「건강정보 장」총 방문건수는 718,912건, 1일 평균 

방문건수는 2,357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열람 페이지 수는 

2,694,418건, 1일 평균 열람페이지 수는 8,834건으로 나타남

Ⅲ. 결론 및 시사점 

⧠ 건강정보 효율  리방안

○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확보를 한 요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체계

는 매우 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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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유통, 활용 등  과정에서 품질 확보체계가 필요함.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정보를 평가하여 활용여부를 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보 이 이루어 져야 함.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인증의 상은 정보를 생성  제공

하는 기 (웹 사이트)를 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건강정보 평가측면에 한 문성을 갖춘 문가 풀(pool)을 

형성하여 운 하여야 함.

－정부차원의 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제작, 유통, 활용 등  

과정에서 품질 확보체계가 필요.

⧠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방안

○ 범 부처 차원의 가칭(건강정보 빅 데이터 리 원회)의 운 이 

필요함.

○ 비 정형화된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리하고 있는 민간 기 과의 

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건강정보에 해 국가 차원의 오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이 필요함.

○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련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구조화되지 않은 규모 건강정보 빅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

를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인재 양성이 

필요함.

⧠ 고령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지속 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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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는 노인을 상으로 한 Self Efficacy  Specific 

Health Related Self Efficacy, 그리고 Internet Self Efficacy 개

념에 한 고찰이 필요함. 

○ 고령친화(senior friendly)를 기반으로 하는 웹 가이드라인에 한 

검토  노인 련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건강정보 어  제공방안

○ 공공분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개방 는 공유를 통

하여 국민들이 심 있는 건강정보 엡을 민간차원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함.

○ 타 부처와 민간기 과의 조체계가 마련이 필요함.

○ 정부차원의 건강정보 어  가이드라인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됨.

⧠ 건강정보 웹 사이트 품질 향상 방안

○「건강정보 장」은 웹 근성 자동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웹표  

수여부를 자가진단 하는 등 웹사이트의 지속 인 리와 개선이 

필요하며,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도 웹사이트를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우수 사이트에 부여되는 웹 근성 인증마크

(WA, Web Accessibility) 획득을 추진하여야 함.

○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페이지 리뉴얼 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유

용성, 활용성 향상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 등을 진행

하여야 하며, 웹 개발자나 콘텐츠 개발자 들이 웹표  진단 로

그램을 사용하여 웹표  수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서비스 사각

지 에 놓여있는 「건강정보 장」이용자들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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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성  만족도 향상을 해 공익 웹사이트 역할에 지속

인 연구와 함의가 필요함.

⧠ 개인건강정보 보호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생산자의 역할 

수행을 해서는 「의료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여 원문을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링크  재링크 되는 웹

사이트들에 해 개인정보보호원칙 게재 등 개인정보보호법 수

여부 등에 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웹 품질 향상 방안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양질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략이 

필요함.

－웹표  지침을 수하고 이를 통한 웹 근성  웹호환성을 

동시 개선

－「건강정보 장」은 웹 근성 자동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웹표  

수여부를 자가진단 하는 등 웹사이트의 지속 인 리와 개

선이 필요함.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우수 사이트에 부여되는 웹 근성 인증마크

(WA, Web Accessibility) 획득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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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이 사회 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양

성장과 더불어 질 인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의 

증가와 무선랜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 개통 등으로 인

하여 무선인터넷에 한 심과 이용이 사회 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생활수 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속한 발 으로 기존의 치료 주의 공 자 심 서

비스에서 방  건강 리 주의 소비자 심의 서비스로 변화되어 왔

다. 한, 보건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결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ICT가 융합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건강 련 정보와 자신의 건상상태를 악하게 됨에 따라, 건강

정보는 이제 유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단말기나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편리한 건강정보서비스에 

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심의 건강정보는 유

무선 인터넷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테블릿 PC, 스마트 TV등 보다 지

능화된 정보기기의 개발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이용자

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통

1) 2011년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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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2011년 7월 재 인터넷 이용율은 만 3세 우리나라 인구의 

78%가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재 65%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2년 8

월 20일 재 약 2천997만 명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63%가 무선인터

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그리고 무선인터넷을 통한 

자료  정보습득 활동  ‘날씨, 건강, 요리, 교통 등 생활정보’가 

45.3%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한편, 스마트

기기의 보 이 확산됨에 따라 SNS사용자도 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SNS는 세계 인 속한 확산  이용율 증가로 미국(46%), 폴란드

(43%), 국(43%), 한국(40%)로 기록하고(퓨리서치센터, 2010)있으며, 

한국은 2011년 9월 말 재 만 12세-59세 인구의 27.9%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모

바일 SNS의 확산에 따라 건강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여 건강

정보의 획득이 의료 문가 아닌 SNS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의료비 지원이 미흡하여 의

료정보화에 앞서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각종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의료업

무를 보거나 비슷한 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다(송태민 등, 2011).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에 따

르면 미국성인의 59%가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질병이나 치료방법과 

련된 의료정보를 검색하 으며, 미국성인의 46%는 SNS를 사용하고 있

으며 그  23%는 SNS상의 친구들의 질병(health)경험을 따랐다고 나타

났다4). 

2) http://mobizenpekr.wordpress.com/2012/08/21, 2012. 10. 17 검색

3) 2011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자료  정보습득 활동  뉴스(57.6%), 기타정보검

색/일반 인 웹서핑(47.6%), 생활정보(45.3%), 연 스포츠정보(38.6%), 교육·학습(16.8%), 
융·재테크정보(14.5%) 순으로 나타남(한국인테넷진흥원, 2012). 

4) http://www.pewinternet.com/~/media//Files/Reports/2011/PIP_Social_Life_of_Health
   _Inf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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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건강/질병정보 획득의 주 정보원은 인터넷이 88.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  건강정보 검색이 79.8%로 나타났다(정 철 등, 

2010)5). 그러나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은 많은 장 에

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강정보의 유통은 건강정보 소비자에게 유해한 

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SNS는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속히 타인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다. 한 

과다한 개인건강정보 유출로 인해 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사이버 

인권침해나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 인터넷과 SNS을 통하여 일반인

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정보는 문가 개입 없이 사용할 경우 개인

에 따라서는 생명안 의 험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질병정

보의 달과 활용은 개인의 건강  질병 리에 정 인 향뿐만 아

니라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리되어야 한

다(류시원, 2012)6).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안 하고 유용

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리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스

스의 HON(Health on the Net Foundation)은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인증을 통한 품질확보의 효시로 건강정보에 한 품질보증체계를 형

성하고 있다. HON코드의 DB에 등록된 웹 사이트 정보는 102개 국가

에서 7,9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수록되어 있으며, 구 에서 제공하는 

1,400,000 웹 페이지도 인증하고 있다. 국의 DISCERN은 증거기반의 

소비자 건강정보 생산을 해 NHS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로 신뢰성과 정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개인건강정보 수요조사(연구과제명: 수요자 심의 건강정

보 연계모델  활용방안에 한 연구)에서 건강/질병정보 획득의 주 정보원으로 인터넷

(88.3%). 방송매체(72.4%), 의료기 (46.1%), 가족 혹은 친구(35.3%)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건강정보검색서비스(79.8%), 커뮤니티(48.6%), 자가진단서비스(43.3%) 등을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본 연구보고서(2012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운 )의 ‘인터넷 건강정

보 평가방법’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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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품질, 반 인 평가의 3개 역에 하여 16개 평가문항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다. HealthInsite는 호주의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건

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HON 코드 표 을 수하여 건강정보 

 질병정보 제공 기 들의 건강정보 작성  제공과정, 제공하는 정보, 

웹사이트 품질 등을 평가하여 정보제공기 들을 정보 력기 으로 인증,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다. 'The Information Standard'는 국 NHS의 

별도 기구로 증거기반의 건강  사회  어서비스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조직들을 상으로 평가인증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해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건강정보 장:healthpark.or.kr)’을 구축, 

운 하여 왔다. 건강정보 장은 양질의 건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

들을 력기 으로 두어 다양한 분류를 통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력기 은 2012년 재 공공기   

비 리 보건의료단체 82개, 보건소  공공보건기  33개, 보건의료 련 

학회  회 38개, 자조그룹  환우회 33개, 종합 문요양기  5개, 

총 192개의 력기 의 건강정보 메타데이터가 등록되어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신체부 별 정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한의학회가 2010년 6월부터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

정보의 질 리를 한 ‘건강정보심의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건강정

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질병정보를 심으로 시범 인 심의인증을 실시하

여 왔으나 2012년 재 심의인증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진하기 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건강정보 장)’의 지속 인 운 과 

서비스 확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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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품질이 보장된 건강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활

용을 진하고 유도하기 한 목 으로 운 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gateway system)인 ｢건강정보 장｣의 자료구축  운

 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지속 인 발 과 효율 인 운 을 해 건

강정보의 평가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12

년도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주요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의 콘텐츠  서비스 황분

석을 통해 최근의 건강 련 콘텐츠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 개발과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방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인터넷 건강정보 효율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건강형평성 차원에

서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인터넷 건강정보 수집의 용이성을 증 시키고 개인건강정보보호

를 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건강정보 장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 이용실태와 수요를 조사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

공한다.

다섯째,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기 해 건강정보

장의 활성화와 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와 련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사업의 2001~2012년도 

추진 실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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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사업 내용

~2008

- 건강정보 DB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작

-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및 인터넷 정보기술 분석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및 개별평가에 의한 여과

  ∙여과된 건강정보 DB구축, 검색 및 이용시스템 구축

  ∙5개 분야(흡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위암), 
    건강관련 뉴스 및 강좌정보 등 중심

  ∙건강정보 협력기관제도 도입에 의한 신뢰정보 확보

  ∙건강정보의 분류체계 확립: 건강생활정보 및 질병정보

  ∙시스템의 유용성 및 이용편리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 추가

  ∙인터넷 건강정보출판표준, 콘텐츠 및 디자인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운영

  ∙건강/질병정보 수집 및 관리

  ∙건강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연계체계

- 시스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 시스템 혁신방안 검토

- 인터넷 건강/질병정보 이용실태 조사

2009

-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평가‧개선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건강정보사이트 조사 및 분석

  ∙시스템 추가개발

    - 건강정보광장 페이지 리뉴얼

    - 통합검색서비스 개선

- 인터넷 건강/질병정보 이용실태 조사

2010

-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평가‧개선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건강정보사이트 조사 및 분석

2011

-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평가‧개선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건강정보사이트 조사 및 분석

  ∙시스템 추가개발

    - 모바일 건강정보광장 웹사이트 개발(m.healthpark.or.kr)
    -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개발

    - 관리자 기능 개선 및 구글대시보드 적용

∙건강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표 1-1〉 연도별 사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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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사업 내용

2012

-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평가‧개선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

  ∙건강정보사이트 조사 및 분석

  ∙시스템 추가개발

    - 개발언어 변환

    - DB서버 교체

    - RSS 기능 개선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관리자 기능 개선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방안 마련

  ∙건강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건강정보 장｣의 구축  운 에 한 결과보고서

로 총 7개장으로 구성하 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문제 을 살펴

보고 이용자 측면에서 양질의 건강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평가체

계를 구축하기 한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의 구축 추진과정

과 연구목   연구방법에 해 기술하 다.  

제2장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황’에서는 국내 표 인 건

강정보사이트와 국외 인터넷 건강정보사이트 황을 악하고 이들 사이

트가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조사‧비교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제3장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활용 방안’은 건강정보 장의 주요평

가도구인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에 한 교차타당성을 분석하 고, 인

터넷 건강정보 평가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노

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근성이 취약함에 따라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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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제4장 ‘건강정보 장 추가개발  시스템 구성’에서는 ｢건강정보 장｣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들에 한 기능  자원 황을 제시하고, 

2012년도 추가개발(검색서비스 고도화와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한 목

표와 략, 개발과정, 그리고 추가개발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 다. 

제5장 ‘건강정보 장 자료구축 황’에서는 력기 의 건강소식, 건

강콘텐츠, 건강지식검색, 의료서비스 정보, 건강App에 해 메타데이터 

구축 황을 정리하 다. 

제6장 ‘건강정보 장 평가’에서는 ｢건강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을 상으로 사이트 이용  콘텐츠의 만족도와 수요를 분석하기 

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와 ｢건강정보 장｣ 이용자의 로그 일을 분석하

여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를 분석하 다. 

제7장 ‘결론  정책제언’에서는 ｢건강정보 장｣을 운 함에 있어 문

제 을 진단하여 발 방안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한 정책제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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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7)

본 장에서는 국내외 건강정보서비스포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

비스 황을 비교하여 살펴 으로써 「건강정보 장」의 바람직한 건강

정보서비스 구축방안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제1절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동향

  1. 건강 iN

가. 개요

「건강 iN(hi.nhic.or.kr)」은 국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 하고 있는 건강정보 문사이트이다. 「건강 

iN」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공단 홈페이

지 ‘건강마당’을 2005년 6월 분리하여 개발‧운  하고 있으며, 「건강 

iN」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의료  건강정보 문가로 구성된 건

강‧질병 정보자문 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

7) 본 장은 변하는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의 선제  응을 해 국내외 표 인 인

터넷 건강정보 사이트의 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부의 내용은 2010년과 2011년 ‘인터

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운 ’의 사이트 황분석과 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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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일의 ‘질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의료 문가가 콘텐츠별 질 평가를 

수행한 후 검증된 외부사이트에서 수집한 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건강 iN」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로는 ‘건강검진’, ‘건강증진’, 

‘나의 맞춤건강정보’, ‘건강‧질병정보’, ‘건강자료실’, ‘병원/검진 기  안

내’로 구분 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는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 상

자 확인, 검진결과조회, 건강검진기 안내, 건강검진자료실, 건강검진 다

국어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에서는 건강증진센터 방문 

이용과 결과 조회, 노인건강운동, 양과 건강, 비만 리, 걷기 좋은 길, 

날씨와 건강, 연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의 맞춤건강정보’에

서는 나의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  험 측 로그램, 사증후군 

맞춤 정보, 자가 건강진단,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건강‧질병정보’에서는 질병정보, 검사  처치, 올바른 

약물 사용, 노인건강, 건강소식, 건강속설 바로알기, 해외여행 의학정보, 

임‧출산 육아 정보, 건강 FAQ,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건강자료실’은 

건강 자도서, 건강정보 동 상, 건강백과, 우리 집 건강 주치의, 건강카

툰, 건강통계, 건강게임, 장애인 도움 정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병원/검진 기  안내’에서는 지도서비스, 검진기   병원 평가, 

문 요양병원, 불임치료시술 지정기 , 장기이식 의료기 , 응 의료센

터, 당번 약국 안내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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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강검진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실시안내: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건강검진 규정: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 기준과 운영세칙 

징보 제공

검진

대상자확인

검진대상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대상자조회가 가능하여 

본인 검진결과, 영유아 검진결과 서비스 제공

문진표 작성: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 기능제공

검진결과 조회

검진결과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건강검진결과 조회기능 제공

맞춤건강서비스: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본으로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검진사후관리 서비스이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건강검진

기관안내
지역별, 검진종류별/의료기관별 조회 기능 제공

건강검진

자료실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영유아검진메뉴얼(의사용, 치과의사용), 
검진기관 일반 평가지 등 제공

건강검진

다국어 서식
국가별 건강검진 서식(일반, 영유아)서식 제공

건강증진

건강실천

걷기 좋은 길: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걷기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두 바퀴로 보는 세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보 및 자전거 타는 방법 제공

날씨와 건강: 생활 기상 지수 정보를 연동하여 야외활동하기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

지사 헬스존 안내: 지역별 운동하기 좋은 공원, 산책로 장소를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건강증진센터 방문이용, 사이버 건강증진 

센터 이용, 결과조회 기능 제공

노인건강 노인 운동 안내 및 노인운동 표준 프로그램 동영상 제공

영양과 건강 나의 체질량 지수 자가 진단, 식생활과 영양, 질환별 영양관리 정보 제공

비만관리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자료 및 비만 탈출 및 질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제공, 비만개선 프로그램, 생활체육동영상 서비스 제공

금연프로그램

현재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을 높기이 위하여 니코틴 의존척도 테스트, 
흡연 성격 유형 테스트, 흡연 욕구 상황 점검 테스트를 통해 금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 제공

〈표 2-1〉 ｢건강iN｣의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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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나의

맞춤

건강정보

나의건강 나이

알아보기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 가족력,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뇌졸중 위험 

예측프로그램
뇌졸중 위험도 평가 서비스 및 이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 정보 제공

대사증후군

맞춤정보

건강검진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사증후군 진단서비스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자가건강진단

증상평가: 자가진단을 통해 증상항목을 선택 후 증상의 원인과 

지침정보를 제공

질환평가: 당뇨, 구강, 심혈관, 암관련 자가진단 서비스와 건강실천 

사항 제공

여성건강: 산후 우울증, 여성 성기능 장애, 여성 갱녕기 및 폐경기, 
요실금, 국제 배뇨 증상 자가진단 서비스와 건강실천사항 제공

노인건강: 치매, 퇴행성 골관절염, 골다공증 자가진단 서비스와 

건강실천 사항 제공

정신건강: ZUNG 우울증, 약물중독평가, 나의 긴장수준 테스트와 

더불어 이에 대한 건강실천 사항 제공

음주/영양/운동: 알코올중독증, 식습관 자가진단, 커피중독‧식중독 

예방, 운동정도, 운동 중독증 자가진단 서비스와 이에 대한 

건강실천 사항에 대한 정보 게공

나의 건강

기록서비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정보, 진료 및 투약 정보 문진정보 열람 가능,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본인이 관리를 원하는 정보를 

집접 입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만성질환 건강정보, 건강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나의 만성질환 진료의원, 나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나의 

건강지원 서비스 기능 제공

건강‧

질병정보

질병정보/
검사, 처치

건강관련 정보를 사전식 검색, 신체부위별 검색, 주요 관심 정보별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올바른

약물사용

의약품 정보검색

약물사용 주의사항

항생제 정보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노인건강

노인건강뉴스

노인영양

노인운동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2장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27

구분 내용

건강‧

질병정보

건강소식

건강뉴스: 복지부, 식약청, 메디컬투데이, 일간보사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뉴스 제공

전문가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컬투데이, 국민의학지식향상 

위원회 메디팜스투데이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 칼럼제공

이달의 건강정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간보사, 국민의학지식 

향상위원회 등에서 월별로 제공하는 건강정보 

e-Health Letter: 건강iN에서 제공하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뉴스레터로 제공

해외여행

의학정보

일반적인 주의사항. 대륙/국가별 여행 정보. 질병정보, 예방접종, 
해외전염병 소식 등 해외여행관련 정보 제공

임‧출산

육아정보

임신정보: 임신관련 건강뉴스, 임신개요, 산전검사, 영양과 약물관리, 
임신 중 일상생활, 임신 합병증과 주의사항, 건강FAQ, 임신 가능기간 

알아보기, 건강한 임출산 가이드 기능 제공

출산정보: 분만개요, 정상분만 진행과정과 분만 합병증, 분만종류, 
산후관리, 산후합병증, 정부출산지원시책 기능 제공

육아정보: 아가성장발육, 질병/증상 관리, 수유, 이유식, 예방접종, 
육아상식, 건강FAQ기능 제공

임신,육아 일기: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신/육아일기 서비스 

제공

건강FAQ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한의학회에서 제공하는 건강FAQ정보 

제공

건강상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 일반적 상담과 의학적 상담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

건강

자료실

건강전자도서 건강관리실에서 발간한 건강관련 도서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동영상

만성질환, 암질환, 청소년 건강, 질병예방과 전염성 질환, 건강검진 

등 건강 및 질병관련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URL 복사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건강백과

인체주요 장기정보: 뇌, 심장, 허파, 위, 대장, 간, 이자, 콩팥, 전립샘 

등 인제 주요 부위별 구조, 기능 및 관련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의학백과사전: 각종질병 및 증상 관련하여 단어 혹은 색인검색 

서비스 제공

전문의학 용어 사전: 전문의학용어 설명에 대한 단어 및 색인검색 

서비스 제공

우리집

건강주치의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과 응급상황에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건강의학정보를 제공

건강카툰 일상생활 중 쉽게 접하는 건강지식을 카툰형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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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강

자료실

건강통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주요 수술 통계, 장기요양 

보험통계연보, 건강검진통계연보, 각각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링크서비스 제공

건강게임 쉽고 재미있는 건강관련 플레시 게임 서비스 제공

장애인

도움정도

장애정의/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정의 및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보장구업소 및 품목 안내: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 및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등록제품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건강보험, 
세금감면, 요금감면, 자동차, 관련제도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장애관련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장애인 교육기관, 수화통역센터, 
자앵인 심부름 센터 장애인 단체, 복지관 등 장애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자료 제공

장애관리와 예방: 장루, 요루장애관리, 신장장애관리, 간질장애관리, 
영양 및 구강관리, 배변 및 방광관리, 부종 및 욕창관리, 통증 및 

가족관리 등 각종 장애관리에 대한 정보와 선청적 장애 예방 및 

후전적 장애 예방에 대한 관련정보를 서비스 제공

장애인 교통정보: 지하철 동여상 정보, 장애인 콜택시, 주요철도 

정보, 저상버스, 차량이동서비스 등 장애인 관련 교통정보 제공

장애인에 대한 예의범절: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안면장애, 신장장애, 장루 및 요구장애, 발달(자폐증)장애, 
간질장애 등 각종 장애별 필요 에티켓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재활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뇌성마비 

환자관리, 뇌졸중환자관리 등 각종 재활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통계: 장애인구 및 출현율, 재가 장애인 신체‧사회‧경제적 특성, 
정보통신기 보유현황, 장애인 취업현황,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등 

각 부문별 관련통계 제공

병원/검진

기관안내

병원/검진기관

지도서비스

병‧의원찾기, 건강검진기관, 영유아 검진기관, 공휴일 검진기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검색 및 상세 

정보, 지도서비스 제공

검진기관

병원평가

검진기관 병원평가: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구강건강 검진기관 평가결과 정보 제공

병원평가정보/툭수병원: 외래약제, 급성신금경색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수술별 진료량, 제왕절개분만, 요양병원 관련 평가정보 링크 

서비스 제공 및 특수분야별 병원, 특정 수술 시술병원, 장기이식술 

병원 링크 서비스 제공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특정분야 전문병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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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병원/검진

기관안내

불임치료

지정기관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및 시술기관과 

지도정보 제공

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사이트 

링크 서비스

당번약국안내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당번약국사이트 링크 서비스 제공

〔그림 2-1〕 ｢건강 iN｣의 메인화면(2012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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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보건포털

가. 개요

「공공보건포털(phi.mw.go.kr)」은 보건복지부가 주 으로 공공보건

의료정보화를 진하여 국민의 보건  생활수 을 높이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실시도니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 한 안내와 더

불어 건강정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포털사이트로 2008

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2년 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  

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공공보건포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로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든든 보건 서비스’, ‘클릭 우리 동네 보건소’, ‘생생 보건 소

식’, ‘쏙쏙 건강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는 이용자 가이드, 진료 약, 제증명 발 , 진료내역조회, 문서 원본 확

인, FAQ, 의료비 지원 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든든 보건 서비스’

에서는  건강증진, 질병 리, 암 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가족건강, 한

의약, 정책카툰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클릭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 에 한 설명, 보건기  찾기, 우리 동네 보건 소식, 1399 

응  의료 정보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생 보건 소식’에서는 

보건뉴스, 보건이슈, 보건칼럼, 뉴스 터, 자료실, 알림방을 제공하고 있

다. ‘쏙쏙 건강 정보’에서는 e-건강韓정보, 자가진단, 건강 캘린터, 건강

동 상, 이달의 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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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자가이드

회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진료예약 및 진료내역 조회, 보건교육 및 
신청, 제증명 발급, 민원상담 등의 보건소 방문없이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진료예약
내과, 치과, 한방치료, 골다공증 검사, 건강검진에 대한 진료예약 기능 

제공

진료내역조회

내원이력조회, 처방조회, 건강검진역조회, 구강검진내역조회, 간염검사결과 조회, 
모성검사결과조회, 객담검사결과조회, 성병검사결과조회, 암표지자 검사결과 

조회, 산전 검사결과 조회, 풍진검사결과 조회, 갑상선검사 결과 조회 기능 

제공

문서원본 확인
문서번호 및 발행번호를 입력하여 원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FAQ 자주 

찾는 질문
온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시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제공

든든보건

서비스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질병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 건강위해 환경개선 등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건강증진 사업 소개 

및 관련정보 서식 제공 및 링크서비스

질병관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상담 서비스 링크 제공 및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목록 정보 제공

암 관리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지역 암센터, 말기암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구강보건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구강관련 

사업 정보 제공

정신보건

서비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및 

기반확충, 정신질환자의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 증진 도모하기 위한 

정신보건 관련 사업 정보 제공 및 링크서비스

가족건강

서비스

임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임산부, 영유아 등 

대상자별 가족건강서비스 관련 사업 정보 제공

한의약

보건서비스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한방기능 

보강 사업 등의 사업정보 제공

클릭

우리동네

보건소

공공보건기관

이란

보건기관에 대한 정의 및 보건기관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기관 찾기 시‧도별, 시‧군‧구별 보건기관 검색 및 홈페이지 링크 기능 제공

우리동네

보건소식

각 지역별 보건소의 공지시항 및 새소식을 게이트웨이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1399응급의료

정보센터

전국 12개 권역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설치되어 권역 내의 응급의료체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기관 정보 제공

〈표 2-2〉 ｢공공보건포털｣의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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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생생

보건소식

보건뉴스
보건복지부, 메디컬투데이, 연합뉴스 등의 보건관련 최신뉴스의 전문 

제공 기능

보건이슈 주단위 별 보건이슈 정보 제공

보건칼럼 분야별 전문가들의 건강관련 보건칼럼 기고 정보 제공

뉴스레터 G-Health,에서 발송하는 건강 웹진 

자료실

법령자료: 관련법령 자료 제공

학술자료: 보건관련 학술자료 전문 제공

서식자료: 각종 서식 자료 제공

협회 및 학회 정보: 보건관련 협회 및 학회정보 제공

알림방 공공보건포털관련 서비스 새소식 제공

쏙쏙

건강정보

e-건강韓정보 한국형 건강정보에 대한 건강색인 서비스 제공

자가진단 폐암, 우울증, 갑상선, 뇌졸중, 치매, 불면증, 어혈 자가진단서비스 제공

건강캘린더 월별 주요 건강정보 제공

건강동영상 건강관련 동영상 서비스 제공

이달의 톡
건강생활 노하우와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이용자 중심의 소통 서비스 

기능 제공

〔그림 2-2〕 ｢공공보건포털｣의 메인화면(2012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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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가.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보험자가 단일화 된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보험자와 의료기  사이에 진료비를 립 으로 심사하고 평가

하는 역할을 하기 하여 설립된 기 으로 구체 으로는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인정하는 기 으로 

올바르게 청구하 는지 심사하고, 의약학 면과 비용효과 인 면에서 진

료가 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하여 국민들이 의료기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 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를 확인하여 잘못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진료비 확인 신청과 요양기  지조사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

면서 련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건강정보심사평가원(hira.or.kr)」에서 제공하는 건강 련 콘텐츠는 

‘건강정보’, ‘의료정보’, ‘질병정보’로 구분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그밖에 ‘병원‧약국 찾기’, ‘병원 평가 정보’, ‘병원 진료비 

정보’, ‘진료비 수증 설명’, ‘약제정보’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먼 , ‘건강정보’에서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정책동향, 건강나래, 

건강나래 뉴스 터, 만성질환 바루! 약 바루, 약! 처방 한번 더 생각하기

등 국민 건강과 련된 다양한 건강소식들에 한 정기 간행물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의료정보’에서는 의료자원정보, 테마질병정보로 구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정보’에서는 다빈도질병, 건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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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응 처치, 이것도 보험이 되나요? 한국표 질병‧사인분류 등을 제

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련 업무 정보  뉴스 정

보 등을 제공하여 사이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  건강정보와 한 연 이 있는 건강정보, 의료정보, 

질병정보에 해서만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표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관련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건강

정보

정기

간행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HIRA 정책동향, 건강나래, 건강나

래 뉴스레터, QI News Letter, 만성질환 바루! 약 바루, 
약! 처방 한번 더 생각하기 등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건강

관련 소식을 간행물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의료

정보

의료

자원정보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현황에 관한 정보를 16개 시도

별로 정보 제공

테마

질병정보
계절별 주의 질병, 성별주의 질병, 연령별 주의 질병 정보 제공

질병

정보

다빈도

질병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질환 중에서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 순으로 산출한 정보를 연도별, 입원 및 

외래별, 전체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하여 제공

건강

자가진단
공공보건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링크하여 제공

응급처치
응급처치에 대한 소개,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이것도 보험이 

되나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한 

적용여부를 검색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의 표준질병 및 사인분류 서비스를 링크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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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4.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가. 개요

질병 리본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이 질병 리본부로 확  개편이 되

면서 국가 감염병 연구  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추기 으

로 발 하 다. 질병 리본부는 감염병 응  방, 감염병에 한 진

단  조사연구, 국가 만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장기기증지원  이식

리,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손상 질환에 한 시험‧연

구 업무, 질병 리, 유 체실용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검역을 통한 해

외유입 감염병의 국내  국외 방지 등의 국가 질병연구를 선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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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강

지킴이

질병관리뉴스 해외질병뉴스, 뉴스레터 정보 제공

문헌자료실 관련논문보고서, 간행물 등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주간건강과 

질병
건강과 질병(주간지), 법정 전염병 감시 연보 등 제공

감시‧통계정보
감염병 발생주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소식지, 질병매개체 감시 등 

제공

병원체실험실

감시정보

급성감염증 병원체 감시, 실험실 감염증 정보,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감염병 실험실 진단 시험법, 병원체 정보 등 제공

역학조사결과
역학조사과에서 제공하는 각종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서비

스 제공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변화대응TF팀에서 제공하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관련 정보 제

공 및 학술발표자료 제공

질병정보

광장

질병정보
감염병, 만성병/손상,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가나다 순 검색 서비

스 제공

예방접종
예방접종개요, 예방접종별 정보,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

종사업 소개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안전 및

위기대응

조류인플루엔자(조류인플루엔자의 환자감시, 보호구 사용, 박역조치 

개요, 진단, 검역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생물테러(생물테러의 정

의, 병원체 및 질병, 유형, 생물테러 발생사례 정보 제공) 

혈액안전
건강한 헌혈, 안전한 수혈, 표본감시기관통계, 혈액관련통계 정보를 

제공

의료관련 

감염
의료관련 감염관리, 병원감염 감시, 병원감염 감시자료 제공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질병 리본부(cdc.go.kr)」에서 제공하는 건강 련 주요 콘텐츠로는 

‘건강지킴이’에서는 질병 리뉴스, 문헌자료실, 주간 건강과 질병, 감시‧

통계정보, 병원체 실험실감시정보, 역학조사결과, 기후변화와 건강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 정보 장’에서는 질병정보, 방 종, 보건

안   기 앙, 액안 , 의료 련 감연 정보에 해서 컨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표 2-4〉 ｢질병관리본부｣ 건강관련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제2장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37

〔그림 2-4〕 ｢질병관리본부｣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5. 국가건강정보포털

가. 개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수요에 가반하여 검증된 양

질의 건강‧의료 련 정보를 통합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하여 2011년 

1월부터 오 한 공공포털로써 식품의약품안 청, 질병 리본부, 국림암센

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

은 유 기 과의 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 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

합‧연계하여 정보 제공 채 을 일원화한 건강정보 포털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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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국가건강정보포탈(health.mw.go.kr)」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

스는 소개마당, 건강정보마당, 요양기간 정보마당, 알림마당, 참여마당으

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국가건강정보포탈｣ 건강관련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소개마당

인사말 국가건강정보포털 소개

포털이용안내
건강담기, 개인건강담기, 기관건강담기, 건강정보 신청서비스 제공(회원서

비스)

홍보자료 공식 홍보배너 및 포스터 제공

건강정보

마당

주제/신체별 검색
성인 건강정보, 소아/청소년 건강정보, 검사/처치정보, 건강증진정보, 멀티

미디어 건강 정보

사전식 검색 가나다 순으로 질병검색서비스 제공(국가암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 제공)

증상별 검색 증상별 건강콘텐츠 검색서비스 제공

자료실 주제/신체별, 용어별 건강정보 이미지 자료 서비스 제공

건강정보관련링크 건강관련 영역별 건강정보 링크서비스 제공

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현황정보
병원/약국, 건강검진기관, 영유아 검진기관, 출산전 진료비 지정기관, 응급

의료기관, 당번약국 검색서비스 제공

진료비정보 수술별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링크서비스 제공

의료기관평가결과 병원별 수술, 처치, 약제 등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 링크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인증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공하는 평가인증제 대상 의료기관 링크서비스 

제공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가건강정보포털 공지사항

보다자료 보건의료관련 보도자료 제공

보건정책자료실 보건복지관련 법령 자료, 서식자료, 통계자료, 동영상 자료 서비스 제공

참여마당

상담FAQ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

1:1고객상담 FAQ에서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1:1 질의응답(의학상담 제외)

건강정보 신청 건강정보신청서비스 제공(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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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소개마당’에서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 이용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정보마당’에서는 건강정보에 한 주제‧신체별 건

강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와 건강정보 련 링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요양기  정보마당’에서는 병의원, 보건소, 약국의 치와 

진료과목, 진료시간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

림마당’에서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건정책 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마당’에서는 상담FAQ, 1:1 고객 상담, 건강정보 신청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5〕 ｢국가건강정보포탈｣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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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경헬스

가. 개요

매경헬스는 매일경제미디어 그룹에서 제작 운 하는 건강 의료분야 

뉴스를 기획, 취재,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뉴스채 로 국민 건강을 지향

하며 건강 련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와 국민을 상으로 

의사에게는 최신 의료 정책과 의학정보를 소개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

한 건강정보를 테마별로 제공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매경헬스(mkhealth.c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메뉴로는 ‘뉴스’, 

‘닥터iN사이드’, ‘Dr. ML 상담실’, ‘임신&육아’, ‘테마기획’, ‘性클리

닉’, ‘MK 암센터’, ‘심 센터’, ‘고겍선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

스’에서는 최신 건강정 와 련된 뉴스, 웰빙 뉴스, u-헬스 등의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닥더 iN 사이드’에서는 진료과별 칼럼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임신  육아’에서는 2012년 신설된 메뉴로 임신  해야

할 검사, 임신가능일 계산, 출산 정일 계산 등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표 2-6 참조).



제2장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41

〈표 2-6〉 ｢매경헬스｣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구분 내용

뉴스
최신뉴스, 식품 및 음식 뉴스, 웰빙 뉴스, u-Health, 제약뉴스, 인물뉴스, 의료계소식, 날

씨 정보 제공

닥터iN사이드 진료과별 칼럼정보 제공

Dr. MK 
상담실

전문의 상담 서비스 제공(의사에게 상담, 다이어트 전문가에게 상담, 상세상담 받

기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임신&육아

임신준비, 임신(1주~40주 까지의 변화, 태아, 산모, 태교, 관리), 출산(산전체조, 임신 중

기, 임신 중후반기, 막달 체조), 육아(신생아의 특징, 개월별 신생아 돌보기, 아기에게 생

기는 문제점과 대처), 셀프테스트(월경 및 배란주기, 임신가능 기간 계산하기), 정보마당

(임신 및 육아관련 도서 정보 제공, 정부 출산 장려 정책,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커뮤니

티 서비스 제공

생활건강 병원검색/의료백과사전/임신/육아/건강상식/의약품정보/건강검진

테마기획 특별기획, 캠페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등의 서비스 제공

性 클리닉 性 상담실, 남자의 性, 여자의 性, 놀라운 피임법, 성병정보 제공

MK 암센터
주요뉴스, 명의들, 암을 극복한 사람들, 10대 암, 전분병원정보, 통계로 보는 암 등의 서

비스 제공

심혈관센터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예방, 항응고 요법, 저용량 아스피린 용법, 여성 심혈관 질환, 전

문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그림 2-6〕 ｢매경헬스｣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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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국내 주요 공공기   비 리 기 에서 운

하는 건강정보사이트의 건강정보 콘텐츠  서비스 동향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건강정보 장」서비스 개선에 반 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정보 서비스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국내 주요 공

공기   비 리기 에서 운 하는 사이트들은 공동 으로 ‘건강  질

병정보’, ‘법률/통계/동 상 정보’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약물정보’, ‘자가진단’, ‘온라인민원’, ‘의료기   약국정보’서비스 등

을 부가 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7〉 국내 건강관련사이트별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사이트명
건강/질병

정보

약물

정보

자가

진단

법률/통계

동영상정보

온라인

민원

의료기관/

약국정보

건강iN ○ ○ ○ ○ - ○

공공보건포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

질병관리본부 ○ - - ○ ○

국가건강정보포털 ○ ○ - ○ - ○

매경헬스 ○ ○ - ○ - ○

건강정보광장 ○ ○ ○ ○ - ○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건강 련 사이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정

보의 서비스 추가보다는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지속 리에 을 두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정보 장」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유용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제공도 요하지만, 정보를 어떻게 구성

하고 달해야 할 것인지 이용자 측면에서 지속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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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동향

  1.NHS Direct

가. 개요

「NHS Direct(www.nhsdirect.nhs.uk)」는 국의 국민들에게 연

무휴로 오 라인 유선 화 서비스에 한 안내 정보와 문 의료조언에 

한 정보 등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재는 웹사이트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NHS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2012년 「NHS Direct」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근성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이

미지 등의 활용을 통해 정보 습득의 이해  만족도를 높여주고자 하

다. 한 2011년 10월에 스마트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NHS Direct」사이트의 주요 메뉴 구성은 ‘Check 

your symptoms’, ‘About NHS Dircet’, ‘For members’, ‘Services & 

Solution’, ‘News’, ‘Decision aids'로서, 건강 련 정보  뉴스를 제공

하고 회원  원들을 한 맞춤형 콘텐츠를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을 두고 있다. 

‘Check your Symptoms’는 증상정보를 주제별, A to Z, Body Map

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상에 해서는 생애주기별

에 따라 가능한 증상정보를 구분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About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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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에서는 NHS Direct에 한 설명  정보,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

용, 여름철 건강 리,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정보이용 등에 하여 안

내하고 있다. ‘For members’는 NHS Direct 회원들이 이용 가능한 콘

텐츠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뉴스 터, 상담 등의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Services & Solution’에서는 오 라인 연 무휴로 

유선 화 서비스에 한 안내 정보와, NHS Direct의 정보, 지역별 연락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News’에서는 최신뉴스, 보도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NHS Dircet｣의 제공 건강정보 현황

구분 내용

Check your 
Symptoms

Topics
일반건강, 알레르기, 출혈, 이비인후, 부상, 정신건강, 임신, 
성 건강, 피부, 계절성 건강상담 등의 정보 제공

A to Z A부터 Z까지의 증상을 분류하여 제공

Body Map
생애주기별 머리, 가슴, 팔&손, 복부, 다리&발, 비뇨기, 생

식기, 피부, 머리카락, 정신건강으로 신체분류를 통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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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NHS Dircet｣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2. Medine Plus

가. 개요

「MedinePlus(medlineplus.gov)」는 국립립보건원(NHI)의 웹사이트

로서 미국 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제작한 

900가지 이상의 질환, 상태, 건강 이슈, 의약품 등 신뢰할 수 있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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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서비스 하며 의료 동 상  이미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  

정보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2012년 「MedlinePlus」은 반 으로 서비스 화면을 텍스트 심에

서 심 하면서도 제공되는 콘텐츠 심으로 노출한 화면을 구성하여 

재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재 주요 서비스로는 ‘Health Topic’, 

‘Drugs & Supplement’, ‘Videos & Cool Tools’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 Topic’은 900여개의 건강상태, 질환  질병, 건강 리 등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에 한 정보를 알 벳 순 색인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신체구조별(14개 주제), 장애  건강상태(10개 주제), 진

단  치료(6개 주제), 인구구성별(5개 주제), 건강  건강 리(9개 주

제) 등으로 분류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2-9 참조).

‘Drugs & Supplement’은 의약품, 약용식물과 보충제 등의 정보를 

알 벳순에 따른 상표  랜드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용 식물  보충제 정보도 알 벳순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Videos & Cool Tools’에서는 해부학, 수술  건강뉴스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퀴즈  게임, 설문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뿐만 아니라 「MedlinePlus」에서는 트 터를 운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쉽게 모바일을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도

록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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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MedlinePlus｣의 건강정보 현황

구분 내용

신체구조
심장 및 혈액순환, 관절 및 근육, 뇌 및 신경, 소화계, 이비인후, 내분

비계, 안과, 면역계, 신장 및 비뇨기과, 폐 및 호흡, 치과, 피부, 헤어 

및 손톱, 여성 생식계, 남성 생식계

건강상태
암, 당뇨병, 유전 및 선천적 결손증, 부상 및 상처, 정신건강 및 행동, 
신진대사, 중독, 독성 및 환경보건, 임신, 약물 남용 문제

진단 및 치료 보완 및 대체요법, 진단. 약물치료, 수술 및 재화, 증후, 이식 및 기증

인구구성별 어린이 및 청소년, 남성, 인구 그룹, 어른, 여성

건강 및 

건강관리

재해, 피트니스 및 운동, 음식 및 영양, 건강시스템, 개인건강문제, 안전문제, 
성적 건강 문제, 사회 및 가족 문제, 웰빙 및 라이프스타일

〔그림 2-8〕 ｢MedlinePlus｣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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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ealthFinder

가. 개요

「HealthFinder(healthfinder.gov)」는 미국 정부의 온라인 건강정보

사이트로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  툴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1,600여개 이상의 정부  비 리 기 에서 온라인으로 제

공하는 건강토픽들은 국가건강증진센터에 의해 리되고 있다. 

「HealthFinder」는 어와 에스 냐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 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HealthFinder」는 홈페이지의 서비스의 기능 개선보다는 뉴스 터 

서비스 등 콘텐츠 내용을 확 하고 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을 두어 

운 을 하고 있다. 2012년 「HealthFinder」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로

는 ‘Quick Guide to Healthy Living’, ‘Personal Health tool’, 

‘Health A-Z’, ‘ Health News’, ‘Find Services and Information’, 

‘Population Requests’ 등이 있다. ‘Quick Guide to Healthy Living’

에서는 12가지 건강생활정보(23), 에이즈  성병(6), 요 검진 정보

(22), 암 검진  방(14), 임신(9), 건강  복지 정보(26), 부모들을 

한 정보(30), 당뇨(12), 심장 건강(21), 여성 건강 정보(26), 공  보

건과 안 (20), 노인을 한 건강정보(30)들에 정보를 추가 분류하여 건

강 리도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ersonal Health tool’에서는 

A-Z까지 해당되는 건강  질병 련 용어를 클릭하여 자가진단 테스트

를 진행 할 수 있는 Online checkups, 운동  양 련 웹 서비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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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래 를 다운 받아 스스로 건강 리를 할 수 있는 Activity and 

menu planners, 칼로리 섭취량과 임신일수, 심장박동 등을 계산하여 자

신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Health calculator, 친구  가족들에

게 건강 련 카드를 보낼 수 있는 E-cards, 웹페이지  개인 블로그에 

추가 할 수 있는 Health widgets, 일반 인 건강정보에 한 슬라이드

쇼와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Watch and listen을 제공하고 있다.

‘Health A-Z’에서는 1,600개 이상의 정보들을 방과 건강 리, 질병 

 조건, FAQ로 검색범주를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Health News’에서는 ‘Heatlhday'에서 제공하는 질병  건강 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Find Services and Information’, 

‘Population Requests’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HealthFinder｣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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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ealth on the Net(HON)

가. 개요

「Health on the Net(HON)(hon.ch)」은 스 스 제네바의 Health on 

the Net Foundation이 책임 운 기 으로서, 건강정보  이용자, 보건

의료계 종사자 등을 상으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의학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HON」은 이용자 특성에 맞게 건강정보를 ‘HONcode’, ‘HONsearch’, 

‘HONtools’, ‘HONtopics’로 구분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트 터, 페

이스북 서비스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ONcode’는 윤리강령을 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단어와 

주소(URL)로 검색하여 볼 수 있으며, 환자  개인에게는 믿을만한 건

강정보를, 의료인들에게는 보다 환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시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웹 리자에게는 인증 획득 차 주로 구성하여 서

비스 하고 있다. ‘HONsearch’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6,800여개의 

이미지  동 상, 1,700여개의 주제와 련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용

자의 근성을 높이고자 하 다. ‘HONtools’에서는 웹 페이지 검색창에

서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WRAPIN을 제공하며, 

‘HONtopics’에서는 각 주제별 포털사이트를 소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그림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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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HON｣의 메인화면(2012년 9월 현재)

  5. HealthInsite

가. 개요

「HealthInsite(healthinsite.gov.au)」는 호주의 연방보건부에서 운

하고 있으며 호주의 권  있는 보건의료기   웹사이트와 력 계를 

맺어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정보를 평가하

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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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HealthInsite」에서는 지속 인 건강정보 리에 을 두고 있으

며, 주요 서비스로는 ‘Advanced search’, ‘About HealthInsite’, ‘A-Z 

Health Topics’, ‘Conditions and Diseases’, ‘Health and Wellbeing’, 

‘Life Stage and Events’, ‘Health Services’, ‘News’, ‘HealthInsite 

Newsletter’, ‘Help’로 구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dvanced search’는 고  검색 기능으로서 단어나 문구, 옵션 기능

을 체크하여 필터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Z Health 

Topics’는 알 벳순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Conditions and 

Diseases’에서는 60개의 건강상태  질병정보를 쉽게 근 할 수 있도

록 제공하고 있다. ‘Health and Wellbeing’에서는 34개의 건강  

양, 정신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Life Stage and Events’에

서는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 ‘Health Services’

는 호주 8개 주의 지역보건서비스 검색  24시간 화서비스를 안내정

보를 제공하며, ‘News’, ‘HealthInsite Newsletter’, ‘Help’등의 서비스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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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HealthInsite｣의 메인화면(2012년 10월 현재)

  6. 요약 및 시사점

2012년도의 주요 외국의 인터넷 건강정보사이트는 외 인 변화보다는 

지속 인 업데이트  리에 들 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지속 인 서비스 내용을 개선  

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자 하 다(표 2-10,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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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국외 건강관련사이트별 제공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사이트명 질병정보 약물정보
백과사전/

의학용어
자가진단

의료인/

기관검색

NHS ○ ○ - ○ ○

MedlinePlus ○ ○ ○ ○ ○

HealthFinder ○ ○ ○ ○ ○

HON ○ ○ ○ - -

HelathInsite ○ ○ ○ - -

건강정보광장 ○ ○ ○ ○ ○

〈표 2-11〉 국외 건강관련사이트별 건강 및 질병정보 분류체계 비교

사이트명
Serch By

A-Z

건강질병

주제별
신체구조별 생애주기별

NHS ○ ○ ○ -

MedlinePlus ○ ○ ○ -

HealthFinder ○ ○ - -

HON ○ ○ - -

HelathInsite ○ ○ - -

건강정보광장 ○ ○ - ○

주요 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RSS, 블로그 등과 같은 웹 2.0 기

술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MedlinePlus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최신의 건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주요 외국의 건

강정보 사이트들은 ‘Twitter’와 ‘Facebook’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제공 

 커뮤니티 시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

으로 「건강정보 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  만족도 악 

등을 통해 서비스 확  방  방안을 지속 으로 고려하고자 한다(표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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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국외 건강관련사이트별 웹 2.0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현황

사이트명 제공 웹 2.0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Moblie Page

NHS RSS Twitter, Facebook -

MedlinePlus RSS Twitter ○

HealthFinder RSS Twitter, Facebook

HON - Twitter, Facebook

HelathInsite RSS Twitter, Facebook

건강정보광장 RSS, Blo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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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및 

활용방안

제1절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방법

  1. 서론

오늘날 경제수 의 발 , 건강한 삶에 한 국가  사회  공감  

형성 등은 개개인들에게 건강 리, 질병의 방  리 등을 구하고 

있다. 이에 개개인들은 자신의 건강  질병 리 역량을 개발하고 극

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건강  질병 리를 한 역량의 개발은 정보 

 지식의 제공과 교육으로 가능하다. 연결성, 정보 달력, 양방향 의사

소통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 이러한 건강  질병 정보의 제공 

 교육을 한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매체로 제공되는 건강정보

는 품질이 보장되고 리되어야 한다.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각종 공

미디어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 정보는 문가의 

개입 없이 최종사용자들이 직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개

인 인 활용에 따라 생명안 의 험을 래할 수 있다. 즉 건강  질

병 정보의 달과 활용은 개인의 건강  질병 리에 정 인 향뿐

만 아니라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리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정보의 권 성, 신뢰성, 정확성, 최신성, 윤리

성, 과학성 등 건강정보의 기본 인 품질속성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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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건강  질병 정보는 상업성 는 악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어 유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험이 매우 

크다. 즉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인터넷

은 매우 유용하지만, 제공되는 정보 는 지식의 품질이 합하지 않으

면 개인  사회 으로 큰 험을 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 하고 

유용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리하기 하여 평가  인증을 통한 

사회  기 (social mechanism)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우리의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하게 향력을 행사한다. 즉. 인간의 생명에 직  향을 끼치거나 

건강 리  어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양질의 건강정보는 올바른 선

택능력 강화시킨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리  사회  

어 정보의 품질( 근성, 이용 가능성 포함)이 균일하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건강  질병정보의 품질이 하고 신뢰하기 어렵다(Coulter 

et al., 1999)는 주장이 있고, 이에 한 한 책이 필요하 다. 

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활용이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

강정보의 불량은 사회 으로 큰 악 향을  수 있다.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 하여 22억 6천만명을 과하 다(

세계 인구 가운데 32.7%)(source: www.internetworldstats.com). 만성

질환자의 경우 치료의사결정 이 에 인터넷 사용(pewinternet.org, 

200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용자의 58%는 최근 검색한 정

보를 질환 는 상태 처리를 한 의사결정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7). 그러나 사용자들

이 건강정보의 품질에 한 충분한 평가  확인을 하지 앟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검색이용자의 15%만이 ‘항상’ 정보의 원천과 

작성날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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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질병정보의 품질 평가도구, 

평가도구의 활용  리의 주요 동향을 검토하고, 인터넷 건강/질병정

보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체계

가. HON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HON)은 ‘인터넷에서 상하지 못

한 보건의료정보에 직면할 때, 올바른 선택과 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는 명제 하에 1995년 9월(Geneva, Switzerland)에 설립된 비 리  

비정부기구이다. 즉, HON은 유용하고 믿을만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진  안내, 정보의 하고 효율 인 사용 유도 등을 목 으로 운 하

고 있다. HON은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인증을 통한 품질 확보조직

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HON은 인터넷 건강정보 질 확보를 

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제정하여 공표하고, 인증된 건강정보

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2년 7월에는 UN의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로부터 NGO 지 를 부여받았다. 한 

랑스의 국립보건국 (Haute Autorit de Sant : HAS) 으로부터 랑스

의 모든 웹사이트에 한 공식 인 인증기구로 인증받았다. 

  1) 평가 체계 및 기준

HON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에 한 행동강

령(HON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이를 가능한 모든 언

어로 번역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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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ON 의료 및 건강 웹사이트 행동강령

1 권위성(Authoritative)  

2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3 개인의료기 (Privacy) 

4 정보출처(Attribution) 

5 정보정당성(Justifiability) 

7 저자의 투명성(Transparency) 

8 후원의 투명성(Financial disclosure) 

9 광고의 정직성 및 편집규정(Advertising policy)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합의된 표 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

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사람들이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함이다. 인터넷 건강정보에 한 행동강령 발표로 시작된 HON의 인터

넷 건강정보 품질 리를 한 노력은 그동안 진화하고 발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EN 45011/ISO65 규정을 따르는 HON 품질 리시스템(HON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마련하여 HON의 웹사이트 내부  

외부 건강정보에 한 품질보증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HON의 의료  

건강을 한 웹사이트에 한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표 3-1참조).

〈표 3-1〉 HON의 의료 및 건강 웹사이트 행동강령

  2) HON의 인증 절차 및 관리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 운 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이에 따라 HON의 평가가 진행된다. ‘HONcode review team’은 

웹사이트를 비 리에 평가하여 3가지(인증, 조건부 인증(웹사이트의 수

정/내용추가), 인증 불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HON으

로부터 인증 받은 웹사이트에게는 1년간 유효한 ‘unique HONcode 

seal’을 제공한다. 이후 매년 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인증’, ‘권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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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ON 인증 웹사이트 특징

1 HONcode 원칙 준수

2 인용의 적절성

3 MeSH 및 HON labels 정렬

4 content labels (women's health, information for patients, videos, images.)

증’,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인증 받은 웹사이트는 

HONcode 인증 웹사이트 DB (HONcodeHunt)에 통합하여 인증정보를 

제공한다.  HON은 기의 평가인증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속하여 

자동  수동으로 모니터링한다. 인증 이후에는 robot engine을 활용하

여 자동으로 정보( 는 웹사이트)간의 연결상태(link)를 추 한다. 요

한 콘텐츠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확인하며, 정보이용자들의 고충

(문제 )을 온라인으로 수하여 보고한다.

  3) HON의 인증 현황

HON코드 DB에 등록된 웹사이트 정보(The HONcode DB: 

HONcodeHunt)는 102개 국가에서 7,900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수록되

어 있으며, 이들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35가지나 된다. 그 가운

데 어가 45%, 랑스어가 17%를 차지한다. Google.com의 

1,400,000 웹페이지도 인증하 다. HON으로부터 인증 받은 웹사이트 

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표 3-2 참조).

〈표 3-2〉 HON 인증 웹사이트 특징

HON으로부터 인증 받은 표 인 웹사이트들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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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HON 인증 대표 웹사이트

구분 HON 인증 대표 웹사이트

1 ClinicalTrials.gov

2 HealthInsite.gov.au

3 10000steps.org.au

4 betterhealth.vic.gov.au

5 The National Urban League

6 MEDLINEplus.gov

7 PubMed

8 Stop-tabac.ch

9 Hospital 12 de Octubre

10 Sociedad Argentina de Pediatra

11 Diabetes Netzwerk Deutschland

12 e-sante.fr

13 chu-rouen.fr

14 eurordis.org

나. DISCERN

DISCERN은 일반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치료방법에 한 문서정보

(written information)의 품질 단을 지원하기 하여 고안된 도구

(instrument or tool)이다. DISCERN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국

의 국립도서   NHS 행정 연구개발 로그램(The British Library 

and the NHS Executive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국가 인 로젝트를 수행하여 개발하 다. DISCERN은 NHS 조직들, 

자선기   자조집단, 제약기업, 기타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기  등

에서 제공하는 문서정보에 한 품질평가의 기 (threshold)을 수립하

기 하여 추진되었다. DISCERN 연구개발 로젝트는 Sasha 

Shepperd(Division of Public Health and Primary Care, University 



제3장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및 활용방안∙65

of Oxford)의 책임 하에 련 문가들이 을 이루어 추진하 으며, 

건강정보의 제공  이용과 련된 다양한 문가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물인 소비자건강정보 평가도구의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 다. 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Deborah Charnock(Kendra 

Women's Development), Gill Needham(Head of Strategic & 

Service Development, The Open University Library & Learning 

Resources Centre), Bob Gann(Director of New Media, NHS 

Direct), Ian Arnold(Cardiology Department, Horton General 

Hospital), Michael Sharpe(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Royal Edinburgh Infirmary)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 자조집단, 일반 

실무자, 소비자건강정보 문가, 의료비 문가, 건강잡지 기자, 건강서비

스소비자 표, 지역사회건강 원회 표, 쉬운 어운동 표, NHS 검토 

 배포 센터 표 등이 평가도구의 개발  검증에 참여하 다.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 건강정보 평가도구의 객 인 인정을 받기 

하여 문학술잡지에 개발  검정과정을 소개하는 논문을 게재하 으며 

(Charnock 등, 1999), 개발된 평가도구  도구의 올바른 활용을 한 

안내서(Handbook)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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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체계 및 기준

DISCERN의 평가문항들은 증거기반의 소비자건강정보 생산을 용이

하게 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신뢰성(8개 항목), 치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정보의 품질(7개 항목), 반 인 평가(1개 항목) 등 3개의 역

(section)에 하여 16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6개 문항은 모두 

Likert 5  척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도구에 한 정확한 평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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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정보가 독자들에게 적합한가?

     아님                       부분적으로                         예

      No                         Partially                         Yes

      1              2              3              4              5

힌트: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오.

* 출판정보가 독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가?

* 치료선택에 관한 조언 및 제안이 현실적인가 또는 적절한가?

16. 앞의 모든 질문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치료방법 선택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공시된 정보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시오.

     낮음1)                      중간 정도의3)                     높음5)

      low                        moderate                        high

       1              2              3              4              5

 1) 심각한 또는 광범위한 결점이 있음

 3)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결점이 있음

 5) 미미한 결점이 있음

도하기 하여 각 평가도구별로 힌트(hint)를 제공하고 있다. 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15개의 평가도구에 한 평가는 3개의 척도

을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뢰성을 평가하는 3번째 평가도

구를 로 들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DISCERN의 3번째 평가기준

이 때 아님(No)은 ‘출 정보가 독자들에게 합하지 아니하다’를 의

미하며, 부분 으로(partially)는 ‘출 정보가 어느 정도 합하게 보이지

만, 반 으로 합하지 않다’를 의미하며, (Yes)는 ‘출 정보가 독자

들에게 합하게 기술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16번째 평가도구는 출 정

보에 한 반 인 평가를 하는 도구로서 [그림 3-2]과 같이 척도 을 

달리 서술하고 있다. 

〔그림 3-2〕 DISCERN의 16번째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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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영역1: 출판정보의 신뢰성 평가

1 목적이 분명한가?

2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3 출판정보가 독자들에게 적합한가?

4 정보의 원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5 정보가 언제 보고 또는 제작 되었는지 분명한가?

6 정보가 균형 잡히고 편견이 없는가?

7 추가적인 정보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가?

8 불확실한 부분(영역)에 대하여 언급하는가?

영역2: 출판정보의 품질 평가

9 각 처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10 각 처치의 편익을 설명하고 있는가?

11 각 처치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가?

12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13 처치방법의 선택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14 하나 이상의 가능한 처치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15 공유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가?

영역3: 전반적인 평가

16
앞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공시된 정보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시오

각 역별 평가문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DISCERN의 평가 체계 및 기준

  2) DISCERN의 활용

DISCERN은 문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도구로 평

가되고 있으며, 평정자간의 신뢰성(inter-rater reliability)이 양호한 것으

로 밝 졌다 (Charnock 등, 1999). 평가도구의 활용을 한 안내서

(handbook)는 일반인들의 평가도 문가들의 평가와 유사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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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항목

영역1: 출판정보의 신뢰성 평가

1(4) 정보의 원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2(5) 정보가 언제 보고 또는 제작 되었는지 분명한가?

영역2: 출판정보의 품질 평가

3(9) 각 처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4(10) 각 처치의 편익을 설명하고 있는가?

5(11) 각 처치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가?

6(13)
처치방법 선택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도록 지원하고 있다. DISCERN의 평가 수는 인공포증, 우울증 등의 

웹정보 평가에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Khazzal, et al, 2008a; 

Griffiths & Christensen, 2002; Griffiths & Christensen, 2005), 코카

인 독, 양극성 장애 등에 한 웹사이트 정보에서는 그 지 않게 나타

났다(Khazzal, et.al, 2008b; Morel, et al, 2008). 인터넷을 통하여 소

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은 DISCERN에서 제시한 평가를 

한 기   지침을 활용하고 있으며(김정은 등, 2005), 인터넷 만성통

증 웹사이트 평가(Kaicker et al., 2010), 체의학 웹사이트 평가

(Breckons, et al., 2008), 다양한 질병에 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건강  질병정보 평가에 DISCERN을 문가집

단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보건의료서비스 일반소비자들의 

사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Khazzal 등(2009)은 ‘DISCERN의 

16개 평가도구들’에서 추출하여 통계 으로 타당성을 검정하여 일반인들

이 사용하기 쉬운 평가도구로 축약한 ‘약식 DISCERN (brief 

DISCERN)’을 개발  검정하여 제시하 다(표 3-5 참조). 

〈표 3-5〉 약식 DISCERN의 평가도구

주: (  )의 번호는 ‘원본 DISCERN’에서의 평가도구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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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DISCERN은 신뢰성 역 2개  처치정보 역 4개로 총 6개 

도구로 구성되었으며, 환자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좋은 정

보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는 간단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다. HealthInsite

HealthInsite는 호주의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며, National Health Call Centre Network Ltd (NHCCN)

에서 운 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을 한 양질의 정보 제공  호주인

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슬로건은 ‘신뢰할만한 

건강정보에 한 게이트웨이 (Your gateway to reliable health 

information)’를 표방하고 있다. 호주의 보건부는 2000년 4월에 

HealthInsite 편집 원회(editorial board)  편집실무 (editorial team)

을 설치하여 건강  질병정보 제공기 들의 건강정보 작성  제공과

정, 제공하는 정보, 웹사이트의 품질 등을 평가하여 정보제공기 들을 

정보 력기 (information partner)으로 인증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건강 

 질병정보  제공에 한 정책 인 의사결정  최종심의를 수행하

여 왔다(HealthInsite 2007, 2007). 2009년 12월에는 National Health 

Call Centre Network Ltd (NHCCN)로 이 하여 운 하고 있다. 한 

NHCCN은 기존에 자신들이 제공하여 오던 "healthdirect Australia"

를 통하여 연 무휴(24/7)로 화로 연결하여 국민들에게 건강정보의 제

공  자문을 하고 있다.

  1) 평가 체계 및 기준

HealthInsite는 HON 코드 표 을 수하여 HON 인증마크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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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ealthInsite의 건강정보 제공기관의 평가인증 단계

Step 1 잠재적인 정보협력기관의 자체평가 후 평가 신청

Step 2 편집팀의 평가 (웹사이트의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 정보의 품질) 

Step 3 편집팀의 의사결정

Step 4 정보협력기관(partner)에게 판정결과 공지

Step 5 행동강령(Deed of Agreement) 및 HealthInsite를 위한 레코드 생성에 서명

하고 있으며, 2012년 재 4.2 을 운 하고 있다. HealthInsite의 건강

정보 제공기 의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표 3-6 

참조).

〈표 3-6〉 HealthInstie 평가 인증 단계

 HealthInsite에서 평가 인증한 정보 력기 의 건강정보는 해당기

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HealthInsite에서 연결(link)하여 제공

된다.  HealthInsite에서 평가인증한 건강정보제공조직 즉 건강정보 력

기 (information partners)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자신의 사이트에서 HealthInsite를 통하여 근이 합한 정보

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HealthInsite를 지원하기 하여 특정 

주제 역의 정보를 개발하며, 셋째,  HealthInsite의 략 인 개발에 기

여한다. 넷째, HealthInsite에 합한 콘텐츠를 보유 가능한 잠재 인 

트  조직들을 추천한다. HealthInsite의 평가도구(기 )는 정보의 작성

(권 성), 정보제공서비스(디자인  항해성), 정보의 품질 등 3가지 차

원에서 평가항목들로 구성하 으며 평가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정보의 품질 (quality of information)

    - 명료성  검증 로세스 (clearance and review processes)

    - 자의 자격( 문성) (qualifications of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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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 (accuracy)

    - 의도하는 독자(청 )들에 한 성  문서의 원천 제공성 

(appropriateness for intended audience and documentation of 

source)

  - 권 성, 작성, 공시성(authority, authentication and disclosure)

○ 재성 (currency)

○ 문서의 형식 (document formats)

○ 항해성 (navigation)

○ 심미성/디자인 (aesthetics/design)

○ 근성 (accessibility)

○ 신성 (innovation)

  2) HealthInsite 관리운영 현황

 HealthInsite는 기에 연방정부 내부에 편집 원회를 설치하여 운

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에 National Health Call Centre Network 

Ltd(NHCCN)로 이 하여 정보 력기 의 평가, 력기 들의 정보연계, 

리운  등을 보다 문화하여 운 하고 있다. HealthInsite는 평가를 

통하여 인증된 정보 력기 으로부터 연계하여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 력기 들을 소개하고 각 기 을 연결하여 주고 있다. 

 

라. The Information Standard

2003년 이후 Consumers Association 등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인

터넷 건강정보의 질 확보에 한 국가 인 책마련의 요구가 빈발하

다. 2007년 3월에 실시한 조사(Department of Health, TNS omnibus 



72∙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survey)에서 응답자의 77%가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정보를 검색한 경험

이 있다’고 하 으며, 75%가 ‘믿을만한(trustworthy) 건강정보를 찾기 어

렵다’고 응답하 으며, 88%는 ‘정부의 인증체계를 정 으로 보고 있다’

고 응답하 다.  한 응답자의 78%는 ‘인증 받은 기 의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 다. England 지역에서도 건강  사회  어 서비스 정보

를 생산하여 들에게 제공하는 수천 개의 조직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신뢰성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들에게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알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NHS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 인증, 리 등을 한 별도의 기

구인 ‘The Information Standard’를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The Information Standard’는 증거기반의 건강  사회  이서비

스 정보를 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조직들을 상으로 평가인증체계

(certification scheme)이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알려진 품질마

크를 통하여 양질의 근거기반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신속하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인증을 한 조직은 “Capita”이다. 

Capita는 NHS의 외주업체(2009년부터)로서 평가인증업무를 직  리

하고 운 하고 있으며, 국의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의 인증기 으로서 NHS 본부와는 독립 으로 운 하는 문

인 평가인증기 이다. 이러한 조직운 방식은 평가인증의 공정성

(impartiality)을 확보하기 함이다. Capita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인

증업무를 정부(NHS)로부터 임받아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

하고 있다. 

 ○ 인증제도 홍보

 ○ 잠재 인 건강정보 제공기 들 지원

 ○ 인증기구(실제로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조직)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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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기준

1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하도록 한다

2

신속하고 용이하게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도록 한다

  - 정보 이용자 스스로 건강과 케어를 이해하도록 한다

  -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 어떤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한다

3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자들을 지원한다

구분 평가 인증 내용

1 정책

2 관리책임

3 정보생산체계

4 정보생산체계의 자체 감사

5 예상적 및 교정적 행위

  1) 평가 체계 및 기준

The Information Standard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기준

The Information Standard의 평가인증 상은 공공, 비 리, 상업 인 

역 등에서 건강/ 어 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기 으로 하고 있으며, 인

증평가에 참여는 자발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The Information 

Standard는 다음의 내용들을 평가하여 인증한다(표 3-8 참조). 

〈표 3-8〉 The Information Standard의 평가 인증 내용

 이 때 용하는 The Information Standard의 건강정보 평가인증의 

기 은 다음과 같다. 2012년 7월에는 이 의 평가기 을 축소하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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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수정하 다(표 3-9 참조).

〈표 3-9〉 The Information Standard의 평가도구: 2011년과 2012년

 적용년도

기준
2011년 5월 기준 2012년 7월 4일 기준

평가인증 

기준

- 명료성(Clear)
- 적합성(Relevant)
- 증거 기반성(Evidence based)
- 권위성(Authoritative)
- 완전성(Complete)
- 안전성(Secure)
- 정확성(Accurate)
- 양호한 디자인 (Well-designed)
- 가독성(Readable)
- 접근성(Accessible)
- 최신성(Up-to-date)

- 명료성(Clear)
- 정확성(Accurate)
 ․공정성(Impartial)
 ․균형성(Balanced)
- 증거 기반성(Evidence based)
- 접근성(Accessible)
- 최신성(Up-to-date)

  2) The Information Standard의 평가인증 단계

건강정보의 평가는 3단계에 걸쳐 실시되며, 세부 인 평가  인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자체 평가

  a. 자체평가  문제  확인

  b. 인증평가 인식  비

Step 2: 인증평가 비

  a. 자신의 정보생성체계에 한 완 한 자체평가

  b. 실행계획 수립

  c. 인증기구 

  d. 인증평가신청서 작성  평가를 한 표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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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인증

  a. 평가 비

  b. 평가

       - 문가의 “정보 콘텐츠 표본” 평가

       - 정보생산자의 정보생산 방법  시스템 검

  c. 평가결과 검토

  d. 인증

IS는 인증기 에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 의 신뢰성을 인증

하고, 그에 한 한 표방을 통한 홍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IS 인증기관 마크

즉, 인증기 은 ‘Certified member’로서 믿을 만한 건강  사회  

어 서비스 정보제공자로서 인정받은 기 임을 설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마크’는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

’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기 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증 받은 기 은 ‘The Information 

Standard quality mark’의 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The 

Information Standard는 인증 받은 기 이 신뢰할만한 건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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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인증 기관

1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2 ALK-Abello

3 Allergy UK

4 Alzheimer's Research UK

5 Arthritis Care

어 정보를 제공하는 기 임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The Information Standard의 평가인증 현황

소비자건강정보의 인증은 들에게 정보생성의 명확성, 정확성, 공

정성, 한 연구에 의한 정보, 근성, 최신정보의 갱신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증체계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편익을 취할 수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 인증 편익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 인증 편익

-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기회 획득 가능

- 동료집단들 사이에서 명성(reputation) 제고

- 목표로 인구집단으로부터 더 큰 공감성(empathy) 획득 가능

- 공중에게 노출 및 긍정적인 공중관계(public relation: PR) 증가

- 정보 생성 및 관리팀의 인지 및 자신감 증가

- 전문기구들(professional bodies)로부터 인정수준 향상

- 보다 구조화된 정보의 생성 및 관리 프로세스 확립 

자료: Source: http://www.theinformationstandard.org/get-certified/business-benefits/)

The Information Standard로부터 평가인증 받은 기 명단(member 

lists)의 를 들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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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he Information Standard 평가인증 기관

6 Asthma UK

7 BEAT

8 Beating Bowel Cancer

9 Birmingham City Council

10 Blackpool, Fylde and Wyre HospitalsNHS Foundation Trust

11 Bone Cancer Research Trust

12 Brain & Spine Foundation

13 Breast Cancer Care

14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15 British Snoring & Sleep Apnoea Association

16 BUPA

17 BMJ Group

18 CancerHelpUK

19 Cancer ResearchUK

20 Changing Faces

21 Christie NHS Foundation Trust

22 Clatterbridge Centre for Oncology NHS Foundation Trust

23 CLIC Sargent

24 Coram Life Education

  마. 대한의학회(건강정보심의인증제도) 

한의학회는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질병정보의 질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6월에 ‘건강정보 심의인증 규정’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건강정보심의인증 원회, 건강정보인증 실무 , 문분야

별 심의 원 풀(pool) 등을 조직하여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표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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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업무

건강정보심의인증위원회 평가인증제도 마련 및 관리

건강정보인증 실무팀 평가인증실무 운영 및 관리

심의위원 의학의분과별 심의위원 풀 형성

① 건강정보 인증 신청서 제출(건강정보의 목록, 건강정보의 내용, 건강정보별 

대상자, 출처, 관리방식, 갱신주기, 건강정보의 제공 방식 등을 포함) 
② 건강정보 심의 가능 여부 통보

③ 심의료 입금

④ 자료준비(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 후 심의위원에 심의 의뢰

⑤ 심의결과 제출

⑥ 예비평가 및 중간평가(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
⑦ 최종평가(건강정보심의위원회) 후 인증(이사회)
⑧ 인증 여부 통보

〈표 3-12〉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심의인증 조직별 업무 역할

  1) 평가 체계 및 기준

심의의 상은 일반인들에게 건강  질병 리, 의약품 복용, 의료기

구의 사용 등을 목 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오 라인 건강정보(콘텐

츠)로 하고 있으며, 자율 으로 한의학회에 평가인증을 요청한 정보

(콘텐츠)를 상으로 한다. 평가인증을 한 심의과정  실무 인 차

는 [그림 3-4]과 같다.

〔그림 3-4〕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심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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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한의학회 심의인증 평가기준

건강정보 

평가의 

원칙

-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

- 평가 관련 이해관계 없음

- 평가/인증된 정보/콘텐츠의 인간생명 영향력 우선

건강정보 

심의인증 

기준 및 

평가문항

① 신뢰성(reliability): 정보의 내용이 믿을만한가? (5문항)
   - 학계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였다.
   - 정확하다.
   - 편견이 없다.
   - 최근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② 유익성(usefulness):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3문항)
   - 내용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오용 가능성이 없다. 

건강정보 

심의인증 

기준 및 

평가문항

③ 이해용이성(understandability):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3문항)
   -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④ 완전성(completeness): 정보가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였는가? 

(1문항)
   - 부작용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⑤ 상업성/공공성(publicity): 정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문항)
   - 상업적인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특정 상품을 보증(보증 암시)하지 않았다.

심의인증의 문성, 공정성, 향력 등과 련하여 원칙(principles)을 

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심의인증을 한 평가기 은 5가지 역

에 하여 1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원칙, 기   평가

문항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대한의학회 심의인증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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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인증 현황 및 전망

2010년 6월에 건강정보 심의인증 규정을 제정한 이후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질병정보를 심으로 시범 인 심의인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2년 심의인증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건강  질병정보에 한 공식 인 인증평가 틀  평가도구가 없는 실

정에서 한의학회의 이러한 시도는 건강질병정보의 올바른 유통과 활용

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정보제공기 에 한 인증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개별 인 정보

(콘텐츠) 평가방식의 비효율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평가기 은 제공정보의 편집  제작, 제공정보의 품질(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한 내용 포함), 정보의 리 등에 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

다. 건강정보는 상업성과 만나면서 그것의 내용이 선택 으로 작성되어 

달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

공자의 상업성 는 공공성’에 한 평가기 이 요하게 포함되고 있었

다. 평가체계는 개발 인 정보에 한 평가보다는 정보제공자 는 정보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심으로 인증하고 리하는 방법을 주로 실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 우리나라의 한의학회는 평가인증을 자율

으로 요청하는 건강정보(콘텐츠) 단 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

고 있으나,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건강정보에 용할 경

우 ‘정보서비스 질’ 평가를 보강하여야 할 것임). 평가인증에 한 리

는 인증마크 부여, 주기 인 재평가( : 2년 주기),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제공정보의 서비스 상태( ; link)  리상태를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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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고 있었다. 평가인증을 한 조직은 기에는 정부조직에서 직

 수행하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문 으로 수행하고 리할 

수 있는 기 을 선정하여 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인터

넷 건강정보 평가 황  문헌들을 검토한 것에 기 하여 정부차원의 

인터넷 건강정보의 리를 해서는 다음 같은 비가 있어야 할 것으

로 본다. 

○ 인터넷 건강정보의 제작  유통 체계의 문성 강화 

○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한 평가인증체계 

○ 수동   능동  평가

○ 건강정보 오용에 한 책 마련 끝으로 인증평가 로세스의 효  

     율성 증진

○ 인증한 정보/콘텐츠의 사후감시체계 강화

제2절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지표 교차타당성 검증

  1. 서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충분

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극 으로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류시원 

등, 2004). 보건의료기술은 IT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보다 편리한 보건의

료 서비스를 아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소비자 

심의 건강정보는 기존의 유선 인터넷은 물론 무선인터넷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테블릿 PC, 스마트TV 등 보다 지능화된 정보기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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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송태민 등, 2011). 특히, 모바일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이용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신속해지고 확산은 매우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공은 본인 뿐만 아니

라 타인에게도 치명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신

뢰성 있는 건강정보의 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는 사회 

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을 도구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비스의 공 자  이용자의 태도  행동 등 련 요인들에 

향을 받아서 수용  활용 정도가 좌우된다(송태민 등, 2012). IT를 

이용한 건강정보 수용요인 분석의 많은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이 사용의

도에 주요한 향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에서 「건강정보

장」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로 건강정보의 품질  사용의도

에 한 조사항목을 측정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건강

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동일한 지표에 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연도별 다른 표본에서의 타당성 즉, 교차타당성

(cross-validation)은 평가하지 않았다. 교차타당성은 매년 설문 상이 다

른 건강정보 장 이용자들에 해 동일한 지표로 평가를 하 을 경우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수년간 

사용된 평가지표에 한 검증은 반듯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건강정보 장 평가지표로 사용된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  사용의도

의 평가지표’에 해 2011년과 2012년 이용자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 한 교차타당성과 잠재평균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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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분석 신뢰도를 고려하여 2011년과 2012년

에 「건강정보 장」을 주기 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된 상자는 2011년은 2,153명(남자: 1,354명, 여자: 

629명)이며 2012년은 1,475명(남자: 828명, 여자 652명)이었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의 측정도구로는 서비스품질요인은 7

개 지표(내용의 충분성, 건강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시의성, 이용에 한 

주의사항 게시여부, 서비스에 한 만족도, 이용자 근성, 항해의 용이

성)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885, .898

로 나타났다. 사용의도요인은 5개 지표(정보의 유용성, 이해의 용이성, 

서비스에 한 만족도,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병원방문에 한 

향정도)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836, 

.854로 나타났다. 총 12개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는 모두 역코딩

(1: 동의안함, 2: 체로동의안함, 3: 별로동의안함, 4: 약간동의함, 

5: 체로동의함, 6: 매우동의함)하여 6  척도로 측정하 다. 

나. 통계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 합도 비교에는 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와 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CFI를 비롯한 증분 합지수들은 0.9보다 크면 모형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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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f NFI CFI TLI RMSEA

2011 1091.352 53 .927a .930a .913a .095b

2012 825.293 53 .927a .931a .914a .099b

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Hu LT et al., 1999). RMSEA는 표본이나 

다수의 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량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합지수이다. 일반 으로 RMSEA가 0.5이하이면 합도가 

매우 좋고, 0.5와 0.8사이의 값을 나타내면 양호하다고 해석하며, 0.1이

상이면 합도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Bollen KA et al., 1993). 모형

추정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 으며, 결측

치 문제의 해결은 찰된 모든 변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결측자료

의 특성을 고려하는 완 정보최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을 해 기술통계분

석, 신뢰성 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 고 구조모형분석과 다 집단분

석은 AMOS 20.0을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가.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연구모형(그림 3-1)에서 제시한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와 사용

의도가 어떠한 구조  계를 가지는지 2011년과 2012년 응답자를 

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2011년과 2012년 모두 연구

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합도가 를 제외하고 모든 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3-14 참조).

〈표 3-1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주:  aGood 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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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의 교차타당성 검증

 

교차타당성은 동일한 모집단이나 이질모집단에서 얻은 두 개 이상의 

표본들이 서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측정동일성은 다른 모집단에서 얻어진 측정모형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를 단하는 것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측정도구

에 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인

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의 교차타당성 검증은 2011년 이용자와 2012년 

이용자를 2개의 집단으로 보고 연도별로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측정도구의 동일성

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교차타당성

은 Myers et al.(2000)과 Mullen(1995)이 제시한 검증과정으로 검증하

으며, ‘형태동일성 → 요인부하량동일성 → 공분산동일성 → 요인부하

량, 공분산 동일성 →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동일성’을 순서 로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측정동일성 검증은 2011년과 2012년의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한 7개 문항과 사용의도를 측정하

기 한 5개 문항을 사용하여 다 집단 확인  요인분석(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실시하 다(그림 3-5 참조).   

본 연구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경쟁모

형을 설정하 다. 

모형 1: 비제약모델(기 모형)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모델

모형 3: 요인부하량, 공분산 동일성 제약모델

모형 4: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동일성 제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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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구모형(건강정보평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은 집단 간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은 모형으로 동일화 제약을 

통계 으로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기 모형(baseline model)이다. 모형 2

는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 3은 집단 간 

요인부하량과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 4는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 비교는 기 모형(모

형 1)과의 합도 차이를 통하여 검증하 다. 먼  2011년과 2012년의 

건강정보 장 이용자 집단 간에 요인부하량 동질성을 알아보기 하여 

모형의 요인구조 2011년 집단과 2012년 집단간에 요인부하량이 같은 

것으로 동치 제약을 한 결과, 모형의 합지수가 =9.66으로 변화되

었고 (=10, =0.01)=23.21 보다 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에 공분산이 같은 것으로 동치제

약을 한 결과, 모형의 합지수가 =11.75로 변화되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를 제외한 기 모형(모형 1)의 

합도가 높고 단계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해도 부분의 모형의 합도

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모형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차타당성이 검증되어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에 한 

척도가 2011년과 2012년 조사 상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표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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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FI CFI TLI RMSEA   Sig.

모형1 1916.65 106 .927a .930a .913a .069b

모형2 1926.32 116 .926a .930a .921a .066b 9.66 10
유의하지

않음

모형3 1928.47 119 .926a .930a .923a .065b 11.75 13
유의하지

않음

모형4 1964.07 131 .925a .930a .929a .062b 47.42 25 유의함

〈표 3-15〉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의 집단 간 교차타당성 모형 분석결과

주:  aGood bNormal 
 
 

다.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지표의 잠재평균분석

 

본고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  사용의도에 

한 집단 간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 다.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은 형

태동일성 → 측정동일성 → 편동일성의 순서 로 검증되어야 한다

(Hong et al., 2003). 본 연구의 교차타당성 검증에서 형태동일성과 측

정동일성이 검증되어 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집단 간 편에 동

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합도는 ()=1944.189(126), NFI=0.926, 

CFI=0.930, TLI=0.927, RMSEA=0.063으로 측정동일성의 합도보다 

를 제외하고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기 해 참조집단(2011년 집단)의 잠재평균을 ‘0’

으로 고정하고 2012년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 으며, 잠재평균의 차

이 해석은 Cohen 효과크기 기 (d값이 0.2 이하이면 작은 값, 0.5이하

이면 간 값, 0.8 이상이면 큰 값)을 용하 다(Cohen, 1988; Hong 

et al., 2003).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  사용의도의 잠재평균 분석결

과 2011년에 비교하여 2012년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1), 코헨의 효과크기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88∙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요인 2011년 2012년 C.R. 분산추정치 공통표준편차 효과크기1)

서비스 품질 0 .001 .049 .449 .67 .001

사용의도 0 -.016 -.568 .568 .75 -.021

서 건강정보 장 이용자의 2011년과 2012년 건강정보 서비스의 품질 

 사용의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표 3-16〉 건강정보 품질 및 사용의도의 집단 간 잠재평균차이

 주: 1) 2012년 잠재평균차이/공통표준편차 

     * p<.01

라.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다 집단 구조모형 분석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가지고 서로 통계 인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 집단 구조모형 분석은 측정동일성 제

약이 끝난 후, 집단간 등가제약 과정을 거쳐 경로계수간 유의미한 차이

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과 사용

의도 요인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두 잠재요인 사이의 경로도형으로 

두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 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건강정보평가(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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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2011년 2012년

C.R.
B( ) B( )

서비스 품질 → 사용의도 1.131(.99) 1.116(.99) .666

2011년과 2012년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이 수용태도에 

양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내 잠재변수간 

인과 계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모형내 존재하

는 경로계수(서비스품질→사용의도)에 등가제약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R.=.666(p>.05)).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간의 구조  

계가 두 집단 모두에게 동등하게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17 참조).

〈표 3-17〉 건강정보 품질 및 사용의도의 경로계수

주: B: 비표준화회귀계수  : 표준화회귀계수 C.R.: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4.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  사용의도에 한 척도가 

매년 건강정보 장의 이용자에게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척도인지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으로 두 집단 간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의 구조  

계를 검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  공헌은 인터넷 건강정보 수용

을 결정하는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 요인의 척도를 개발하 고, 두 잠

재요인간의 구조모형에 한 교차타당성을 2011년과 2012년 건강정보

장 이용자를 상으로 비교 검증한 것이다. 구체 인 연구결과  시

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 집단 확인  요인분석 연구모형이 합도가 2011년과 2012

년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매년 동일한 구조모형의 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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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 모형과 제약모형의 비교결과 모든 

합도에서 차이가 없어 교차타당성은 검증되었다. 이는 매년 동일한 지

표를 이용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수용요인에 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측정동일성에 이어 편동일성이 검증되었으며, 2011년

과 2012년의 서비스품질과 사용의도 요인의 잠재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간

의 인과 계가 2011년과 2012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구조모형이 매년 동일하게 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의 평가

지표로서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의 두 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검증하

지만,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의 한계 , 응

답자들의 응답내용, 표본의 표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 이 있을 수 있

다. 한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평가 요인으로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

도 두 개의 요인으로만 국한되어 세부 평가를 한 측정도구로는 미흡

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 은 추후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방안: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에 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중심

  1. 서론

통계청(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 인구

의 11.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어들

었으며8),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고령 사회

8)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체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14%미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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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이라 망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건강수명 연장, 건강한 노후 생활, 질병

리  방은 의 고령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한 일종의 수단이자 궁극  목 으로 볼 수 있겠다.  노인 인구

는 정보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최근 ‘고령친화 u

헬스 어’ 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의 개념이 사회 

반에 걸쳐 강조되면서 노인층의 정보기술 활용에 한 심이 높아지

고 있다. 

〔그림 3-7〕 장래노인인구 추계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한 디자인(Design For All)’ 이라는 개

념으로서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일컫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용자

의 다양성을 제로 하기에 장애도 하나의 차이일 뿐이라 보고 있으며, 

차이를 지닌 각각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확

하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Sung, An, Lee, Park, & Paik, 

2012).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수용  이의 활용에는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존재하며, 인구사회학  요인이 이의 향요인으로 

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20% 미만,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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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Kiel, 2005; Kuttan, & Peters, 2003).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시행하 다. 정보 근  정보

이용환경의 기반 마련에 을 둔 1차 종합계획(2001-2005)과 정보통

신기술의 생산  활용에 을 맞춘 2차 종합계획(2006-2010)이 바로 

그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왔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정보기술 수용 모델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개발되어 검증된 바 있다(An, 2006; An, Hayman, Panniers, & Carty, 

2007). 하지만 노인을 상으로 한 정보기술 수용 모델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

고, 상황을 포함하여 개인의 상태에 하여 효율 인 처를 가능하

게 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신체 ·물리 으로 제약을 가진 노인들에게 더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다(Furlong, 1989). 2007년 국내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100으로 할 때, 장·노년층은 37.4, 노인은 

13.7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 수 은 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2009년 조사에서도 

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7.0%와 비교할 때, 50  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55.9%,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1.8%로 차이

가 있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한국인터넷진

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0년 

33.8%에서 2011년 35.9%로 증가하 다(그림 3-8 참조). 그러나 이들

의 인터넷 활용이 생산  활용을 의미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격차를 논할 때 이는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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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10∼2011년 국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주로 정보검색, 여가  취미활동을 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 련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Lee, 2007). 최근에는 노인 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 늘고 있으며, 서로의 비슷한 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커뮤니티 사이트도 생겨나고 있다.9) 이와 같이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이 

차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노인 인구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아직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화 교육은 물론 정보기술 

활용 의지조차 없는 노인이 80% 이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Statistics 

Korea, 2004). 따라서 노인을 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법에 한 교육 

과정 개발, 고령자 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 그리고 노인들의 인

9)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는 뉴스, 건강, 문화, 생활, 맛, 여행, 이벤트, 쇼핑 등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 심사를 공유하는 다양한 클럽(Club)과 개인 블

로그(Blog) 한 사이트 방문자의 재방문률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노인당

(www.grandop.com)은 노인들이 부담없이 주고받는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연륜이 묻어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넷(www.senior.ne.kr)은 노인 주의 

시사  건강정보, 그리고 문화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 부와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이 운 하는 도움나라(www.itall.or.kr)에서도 노인 련 의료, 건강, 생활 등의 종합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세인클럽(www.centenarian-club.com)은 음식, 양보충제, 
운동, 스트 스 등 육체  건강 리 뿐 아니라 과거청산, 인 계, 나 혼자만의 시간 등 

정신건강에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노후닷컴(www.nohoo.com)은 알기 쉬운 건강상식, 
아름다운 부부생활 등의 건강정보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유용한 간병노하우

를 소개하고 있다. 실버60(www.silver60.co.kr)에서는 싱홈, 노인병원, 실버타운, 노인요

양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94∙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터넷 활용 실태에 한 체계 인 고찰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Campbell 

& Wabby, 2003; Campbell, & Nolfi, 2005; Kiel, 2005). 21세기 

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정보 이용에 있어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수동 인 건강정보 소비자 역할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 상된다. 따라

서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능동  소비 주체의 입장에서 노인들이 본인에

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할 것이며, 이를 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은 보건의료 문가들이 해야 할 사회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궁극

으로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의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해서

는 우선 노인들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연구가 어

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과학 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그 출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하여 학문 으로 축 된 경험  근거(empirical evidence)를 사회네트

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체계 으로 고찰함으로써 노

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을 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 다. 

  2. 분석방법

가. 사회네트워크 분석

 세계 으로 과학기술분야  분야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수는 매년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으로 보

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고 연구주제간 련성을 이

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정책입안자는 연구결과를 효과 으로 정책에 

반 하기 하여 과학의 복잡한 내  상호 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He, 1999; Mane & Borne, 2004; Bernstam, Herskovic, 

Aphinyanaphonges. Alferis, Sriram, & Hers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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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와 1970년  사회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학제 인 방법론을 개발하 고, 1970년  이 후 

수학, 통계학, 산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분석기법을 체계화함에 따라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경제학, 마 , 산업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유용한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Jung & Kwon, 2011).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람들이 일련의 계에 의해 모인 계망을(Sohn, 2010) 수학

 모델로 변환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노드(node)와 링크

(link)를 증명하고 표 하며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시키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Polanco, 2005). 

사회네트워크를 시각 으로 표 하는 도구는 그래 이며 보통 노드는 

행 자를. 링크는 행 자들 사이의 계를 나타내며, 노드와 링크의 

한 조합에 의해 행 자들 간의 교류, 거래, 교환 등이 표 된다. 노드 

간의 계를 악하기 한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은 결속을 나타내는 

연결정도(degree)와 도(density)이다. 연결정도는 한 노드가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숫자로 표 되며, 연결정도가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자

원이 많고 정보의 흐름에서도 핵심 인 역할을 한다(Kim, 2007). 도

란 가능한 총 계 수에서 실제로 맺어진 계 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집단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동일한 수의 계를 가진 노드라도 

집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도는 낮아지므로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 간

의 비교는 집단의 크기를 표 화한 후 비교하여야 한다(Faust, 2006; 

Kim, 2007). 키워드들이 맺고 있는 계 속에서 연결정도에 따른 향

력은 네트워크상의 심에 치한 정도로 악될 수 있는데, 이를 심

성(centrality)이라 한다. 띠라서 한 노드에 직 으로 많은 연결이 있거

나, 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에 도달하기 해 거치는 경로의 합이 

을수록 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ogatti, 2005; Kim, 2007). 연

결정도 심성 에서도 가 치를 부여한 연결정도 심성(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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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심으로서의 역할에 한 정도를 지

수화한 것이다(Freeman, 1979; Osphal, Agneessens, & Skvoretz, 

2010). 노드 사이의 연결빈도가 증가할수록 연결강도가 강하게 되며, 이 

경우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용하면 심성이 상승되어 네트워크의 

앙에 치하게 된다. 심성은 지역 심성(local centrality)과 체 

심성(global centrality)으로 구분되며(Freeman, 1979), 한 노드가 주

의 다른 노드들과 직 으로 연결된 정도가 높을수록 그 노드의 지

역 심성은 높아진다. 반면에 한 노드가 체 계망의 구조 속에서 

략 으로 요한 자리를 차지할수록 체 심성은 높아진다. 지역 심

성이 높은 노드는 체 심성이 높을 수 있지만 두 개념은 반드시 일

치하지는 않는다(Faust, 2006; Freeman, 1979; Sohn, 2010). 연결된 

노드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도는 지역 심성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다. 

하지만 네트워크 분석에서 지역 심성은 최  연결 선수에 한 퍼센

트로 표시되므로 도의 경우처럼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사이에는 직

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크기를 고려하

여 표 화하는 선행 작업이 요구된다(Faust, 2006; Kim, 2007).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속성 변수들 사이의 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 논문의 키워드도 하나의 속성 변

수로 고려될 수 있다. 노드가 키워드로 치되면 연결정도가 많은 키워

드는 그 연구 분야의 핵심 인 키워드라 여겨질 수 있으며,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연구

의 지  구조인 계망을 악하기 해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단 로 

하여 사회네크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방의학 분야(Jung & Jung, 

2008a)와 역학 분야(Jung, 2008b)에서 핵심어 네트워크를, 국내 주요 

의과 학을 단 로 학 간 연구주제 네트워크 분석(Kang & Park, 

2010)을, 국내 의료정보학분야의 일개 학회지에 실린 1995년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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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1,075건의 논문과 로시딩(Proceedings)을 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의 변화를 찰한 연구

(Jeong, Lee, & Kim, 2010)가 있었고, 간호학분야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8개 학술지의 키워드를 상으로 연구주제 네트워크(Lee, 

Jeong, Kim, & Yum, 2011)를 찰한 연구들이 있었다. 해외의 경우

처럼 의학용어주제어(Medical Subject Heading: MeSH)를 추출하여 사

회네트워크 분석을 한 사례도 있다(Lee, 2010; Sohn, 2011). MeSH 

용어란 미국 국립의학도서 에서 규정한 의학용어를 뜻하는 것으로 논문

별로 문가에 의해 통일된 형태로 부여된, 계층 으로 통제된 의학용어 

분류이며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와 같은 개념이다(Kim, 2008; 

Kwon & Chae, 2002; Zheng, Yan, Cui, Guan, & Takano, 2009). 

최근 연구자들은 과학 역의 실질 인 연구 황을 악하기 해 다

양한 분야에서 서지계량학 분석(bibliometric analysis)으로 동시인용분

석(co-citation analysis)(Chen, 2004; Small, 1973; Price, 1965)과 동

시출  키워드분석(Co-word analysis)(Callon, Couti, & Laville, 1991; 

Chung & Han, 2009; He, 1999; Mane & Borner, 2004)을 용하고 

있다. 동시 인용 분석은 논문을 이용한 연구주제의 실제 인 내용에 즉

각 인 그림을 공 해 주지는 못하며(Callon, Couti, & Laville, 1991) 

미시  수 의 세부주제별 지식구조를 악하기 어려운 반면(Jung & 

Jung, 2008a), 동시출  키워드분석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독특한 시각 인 방법으로 단순화 시켜

서 보여 다. 동시출  키워드 분석은 PubMed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Medline의 MeSH 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부분이며(Albert, 

Granadino, & Plaza, 2007; Zheng, Yan, Cui, Guan, & Takano, 

2009), 이들 연구는 PubMed의 MeSH 용어를 기반으로 단어나 문장의 

동시출  빈도에 기 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작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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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구주제 사이의 계를 밝  선도 연구주제(Research Front)나 

시기별로 떠오르는 키워드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서 동시 인용 분석이 가

지는 분석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Callon, 

Couti, & Laville, 1991; Ding, Chowdhury, & Foo, 2001).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Co-word Network Analysis)은 동시

출  키워드 분석에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용하여 시각화한 새로운 

분석기법이다. 논문의 키워드가 노드이며, 논문에 동시 출 한 키워드는 

논문간의 의미론 (semantic) 련성과 자의 연구 의도와 략을 반

하므로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는 주제와 련된 개념의 지  구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이다(Wang, 

Wang, Ma, & Hu, 2007). 지난 이십년 동안 이러한 분석이 수행되어 

왔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지  구조 발견의 강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He, 1999). 

본 연구는 MeSH 용어를 사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연구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하 고, 따라서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보건의료 분야에의 용 가능성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하 다(Jang, 

Lee, & An, 2012). 본 연구의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해서는 연결정도

의 지역 심성 개념을 용하 으며, 이에 따른 연결정도 심성을 표

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나. 분석대상 자료

  1) 논문추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정보 획득과 련된 논문분석을 한 자료는 



제3장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및 활용방안∙99

미국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MeSH용어를 활용하여 련 논문을 추출하 다. 동시

에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한 논문은 MeSH 제한 검색기능을 사용

하 다. 논문 추출을 한 검색어는 3가지로 각각의 검색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추출한 후 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추출된 모든 논문의 키워드

를 검토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한 논문을 최종 으로 선별하

다. 1차 분석자료는 65세 이상 노인의 "health literacy"와 련된 논

문을 추출하 다. 검색식은 "health communication"[MeSH Terms] 

AND "aged"[MeSH Terms] (23편  9편), "health literacy"[MeSH 

Terms] AND "aged"[MeSH Terms] (191편  61편), "computer 

literacy"[MeSH Terms] AND "aged"[MeSH Terms] (104편  39편), 

"computer literacy"[MeSH Terms] AND "health education"[MeSH 

Terms] AND "aged"[MeSH Terms] (43편  18편) 이었다. 이 결과 

총 36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65세 이상 상 논문만을 선별한 결과 

127편이 남았고 이  복된 논문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10편의 논

문을 상으로 분석하 다. 2차 분석자료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을 사

용한 건강정보 획득과 련된 논문을 추출하 다. 검색식은 "Internet/ 

utilization"[Mesh] AND "Consumer Health Information"[Mesh] AND 

"aged"[MeSH Terms] (34편  7편), "Internet"[Mesh] AND "Consumer 

Health Information"[Mesh] AND "aged"[MeSH Terms](87편  6편), 

‘Internet/utilization"[Mesh] AND "Health Education"[Mesh] AND 

"aged"[MeSH Terms] (161편  13편)이었다. 1차 분석 자료와 동일

한 과정을 거쳐 26편의 논문이 추출되었고 이  복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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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키워드 추출 및 분석대상 키워드 선정

1차 분석자료인 "health literacy" 논문 110편을 상으로 MeSH 키

워드를 추출하 으며 총 1,021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1,021개의 키

워드  복되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401개의 키워드를 최종 으로 선

정하 다. 401개의 키워드를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키워드간의 

계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결정도 심성이 높은 키워

드를 상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 으며 이를 해 가지치기 기법

(pruning method)을 도입하 다. 2차 분석 자료인 “internet based 

health information” 논문 19건에서 총 MeSH 키워드 144개가 출 하

으며, 이  복을 제거한 후 74개의 키워드를 상으로 하 다. 

가지치기 기법이란 일정수  이상의 연결정도를 가지는 키워드를 상

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삭 값(cut off)을 기 으로 네트

워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Chen, 2004; Mane & Borner, 2004). 

를 들어, 100가지치기란 연결정도가 99이하인 키워드는 버리고 100이

상인 키워드를 심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나 계의 강도가 높은 핵심 키워드간의 연결정도 심성

을 찰할 수 있다(Sohn, 2010). 가지치기의 기 은 키워드의 최 연결

정도 심성 값이 0.6%에 해당하는 값을 기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네트워크 내 노드의 수에 따라 핵심 주제어를 볼 수 있는 값을 기

으로 하여 가지치기를 하 으며, 그 결과 "health literacy" 논문에서는 5 

가지치기를 하여 총 71개의 키워드를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선정된 키워드를 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 하기 해 사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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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분석 로그램인 NetMiner v. 3 (SYRAM, Korea)를 사용하

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가 치를 부여한 연결정도 심성 지수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 하 다(Lee, 2006).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논문에 출

한 키워드를 노드로 하고 서로 다른 논문에 동일한 키워드가 출 하

는 경우, 이들 키워드 사이에 링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키워드 간 

메트릭스를 구축하 다. 를 들어, Internet based Health Information

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74(키워드) ⅹ 74(키워드)]로 이루어지는 

메트릭스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핵심 주제어의 변

화를 찰하기 해 심성 지수  가 치를 부여한 연결정도 심성 

지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 경우, 연결정도 심성 값

이 클수록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이며 활발하게 연구되는 키워드로 해석

할 수 있다(Adamic, Lukose, Puniyani, Huberman, 2001; Sohn, 

2010). 65세 이상 연령 군에서 "Health Literacy", “Internet based 

Health Information” 을 주제로 한 논문의 키워드 변화를 확인하기 

해 체 키워드를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Health Literacy" 

키워드 네트워크의 경우 체 401개의 키워드를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 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지치

기 기법을 용하여 핵심 키워드 간의 계를 확인하 다. 

다. 결과

  1) 건강지식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Health Literacy"를 주제로 한 논문의 키워드는 1997년부터 출 하

으며 2010년 이 후 격히 증가하 다(그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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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Keywords Frequency
Degree 

centrality value
1 Health Literacy 61 2.167464
2 Computer Literacy 44 1.966507
3 Patient Education as Topic 30 1.425837
4 Internet 28 1.30622
5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23 1.08134
6 Attitude to Computers 21 1.043062
7 Age Factors 15 0.727273
8 Attitude to Health 12 0.679426
9 Educational Status 12 0.564593

〔그림 3-9〕 health literacy의 연도별 키워드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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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01개 키워드를 상으로 5가지치기를 하여 72개의 키워드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 네트워크상 연결정도 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

드는 “Health Literacy”와 “Computer Literacy" 다. 검색어에 포함된 

두 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가장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Patient 

Education as Topic” 과 “Internet”,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Attitude to Computers” 다. 연결정도 심성 상  30개의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표 3-18 참조). 

〈표 3-18〉 Health Literacy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30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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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Keywords Frequency
Degree 

centrality value
10 Self Care 12 0.502392
11 Health Education 11 0.564593
12 Health Promotion 10 0.416268
13 Computer User Training 9 0.483254
14 Health Communication 9 0.401914
15 Patient Satisfaction 9 0.449761
16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8 0.444976
17 Patient Participation 8 0.449761
18 Physician-Patient Relations 8 0.440191
19 Pilot Projects 8 0.382775
20 User-Computer Interface 8 0.354067
21 Activities of Daily Living 7 0.344498
22 Chronic Disease 7 0.339713
23 Focus Groups 7 0.344498
25 Patient Compliance 7 0.287081
26 Comprehension 6 0.287081
27 Geriatric Assessment 6 0.301435
28 Heart Failure 6 0.287081
29 Neoplasms 6 0.267943
30 Quality of Life 6 0.291866

노인의 건강지식과 연결정도 심성이 강한 연구주제 30개 키워드 가

운데 컴퓨터 련이 5개(Computer Literacy, Attitude to Computers, 

Computer User Training,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User-Computer 

Interface), 환자 역할과 련된 것이 4개(Patient Satisfaction, Patient 

Participation, Physician-Patient Relations, Patient Compliance), 태도 

련이 3개(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Attitude to 

Computers; Attitude to Health), 교육 련이 2개(Patient Education 

as Topic, Health Education), 인터넷이 1개(Internet), 정보서비스가 1

개(Information Services)로 나타났다. 

키워드 간의 계를 네트워크로 확인하면 Health Literacy는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Patient Education as Topic”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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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Computer Literacy”는 “Internet”, 

“Attitude to Computer”와 강한 연결정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다. "Computer Literacy"는 "Attitude to Health”와 "Patient 

Education as Topic"을 매개로 “Health Literacy”와  연결되어 연구되

고 있다. 상 질병군으로는 당뇨병과 고 압 등 만성질환과 련된 건

강정보 획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keyword network of health literacy(pruning=5, n=72)

2006년 이후 연도별 상  20  키워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0

년 이 까지는 "Computer Literacy"의 연결정도 심성이 가장 높았으

나, 2010년부터 "Health Literacy"의 연결정도 심성이 높아지고 있고, 

"Health Literacy" 와 련하여 "Age Factor"와 "Socioeconomic 

Factor" 한 련성 연구 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Self Care"가 상  키워드로 등장하 으며, 2010년에는 "Self 

Care"와 함께 "Self Efficacy"가 상  키워드로 등장하여 건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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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Computer   
Literacy

Computer   
Literacy

Computer   
Literacy

Computer   
Literacy

Health   
Literacy

Health   
Literacy

2
Patient   

Education as 
Topic

Attitude to 
Computers Internet Internet

Patient   
Education as 

Topic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3 Attitude to 
Computers Internet Health   

Education
Attitude to 
Computers Internet

Patient   
Education as 

Topic

4
Computer-Assi

sted  
Instruction

Aging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Forecasting Age   Factors
Physician-

Patient   
Relations

5 Attitude to 
Health

Great   
Britain Age Factors Software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Communication

6 Program   
Evaluation

Self   
Concept

Patient   
Satisfaction

Patient   
Satisfaction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Comprehension

7
Nursing   

Evaluation 
Research

Antipsychotic 
Agents Aging

Health   
Services for 

the Aged

Computer   
Literacy Self Care

8 Online   
Systems Awareness Quality of 

Life
Delivery of 
Health Care

Pati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Barriers

9 Scotland Culture Diabetes   
Mellitus

Therapy,   
Computer-Assi

sted

Attitude to 
Health Age Factors

10 Computer   
User Training Delusions Self Care

Patient   
Acceptance of 
Health Care

Attitude to 
Computers

Rural   
Population

보다 주체 이고 능동 으로 처하고자 하는 행태를 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볼 수 있었다. “Health Communication"의 경우, 2010년 

상  키워드로 등장하여 2011년 ”Physician-Patient Relations,“ 

"Communication Barriers," "Communication" 등의 연구주제로 확장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migrants and Immigrants“가 2011년 새

롭게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정보격차의 신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상

자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을 상할 수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연도별 상위 키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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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 Pilot   
Projects

Electronic   
Mail

Access to 
Information Telemetry Self Care Emigrants   

and Immigrants

12 Nursing   
Assessment

Parapsycholog
y

Educational  
Status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Self Efficacy Language

13 Risk   
Assessment

Psychotic   
Disorders

Chronic   
Disease

Patient   
Education as 

Topic
Health Status

Early   
Detection of 

Cancer

14
Attitude of 

Health 
Personnel

Risperidone Self-Help   
Devices Neoplasms Educational  

Status
Health   

Promotion

15 Choice   
Behavior

Cognition   
Disorders

Attitude to 
Computers Learning Medication   

Adherence
Educational  

Status

16 Decision   
Trees Day Care Attitude to 

Health
Health   

Promotion
Health   

Communication
Patient   

Participation

17
Diagnosis,   
Computer-

Assisted

Mental   
Recall

Information 
Services

Focus   
Groups

Computer   
User Training Communication

18 Health   
Behavior

Mental   
Status 

Schedule

Medical   
Informatics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Qualitative   
Research

Patient   
Compliance

19 Hypertension Pensions Consumer   
Satisfaction

Analysis of 
Variance

Health   
Education

Patient   
Satisfaction

20 Life Style Prejudice Intention Mental   
Recall Dental Care Focus   

Groups

  2)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Internet based Health Information과 련된 키워드는 2005년부터 

출 하 으며 연도별로 2005년 22개, 2007년 39개, 2008년 67개, 

2010년 12개, 2011년 4개의 키워드가 각각 추출되었다. 키워드 에서 

기 검색어로 사용된 “Internet”, “Consumer Health Information”, 

“Health Education”을 제외하면 “Age Factors” 와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Patient Education as Topic” 등이 빈도수 상  

키워드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연구를 해

서는 이들의 “Computer Literacy” 정도와 “Self Efficacy”가 함께 연



제3장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및 활용방안∙107

Rank Keywords Frequency
Weighted degree 

centrality value

1 Internet 19 0.598086

2 Consumer Health Information 11 0.30622

3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5 0.23445

4 Patient Education as Topic 5 0.215311

4 Age Factors 5 0.215311

6 Health Education 6 0.177033

7 Computer Literacy 4 0.167464

8 Attitude to Computers 3 0.133971

9 Medical Informatics 3 0.119617

10 Educational Status 2 0.114833

11 Physician-Patient Relations 2 0.105263

11 Survivors 2 0.105263

13 Patient Satisfaction 2 0.100478

13 Risk Factors 2 0.100478

13 Self Efficacy 2 0.100478

16 Attitude to Health 2 0.095694

16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2 0.095694

16 Risk Assessment 2 0.095694

19 Health Services for the Aged 2 0.086124

20 Breast Neoplasms 2 0.08134

20 Information Dissemination 2 0.08134

20 Mass Screening 2 0.08134

23 Access to Information 2 0.076555

24 Mass Media 2 0.062201

24 Exercise 2 0.062201

26 Income 1 0.057416

26 Sex Factors 1 0.057416

26 Information Services 1 0.057416

26 Models, Psychological 1 0.057416

26 Neoplasms 1 0.057416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보격차에 향을  수 있는 

“Information Dissemination,” “Access to Information” 역시 상  키

워드로 분석되었다(표 3-20 참조). 

〈표 3-20〉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20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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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75개 키워드를 상으로 연결정도 심성 분석을 하 으며 이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구성하 다. 이 키워드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키워드의 연결정도 심성은 빈도수 6인 “Health 

Education” 이나 동일한 빈도수를 보이는 다른 키워드 보다 연결정도 

심성이 높았다. 한 동일한 빈도수(frequency=2)를 가지는 15개의 

키워드  “Self Efficacy”의 연결정도 심성은 상 에 치하 다. 

“Self Efficacy”는 다른 키워드와 직 인 연결이 많으며 이는 최근 이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네트워크상의 키워드 사이의 계를 확인한 결과, 노인의 인터넷 건강

정보 획득  이용과 련된 연구는 “Health Knowledge, Attitudes, 

Practic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Patient Education as 

Topic”, “Computer Literacy" 등의 키워드와 강한 연 을 가지고 연구

되고 있었고, “Health Education”은 "Patient Satisfaction," “Self 

Efficacy,” "Attitude to Computer" 등과 연 되어 연구되고 있다. 

한 “Attitude to Computer"  “Computer Literacy”에 한 키워드가 

연결정도 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 습득은 

컴퓨터를 통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그림 

3-11 참조).

  3. 시사점

본 연구는 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용되고 있는 사회네트워

크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이

라는 심 분야의 연구주제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시출  키워드 네트워

크를 구성함으로써 연구주제의 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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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Internet과 관련된 연결정도 중심성 키워드 네트워크 

노인들의 인터넷  정보기술 이용률이 매년 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감안하면, 노인 연령층에서의 인터넷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한 유용성에 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

서 만성질환 리  건강증진 행태, 그리고 응 상황에의 처 등을 

해 스스로 건강정보  맞춤형 건강 리 서비스를 구하는 행태가 빠르

게 나타날 것이라 상된다. 재 인터넷에 익숙한 ·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을 가진 개개인들이 정보기술

을 활용해 극 이고 능동 으로 비용 비 효과성(cost-effectiveness) 

에서 볼 때 렴한 맞춤식 건강정보를 찾아 활용할 것이라는 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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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정보광장｣ 추가개발 및 

시스템 구성

제1절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본 에서는 「건강정보 장」의 2012년도 개발에 한 목표와 략, 

개발과정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개발 목표 및 전략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인 「건강정보 장」의 2012년도 

개발을 한 추진목표는 소비자 심의 건강정보 서비스를 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수집 용이성을 증 시키고, 이용자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극 화를 한 환경마련과 기능 

개선에 목 을 두었다. 2011년 앙선거 리 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

격 등 공공기 의 보안 취약에 따른 피해가 증하 으며, ‘2010년 하

반기 웹 공격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PHP 서버 환경에서 웹 공격 

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건강정보 장」은 PHP스크립트 언

어로 개발되어 있어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해킹의 험성에 상당

히 노출되어 있어 이를 한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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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내용

  

「건강정보 장」은 <표 4-1>과 같이 인터넷  모바일 페이지에 

한 기존 개발 언어인 PHP 소스코드를 JSP 개발 언어로 변환하고, 「건

강정보 장」에서 사용하는 MySQL을 Orcle DB로 변경 하고, DB서버 

교체를 통해 DB를 이 하 다. 2012년 개발을 통해 RSS서비스 기능을 

고도화 하 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도

출하 다. 뿐만 아니라 리자 메뉴도 개편을 하 으며 승인된 내부망 

IP  MAC에서만 속 가능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소스코드 변경

으로 제반 소 트웨어(검색엔진)의 소스를 변경하 으며 웹 취약  검 

 분석업무 추진 방안을 마련하 다(표 4-1 참조).

〈표 4-1〉 2012 ｢건강정보광장｣ 개발 내용

구분 개발내용

개발언어 변환 - PHP 소스코드를 JSP로 변환

DB서버 교체
- MySQL을 Oracle DB로 변경

- DB서버 교치 및 DB 이전

RSS 기능 개선 - RSS 서비스 기능 고도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관리자메뉴
- 관리자 메뉴 소스코드 변환

- 소스코드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소스변경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방안 마련
- 건강정보광장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분석업무

  추진방안 마련



제4장「건강정보광장」추가개발 및 시스템 구성∙115

제2절 추가개발내용

  1. 개발언어 변환

「건강정보 장」의 개발  언어는 PHP(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 PHP)언어로 오 소스 로젝트이며, 다양한 운 체제와 

웹 서버 환경에서 운 될 수 있도록 포  되었으며, 빠른 처리 속도, 메

일,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순수 로

그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래  언어로서의 강력한 기능은 부

족할 뿐 아니라 스크립트 언어이며 PHP는 보안상 취약하여 2012년 추

가개발을 통해 JSP/JAVA 로그램 언어로 재개발 하 다. 

JSP(Java Server Page, JSP)언어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웹 로

그래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PHP나 ASP와 같은 HTML과 함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JSP언어는 로세스 기반이 아

니라 스 드 기반으로 실행된다. 로세스는 하나만 만들어지고 동일한 

요청은 스 드를 만들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ASP나 PHP에 비해 사용

자가 증가해도 성능이 향을 덜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JAVA’라고 하는 강력한 객체지향 언어의 뒷받침 역할을 하며 웹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컴포 트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소스를 활

용할 수 있다. 단, 다른 방식에 비해 메모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며, 최  

서블릿 컴 일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이 있다. 「건강

정보 장」에서는 JSP언어의 장 과 보안 취약  해결의 목 으로 개발 

언어를 변경을 하 으며, 개발언어 변환 화면은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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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버전

MySQL 3.23.55

phpMyAdmin 2.11.11.3

〔그림 4-1〕 2012년 ｢건강정보광장｣ 개발언어 변환 화면

  2. DBMS 교체

「건강정보 장」의 개발  DB는 MySQL로 개발되었으며 버 은 

<표 4-2>와 같다. 

〈표 4-2〉 ｢건강정보광장｣ 개발전 DB

MySQL은 DBMS이며 phpMyAdmin은 MySQL의 웹상으로 구 되

어 있는 리기능시스템이다. MySQL 버 에 맞는 최신버 의 

phpMyAdmin이 용되지만, 계속되는 웹공격이 발생하 다. 이러한 이

유로 DBMS교체 필요성이 발생하 고, 선택된 DBMS가 Oracle이다.

이에 DBMS를 MySQL에서 Oracle로 변경을 진행하 고, 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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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이그 이션을 포함하여 DBMS교체를 2012년 추가개발을 통해 진

행하 다. 개발 변경 화면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건강정보광장｣ DBMS 교체 화면

기존 MySQL Oacle로 변경

  3. RSS 기능 개선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약어로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

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  방식이다. 웹 사이트 리자는 RSS 형

식으로 웹 사이트 내용을 보여 다.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은 다른 형식

으로 이용할 수 있다. RSS 리더에는 웹 기반형과 설치형이 있다. 

웹 기반형 리더는 간단한 계정등록으로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RSS가 등장하기 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해당 사이트를 직

 방문하여야 했으나 RSS 련 로그램(혹은 서비스)을 이용하여 자

동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사이트 방문 없이 최신 

정보들만 골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RSS 리더기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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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건강정보 장」개발  서비스한 RSS의 경우 ‘RSS 소개페

이지’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RSS Reader 다운 받기 내용 등을 포함

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었다. 개편을 통해 ‘RSS 소개페이지’  ‘콘텐

츠’를 재개발하여 서비스 하 다. 2012년 「건강정보 장」RSS 기능 

개선 화면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건강정보광장｣ RSS 기능 개선 화면

  4. 홈페이지 디자인‧관리자 기능 개편

2012년도 「건강정보 장」에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화면구성으로 복잡한 화면구성의 기능배치보다는 콘텐츠를 최 화 하여 

직 으로 이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편하 으며 이용자

가 사용하기 쉽고 편안한 분 기의 화면 구성을 목표로 하 다. 

가. 메인페이지 개편

2012년도 「건강정보 장」의 반 인 디자인 색상은 기존의 로고 

색상과 유사한 청록색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이로 이용자에

게 친근감과 체 인 통일감을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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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콘텐츠 재구성 시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를 우선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이나 복잡하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주의하 으며 ‘퀵 메뉴’의 ‘건강지식검색’을 개편을 통해 신

체별, 연령별 검색 기능과 통합하여 이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있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고정된 메뉴바 형식으로 재배치하 다. 이는 이용자들이 

건강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 함이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건강정보광장｣ 개편 전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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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장」의 개편 후 메인화면은 [그림 4-5]와 같다.

메뉴바 형식으로 콘텐츠 이용 빈도가 높은 신체부 별, 연령별 건강정

보를 고정 메뉴바 형식으로 화면 좌측에 탭 형식으로 배치하 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통계’ 뉴스 제공을 통해 의학  건강정보, 보건정책, 

사회복지 정책에 련된 통계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 다. 

이용 빈도가 높은 건강수칙  건강강좌 콘텐츠도 메인화면에 재배치

를 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건강정보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하 다. 

〔그림 4-5〕 ｢건강정보광장｣ 개편 후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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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소식

「건강정보 장」의 건강소식 메뉴에서는 새소식, 건강강좌  행사. 

건강웹진, 건강정보RSS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편을 통해 ‘건강

강좌  행사’와 ‘건강정보RSS’를 재구성하 다. 

개편  ‘건강강좌  행사’ 는 [그림 4-6]과 같이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검색기능을 통하여 강좌  행사정보를 볼 수 있

었다.

〔그림 4-6〕 ｢건강정보광장｣ 개편 전 ‘건강강좌 및 행사’ 서비스화면

개편을 통하여 ‘건강강좌  행사’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월별, 일별로 ‘건강강좌  행사’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재구성 하 으며 서비스 화면은 [그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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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건강정보광장｣ 개편 후 ‘건강강좌 및 행사’ 서비스화면

그리고 개편  ‘건강정보 R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개 페이지 화

면에서 ‘RSS 리더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재 지원하고 있지 않는 서비

스로 연결되어 있어 개편을 통하여 재구성 하 다(그림 4-8, 4-9 참조). 

〔그림 4-8〕 ｢건강정보광장｣ 개편 전 ‘건강정보 RSS’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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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건강정보광장｣ 개편 후 ‘건강정보 RSS’ 서비스화면

다. 건강콘텐츠

「건강정보 장」의 건강콘텐츠 메뉴는 건강정보, 환우회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개편을 통하여 메인화면에서만 제공되던 ‘자가진단’을 건

강콘텐츠의 하  메뉴로 재구성 하 다. 

아이콘 형태의 ‘자가진단’ 분류 항목 내용을 텍스트 주의 아이콘으

로 개편 하 으며 개편  후 화면은 [그림 4-10], [그림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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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건강정보광장｣ 개편 전 ‘자가진단’ 서비스화면

〔그림 4-11〕 ｢건강정보광장｣ 개편 후 ‘자가진단’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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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서비스 정보

「건강정보 장」의 의료서비스 메뉴는 의료서비스 이용정보, 병의원 

이용정보, 의료사 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편을 통하여 ‘병의원 

이용정보’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약’과 ‘인터넷 상

담’ 콘텐츠 내용을 통합하 다(그림 4-12, 4-13 참조). 

〔그림 4-12〕 ｢건강정보광장｣ 개편 전 ‘병의원 이용정보’ 서비스화면

〔그림 4-13〕 ｢건강정보광장｣ 개편 후 ‘병의원 이용정보’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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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점검대상 내용
조치

여부

1
SQLInjection 취약점

(인증우회) 

- 웹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변수 명에 SQL 문이 삽입

되어 Database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소스코드 레벨에서 SQL문으로 인식되는 문자열 세트를 

필터링해서 취약점 대응함.
-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중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됨.

Y

2
SQLInjection 취약점

(명령어실행) 

- 웹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변수명에 SQL문이 삽입되

어 Database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소스코드 레벨에서 SQL문으로 인식되는 문자열 세트를 

필터링한 후 대응함 

Y

3
Buffer Overflow

취약점

- 어플리케이션 변수에 많은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시스템

이 처리하지 못하고 에러를 내는 경우

- 소스레벨의 적절한 경계검사: 변수의 길이를 체크해서 

긴 문자열이 들어 왔을 때 실행을 중단하는 등

Y

4
XSS 

(Cross Site Script) 
취약점

-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Script가 웹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에 삽입이 되는 경우

- 주로 주요게시판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경우로 게시

판별로 개발자 및 관리자가 버그가 없는지 실제 테스트 

진행함.

Y

  5. 웹 취약점 분석 마련

2012년 개편을 통한 「건강정보 장」의 웹 취약  분석 방안을 <표 

4-3>와 같이 도출하 다. 웹 취약  검 상으로는 ‘SQLInjection취

약  (인증우회)’, ‘SQLInjection취약 (명령어실행)’, ‘Buffer Overflow

취약 ’, ‘XSS(Cross Site Script) 취약 ’, ‘ 리자 페이지 근’, ‘ 일 

업로드 취약 ’, ‘하드 코딩된 ID/Password 취약 ’, ‘패치 되지 않은 

웹서버와 어 리 이션’, ‘Cookie 조작 가능 취약   변조에 의한 권

한 우회’, ‘ 경로를 통한 일 다운로드 취약 ’에 한 분석 방안을 

도출하 으며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다. 

〈표 4-3〉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웹 취약점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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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점검대상 내용
조치

여부

- 소스레벨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입력된 변수에 자바스크

립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페이지에 적용 되는지를 

검사해야 함. 

5 관리자 페이지 접근

-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위험도가 굉

장히 높음으로 이를 사전에 IP 접근제어 등과 같은 방

식으로 내부에서만 관리하도록 디렉토리 설정 변경하는 

것이 좋음.

Y

6 파일 업로드 취약점

- 시스템의 보안상 매우 위험하기에 되도록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게시판을 줄이고, 자료실의 경우 ‘.php,.jsp,.cgi,.asp’ 
등의 해당 스크립트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을 막고 자료

의 보관도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 권한이 없는 디렉토리

에 저장

Y

7
하드코딩된 

ID/Password 취약점

- 하드 코딩 방식의 인증기법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련한 페이지가 발견되면 관련 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다시 검토하시고, 인증 기법을 바꾸시길 권함.
Y

8
패치되지 않은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 패치되지 않은 웹 서버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되어야 하거나 신속히 업그레이드를 하기

를 권장함.
Y

9

Cookie 조작 가능 

취약점 및 변조에 

의한 권한 우회

- Cookie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웹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인 루틴을 수행할 수 있음.
- Cookie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

이 인증 및 중요 정보를 Cookie 값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Cookie를 암호화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면 이에 

대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음.

Y

10
절대경로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 디렉토리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지 못해 보안문제가 발생

하며 파일다운로드의 취약성은 주로 파일의 이름조작으

로 발생

- 파일의 이름을 DB에 저장해서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

는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음.
- 다운로드 루틴은 지정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면 에러를 

내고 실행을 중단하게 해야 함.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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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건강정보 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웹사이

트의 안정 인 서비스를 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24시간 365일 보

안 제를 받고 있으며, DDoS 공격 차단이 가능한 용장비 구축  비

인가자의 악의 인 근과 유해트래픽 유입으로 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

기 하여 정보기기 변경 등을 통한 우회 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솔

루션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 다.

「건강정보 장」의 웹서비스를 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4-14]와 같다.

〔그림 4-14〕 ｢건강정보광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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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드웨어 구성도

「건강정보 장」은 웹서비스를 해 기본 인 웹서버  DB서버 뿐

만 아니라 건강정보의 편리한 검색을 제공하기 한 검색엔진서버와 주

요 콘텐츠  DB 테이블 등 요 데이터 보호를 하여 SAN스 치를 

통한 백업서버를 구축하 다. 「건강정보 장」의 웹사이트 운 을 한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4-15]과 같다.

〔그림 4-15〕 하드웨어 구성도

  3. 소프트웨어 구성도

「건강정보 장」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에는 각 기기의 

성격과 성능, 역할에 맞는 소 트웨어를 탑재하여 운 하고 있다. 「건

강정보 장」의 소 트웨어 구성은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소프트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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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수량

웹서버

IBM P710
 - CPU: 3.0GHz 4Core
 - Memory: 8G
 - Disks: 300GB ×3
 - AIX6.1

1

DB서버

IBM X3650M2
 - CPU: 2.4GHz ×2
 - Memory: 8G
 - Disks: 146GB ×8
 - Windows 2008 SE SP2 64bit

1

연구중복성검증

서버

IBM X3650 M3
 - CPU: 2.40GHz 쿼드코어

 - Memory: 4GB (1GB ×4)
 - Disk: 300GB ×2 
 - UNIX Solaris 8

1

건강정보검색

서버

Repia Search Appliance S1003
 - CPU :Intel 3.0 Ghz ×2
 - Memory: 1GB (512MB ×2)
 - Disk: 73GB SCSI
 - Red Hat 5.5

1

DNS

ORACLE V210
 - CPU: 1GHz ×1
 - Mem: 1G (512MB ×2 ) 
 - Disk: 73GB ×1
 - UNIX Solaris 10

1

IPS

Secui NXG2000
 - CPU: Xeon 3.2GHz ×2
 - Memory: 1G
 - Disks: 40G

1

DDoS차단

서버

AhnLab TrusGuard DPX 2000
 - CPU: Intel Core Quad 2.66GHz
 - Memory: 2G
 - 전원 및 FAN: 이중화

1

방화벽

Oullim IPSWALL 2000
 - CPU: dualcore 2.8GHz
 - Mem: 1G
 - Disks: 320G

1

  4.「건강정보광장」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건강정보 장」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의 상세내역은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2012년 ｢건강정보광장｣ 하드웨어 구성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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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수량

보안관제
 TESS TAS2000NS
 ESM 네스-AGT-SS

1
1

라우터
 Cisco C1721
 Cisco C1700
 netsteer 5000

1
1
1

Switching

 3COM 7754
 3COM 4200
 3COM 17300
 3COM 17304

1
2
16
1

KVM

 Aten KN2132-AX-K
   - kvm switch1
   - kvm switch2
   - kvm Module

1
1
38

항목 사양 수량

웹

방화벽

Penta Security wapples1000
 - CPU: 2.33GHz (쿼드 ×2)
 - Memory: 8G
 - Disks: 500G SATA

1

개인정보

보호

Comtrue PrivacyCenter 1000
 - CPU: 2.33GHz(쿼드 E5410)
 - Memory: 3.6G
 - Disks: 450G

1

네트워크접근제어

(NAC)

Genian Policy Center
 - GPC-1100-T20
 - GNS-950-T40 

1

백업

IBM X3650 M3
 - CPU: Xeon 3GHz
 - Memory: 8G (1GB ×8) 
 - Disks: 146GB ×4
 - Windows Server 2008 R2 Std
 - SAN Switch: IBM 2498-B24
 - 스토리지: DS5020
 - LTO: IBM TS3200

1

HP DL140
 - CPU: Xeon 3GHz
 - Memory: 1G
 - Disks: 80GB (IDE )
 - Windows Server 2003 SE
 - 스토리지: Dell-EMC iSCSI AX 100
 - LTO: Quantum M1500SX

1

〈표 4-5〉 2012년 ｢건강정보광장｣ 네트워크 구성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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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Web Apache/Tomcat 인터넷 Web Server

DB Oracle 10g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 제어

중복검증 xTen Search Clone 연구 중복성 검증

건강정보검색 REPIA Search Engine 검색엔진(RSA 3.3/RWDS-2.0)

DNS BIND 도메인 네임서버

로그분석 Webtrend Log Analyzer 8.5 인터넷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IPS NXG IPS 악의적인 해킹 및 불법공격 탐지 및 사전차단

방화벽 Secure Works 불량 패킷 및 포트 차단

웹방화벽 Wapples 웹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

개인정보보호 PrivacyCenter 개인정보전송차단

서버보안 Secuve TOS 웹/DB 서버 보안

백업
Symc NETBACKUP 유사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대비를 위한 데이터 

안정성 확보NetVault

  5. 소프트웨어

「건강정보 장」은 DBMS로 MySQL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

서버는 Apache 1.3.9를 사용하고 있고, 검색엔진(RSA 3.3/RWDS-2.0)

으로는 REPIA Search Engine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 복성검증을 하

여 xTen Search Clone을 사용하여 연구 성과의 창의성과 정책활용성 향

상을 하여 연구 복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웹분석 툴인 Webtrends Log Analyzer 8.5를 사용하여 건강정보 장 

웹사이트의 이용 황을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주요 콘텐츠와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해 백

업솔루션인 Symc NETBACKUP과 NetVault를 사용하여 백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한 외부로부터의 정보보호를 해 웹/DB서버의 OS 보안

을 하여 Secuve TOS를 설치하 으며 DDoS 공격 차단시스템과 네트

워크 근제어를 행 DDos 차단 용방지와 NAC 장비를 도입하여 정

보보안을 강화하 다.(표 4-6 참조).

〈표 4-6〉 ｢건강정보광장｣ 소프트웨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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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건강정보 장」은 ‘건강소식’, ‘건강콘텐츠’, ‘건강기사모니터링’,‘ 

건강교육’, ‘건강지시검색’, ‘의료서비스정보’, ‘건강App’, ‘통합검색(자

연어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자료구축 현황

  1. 건강소식

‘건강소식’은 새소식, 건강강좌  행사, 건강웹진, 건강정보 RSS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소식의 주요 정보원은 연합뉴스의 건강 련 기사와

헬스포커스의 건강 련 기사 정보를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12

년 새로이 수집된 491건을 포함하여 총 3,748건이 되어 서비스 되

고 있다. 

‘건강강좌  행사’의 주요 정보원은 국내의 국공립병원  종합 문

요양기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강좌  건강 련 행사를 수집하여 지역

별로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새로이 수집된 587건을 

포함하여 총 4,084건이 되어 제공되고 있다.

‘건강웹진’의 주요 정보원은 국내의 국공립병원, 건강정보 우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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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항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강기사
3,748

96 165 337 308
  5182) 766 602 491

정책속보 145  96 120 104
건강강좌/행사 4,084 1,193 321 289 530 128 162 874 587
건강웹진   245 - - - - - - 187  58
건강정보RSS    3 - - - - - -   3   3

기 의 건강 련 웹진을 수집하여 링크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2

년 새로이 수집된 58건을 포함하여 총 245건이 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소식에 한 콘텐츠 황  화면구성은 <표 4-1>,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과 같다.

〈표 5-1〉 2012년 ｢건강정보광장｣ 연도별 건강소식 콘텐츠 현황

(단위: 건)

주: 1) ‘건강정보광장’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2005년도까지의 축적된 정보

2) 2009년도 건강기사와 정책속보는 새소식으로 통합

〔그림 5-1〕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소식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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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강좌 및 행사 제공 화면

〔그림 5-3〕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웹진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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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항목 2005 2006 2007 20081) 2009 20102) 20111) 2012

건강정보(종, 누적)   5  7 10 10  11  11

자가진단(건, 누적) 13 70 118 99 99 99 101 101

환우회정보(건, 누적) 30  30  30

  2. 건강 콘텐츠

‘건강 콘텐츠’는 추천 건강 콘텐츠와 자가진단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

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건강 콘텐츠’의 주요 콘텐츠는  서비스는 건

강속설 올바로 알기, 노인 건강 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생활안  정

보, 성과 다이어트, 식이요법, 건강한 진단, 해외여행 의학, 자가진단 등 

재 까지 건강 련 콘텐츠 주제 11종과 자가진단 101건을 제공하고 있

으며, ‘환우회 정보’는 환우 련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에서 활동하

는 30여개의 사이트에 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약을 통해 

소개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콘텐츠에 한 콘텐츠 

황  화면 구성은 <표 5-2>, [그림 5-4], [그림 5-5], [그림 5-6]와 

같다.

〈표 5-2〉 ｢건강정보광장｣의 연도별 건강콘텐츠 현황

주: 1) 자가진단은 서비스되던 정보들 중에 연결 불량이거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콘텐

츠가 감소

2) 환우회정보는 2010년 신규 콘텐츠로 개발 및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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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정보 제공 화면

〔그림 5-5〕 2012년 ｢건강정보광장｣ 환우회 정보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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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12년 ｢건강정보광장｣ 자가진단 제공 화면

  3. 건강교육

‘건강교육’의 구성은 건강수칙, 문가칼럼, 건강동 상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하고 있다. 그 에서 건강수칙은 일상생활에서 질병 방  건

강생활유지를 한 지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재 74건

이 추가되어  총 2,131건이 제공되고 있다. 건강동 상은 강북삼성

병원, 분당서울 학교 병원, 남 학교의료원, 가천의 길병원, 서울아

산병원 등 종합 문요양기 과의 약을 통해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2012년 22건을 추가하여 재까지 총 630건이 되어 서비스되

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교육’ 메뉴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 황  

화면 구성은 <표 5-3>, [그림 5-7], [그림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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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항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988 221 57 19 121 246 778 1,450 96

건강수칙 2,131  96 34  5  12   2 555 1,353 74

전문가칼럼 227 125 23 14  30   3  32 - -

건강동영상 630 - - -  79 241 191    97 22

〈표 5-3〉 ｢건강정보광장｣ 연도별 건강 교육 콘텐츠 현황

(단위: 건)

〔그림 5-7〕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수칙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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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동영상 제공 화면

  4. 건강지식검색

‘건강지식검색’에서는 「건강정보 장」의 력기 의 건강정보, 문

가 칼럼, 건강수칙, 자가진단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기능을 통해 총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연령 별, 신체부 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이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는 12개 정보특성, 17

개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재 구축되어 검색 제공되고 있는 력기 의 

건강정보 건수는 건상생활정보가 8,077건, 질병정보는 10,559건, 신체부

별 정보는 6,496건, 연령 별 정보는 4,666건으로 총 29,798건이 

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력기 의 건강정보 개편으로 인해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황이 감소하 다(표 5-4, 그림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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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966 7,372 7,653 9,107 8,181 38,319 29,798

건강생활정보 1,260 1,910 1,724 2,051 1,406 13,466 8,077

질병정보 1,425 2,868 3,555 4,232 2,431 11,996 10,559

신체부위별정보 564 1,259 1,163 1,383 2,337 6,750 6,496

연령대별정보 717 1,335 1,211 1,441 2,007 6,107 4,666

〈표 5-4〉 ｢건강정보광장｣ 연도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현황

(단위: 건)

〔그림 5-9〕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지식검색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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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합 계 6,496

신체부위별

검색

머리 333

눈, 코, 입, 귀, 목 1,249

흉부 529

소화기 1,222

근골격 1,018

비뇨생식기 1,270

피부 694

호르몬 181

합 계 4,666

연령대별

검색

신생아 394

유아 950

아동 597

청소년 307

성인 1,512

중년 256

노인 650

이  신체부 별, 연령 별 검색에서는 건상생활정보  질병정보를 

재분류한 것으로 각 역별 검색결과는 <표 5-5>와 같이 신체부 별 

6,496건, 연령 별 4,666건을 제공한다.

〈표 5-5〉 ｢건강정보광장｣의 신체부위별, 연령대별 건강정보 자료구축 현황

(단위: 건)

건강생활정보에 한 검색결과는 건강일반, 구강 리, 비만 등 각각의 

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건강일반 3,151건, 구강 리 230건, 비만 177

건, 성  AIDS 111건, 안   사고 486건, 약물남용 980건, 양  

식이 1,326건, 방 종  건강검진 229건, 운동 288건, 음주 245건, 

정신건강 555건, 피부건강 93건, 흡연 206건으로 총 8,077건이 검색되

었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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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8,077

건강생활정보

건강일반

(3,151)
건강생활 3,054

식중독예방 97

구강관리

(230)

구강건강 151

부정교합 30

충치 38

칫솔질 11

비만

(177)

비만과 건강 48

소아비만 42

체중관리 87

성 및 AIDS
(111)

성교육 41

피임 70

건강생활정보

안전 및 사고

(486)

각종사고 33

교통사고 171

손상 33

안전 14

응급처치 135

중독 57

추락 16

화상 27

약물남용

(980)
마약 913

약물남용 67

영양 및 식이

(1,326)

식생활 472

식이조절 및 다이어트 80

영양과 건강 및 건강식단 611

영양소 및 칼로리 163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29)
예방접종 229

운동

(288)
운동과 건강 264

유산소운동 24

음주

(245)

술과 건강 40

알코올 109

알코올중독 58

절주 38

정신건강 스트레스 88

〈표 5-6〉 ｢건강정보광장｣의 건강생활정보 자료구축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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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55)
자살 31

정신건강 436

피부건강

(93)

가려움증 12

건조증 20

아토피 33

여드름 14

주부습진 14

흡연

(206)

간접흡연 10

금연 83

담배 43

흡연과 건강 70

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10,559

질병정보
감염성질환

(923)

간염 36
감염성 질환 일반정보 411
결핵 32
바이러스성 뇌질환 30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111
신종감염병 6

성병 80

한 ‘질병정보’에 한 검색결과는 감염성질환 923건,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657건,   부속기 질환 529건, 비뇨생식기 질환 852

건, 선천성 기형 571건, 소화기계 질환 1110건, 순환기계 질환 814건, 

신경계질환 255건, 신생물 1,678건, 양  사질환 436건, 임신 출

산  산욕기 질환 751건 정신  행동장애 763건, 증상  징후 229

건, 피부  피하조직질환 311건, 액질환 166건, 호흡기계질환 514건

으로 총 10,559건이 도출되었다(표 5-7 참조).

〈표 5-7〉 ｢건강정보광장｣의 질병정보 자료구축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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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균성질환 111
에이즈 42
장관감염 46
홍역 18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657)

골다공증 55
골병증 30
관절병 200
근골격 일반정보 199
근육질환 93
척추질환 80

눈 및 부속기 질환

(529)

귀 및 부속기질환 127
난청 및 기타 12
기타 안 질환 205
백내장 36
안과 일반정보 86
염증성 질환 63

비뇨생식기질환

(852)

남성생식기 106
불임증 52
비뇨기 기타질환 99
비뇨생식기 일반정보 193
신부전 51
신장염 12
여성생식기질환 323
요로결석증 16

선천성기형

(571)

구개열 및 토순 12
선천성 기형 일반정보 32
심장기형 9
유전 및 희귀질환 518

질병정보

소화기계질환

(1,110)

간의질환 175
구강질환 283
담도계질환 72
대장질환 260
소화기계 일반정보 153
식도질환 48
위장질환 119

순환기계질환

(814)

기타 순환기질환 140
심부전 25
정맥질환 25
허혈성 심장질환 70
혈압 200

뇌졸중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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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동맥질환 105
순환기일반정보 166

신경계질환

(255)

마비 32
발작성장애 50
수막염 20
신경계 일반정보 105
신경병 10
파키슨병 38

신생물

(1,678)

기티암 543

뇌종양 58
림프 및 혈액암 113
소화기관암 382
신생물 일반정보 106
호흡기관암 107
비뇨생식기암 369

영양 및 대사질환

(436)

내분비질환 116
당뇨병 254
대사장애 일반정보 29
영양장애 37

임신 출산 및 

산욕기질환

(751)

산모병태관리 59
산후기질환 30
유산된임신 22
임신, 분만 및 일반정보 567

질병정보

임신 출산 및 

산욕기질환

(751)

임신성 고혈압 12
임신성 당뇨 17

진통 및 분만 44

정신 및 행동장애

(763)

기타 정신질환 87
신경증적장애 9
우울증 129
정신분열증 38
정신장애 일반정보 162
치매 338

증상 및 징후

(229)

증상 및 징후 94

증상일반정보 135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311)

기타 피부질환 154

피부 부속기질환 6

피부염 및 두드러기 60

피부 일반정보 91

혈액질환 빈혈 73



제5장「건강정보광장」자료구축 현황∙149

분류
합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6) 혈액질환 93

호흡기계질환

(514)

기관지염 및 폐질환 142
기타 호흡기질환 131
인후두질환 61
인플루엔자 및 폐렴 94
호흡기 일반정보 86

  5. 의료서비스 정보

‘의료서비스 정보’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정보, 병의원 이용정보, 의료

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 력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에 변화 없이 기존 구축 황과 동일하다(표 5-8 참조).

〈표 5-8〉 ｢건강정보광장｣의 의료서비스정보 자료구축 현황

(단위: 건)

구분
항목 영역 정보유형 정보출처

계 13

의료서비스 

이용정보
 3

질병/수술/처치/검사정보

협력기관질병·수술별 진료정보

약물복용 정보방

병의원 

이용정보
 5

인터넷 온라인 예약 보건소 및

공공보건기관인터넷 상담

병원/약국 이용정보

협력기관병원평가결과정보

건강검진기관안내

의료사전  5

의학사전

협력기관

전문의학 용어사전

의약품 정보

건강검진 종목해설

건강검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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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2012년 ｢건강정보광장｣ 의료정보서비스 제공 화면

  6. 건강App 

가. 건강App 자료구축 현황

‘건강App’는 스마트폰의 이용증 에 따라 어 리 이션을 활용한 건

강정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건강정보 장」의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공공기  심의 제공하는 건강 련 어 리 이션을 생활건강에

서 서비스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App은 공공기 이 제공하는 의학  건강 어 리 이션 리뷰정보, 

어 리 이션 뷰페이지  세부화면 설명정보와 기능 의 정보를 안내하

고 있으며 ㈜핸즈인 인에 의뢰하여 문가 평가 수를 산정하여 평

을 표시하여 제공하 으며, 2012년 「건강정보 장」에서는 의학  

건강정보 어 리 이션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평가 검증된 ‘의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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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항목
계 2010 2011 2012

계 49 28 21 1

강’ 련 어 리키이션을 제공하고자 한다(표 5-9, 그림 5-11 참조)

〈표 5-9〉 ｢건강정보광장｣의 건강App 콘텐츠 제공 현황1)

주: 1) 건강App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그림 5-11〕 2012년 ｢건강정보광장｣ 건강App 정보 제공 화면



152∙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나. 의학 및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평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보 됨에 따라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사용자가 직  체험해보고 개인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

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어 리 이션은 개인성이라는 특징이 

반 된 맞춤형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산업 반에 걸쳐 공통 인 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은 의학  건강분야에서도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학  건강정보 어 리 이션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

기에 앞서 의학  건강 련 어 리 이션을 사  조사하 다. 조사결과 

의학  건강정보 어 리 이션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 소개된 

어 리 이션 개수만 11,000여개에 달하 다. 이  의료기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 리 이션 30건을 선별하여 어 리 이션에 

한 구조 평가와 기능  평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평가항목은 항목당 5  척도로 구분하 으며, 구조  평가는 총 4항

목으로 ‘ 근용이성’, ‘항해용이성’, ‘운 기 의 정보 명시성’, ‘정보제

공자의 문성’으로 분류하 으며 기능  평가로는 ‘정확성’, ‘ 합성’, 

‘충분성’, ‘유용성’, ‘최신성’, ‘신뢰성’, ‘이해용이성’, ‘주의사항 게시여

부’, ‘인터페이스 편리성’, ‘행동변화 유발’로 분류하 다.

평가한 ‘의학  건강정보’ 어 리 이션은 <표 5-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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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어플리케이션 명 제공서비스

1 (주)비쎌 톡톡건강법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에 있는 POINT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

드려서 몸을 케어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자

세하고 상세한 이미지와 동영상 제공

2 (주)PANEZ 체질 비만도 체크
신체, 생시정보입력으로 체질과 비만도를 확

인, 변화하는 체질과 비만도의 히스토리 제공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건강정보

병원정보, 진료비확인, 병원평가, 의약품정보, 
의약품안심서비스. 의료장비, 급여기준, 건강나

래, 심평원소개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내주변 병원정보, 지역별 병원정보, 진료과목

별 병원정보, 병원평가별 병원정보, 특수병원

별 병원정보, 약국정보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진료비확인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정보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 조회

7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센터소개, 자살예방상담, 도서관, 자살예방돕기

8 경희의료원 당뇨병 수첩 혈당관리, 검사일지, 당뇨병 이해와 관리

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의원지사찾기

병의원, 약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양기

관 상세정보, 교통편 및 위치안내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출산 육아정보
임신정보, 출산정보, 육아정보, 아기예방접종, 
병의원 찾기

11 국민건강보험공단 M건강보험
건강관리, 자가진단 서비스, 용어사전, 사회보

험 징수업무

12 굿모닝앱 생활지압 증상별, 테마별 신체의 지압점을 그림으로 설명

13 남양유업 남양아이
임신, 출산, 육아 및 교육/놀이등의 정보와 이

벤트 

14 대한민국공군 스마트자살예방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위험도 측정

15 대한약사회 팜케어 복약정보, 약품검색, 약국찾기, 약국소식

16 대한적십자사 스마트헌혈
헌혈의집 찾기, 헌혈예약, 전자문진, 헌혈내역 

조회

17 동아제약 동아의학백과 의학백과 검색, 응급처치, 피로회복법 등

18 삼성서울병원 당뇨와 영양 혈당, 식단, 종합리포트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열량저영양알림-e
음식의 영양정보를 입력하여 고영량의 저영양

분 식품인지 여부 판단

20 식품의약품안전청 불량식품  판독기
식품 포장지의 바코드를 이용하여 불량식품 

여부 판독

21 자생한방병원 내허리백살까지 허리, 목, 무릎, 허약증세를 간단하게 테스트

〈표 5-10〉 의학 및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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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어플리케이션 명 제공서비스

22 ㈜파네즈 비타민이야기 비타민 종류/효능/상식/퀴즈

23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기록조회, 예방접종 일정보기, 예

방접종 알람서비스 등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연길라잡이 금연일기, 금연시계, 금연자가진단, 온라인상담

25 한국식품연구원 정원이의 칼로리픽 칼로리 계산기

26 blueriver 올바른 이닦기 테크닉
올바른 칫솔질 방법, 각종 치주질환 소개 및 

예방법

27 blueriver 뇌졸증  예방관리 뇌졸증 예방 및 관리방법

28 blueriver
임신수유부 

식생활지침
임신시 지켜야 할 식생활 지침

29 ubivelox 건강관리를 위한 앱 수면, 건강교육, 음식, 임신 등의 건강관리

30 Jini  Kim 닥터푸드 암예방 건강레시피

번호 기관 어플리케이션 명
평가결과1)

구분 좋음 보통 미흡

1 (주)비쎌 톡톡건강법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 (주)PANEZ 체질 비만도 체크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건강정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평가결과 기능  평과 결과로는 경희의료원의 ‘당뇨병수첩’, 질병 리

본부의 ‘ 방 종도우미’, 보건사회연구원의 ‘ 연길라잡이’, 남양유업의 

‘남양아이’, 동아제약의 ‘동아 의학백과’, 식품의약품안 청의 ‘고열량

양알림-e’ 등의 순이었으며, 구조  평과 결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병의원지사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의약품 

안 정보’, ‘HIRA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출산 육아정보’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표 5-11〉 어플리케이션 구조 및 기능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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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어플리케이션 명
평가결과1)

구분 좋음 보통 미흡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정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7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8 경희의료원 당뇨병 수첩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병의원지사찾기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출산 육아정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1 국민건강보험공단 M건강보험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2 굿모닝앱 생활지압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3 남양유업 남양아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4 대한민국공군 스마트자살예방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5 대한약사회 팜케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6 대한적십자사 스마트헌혈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7 동아제약 동아의학백과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8 삼성서울병원 당뇨와 영양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열량저영양알림-e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0 식품의약품안전청 불량식품 판독기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1 자생한방병원 내허리백살까지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2 ㈜파네즈 비타민이야기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3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연길라잡이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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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어플리케이션 명
평가결과1)

구분 좋음 보통 미흡

25 한국식품연구원 정원이의 칼로리픽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6 blueriver 올바른 이닦기 테크닉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7 blueriver 뇌졸증 예방관리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8 blueriver
임신수유부  

식생활지침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29 ubivelox 건강관리를 위한 앱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30 Jini Kim 닥터푸드
구조적평가 ○

기능적평가 ○

주: 1) 구조적평가: 미흡(10 미만), 보통(10∼15 이하), 좋음(15 이상), 기능적평가 : 미흡(30 미만), 보통(30∼40 이하), 
좋음(40 이상)

제2절 건강정보 우수 제공기관 현황

「건강정보 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

기 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  비 리 는 공익기 (단체)을 

상으로 건강정보 우수 제공기 을 운 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우수 제공

기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건강정보 장」에서는 2009년부터 건강정보 우수 제공기 제도를 

개선하여 리  성격의 민간사이트  상업  성격이 으면서 우수한 

멀티미디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종합 문요양기  건강 사이트를 선별

하여 력기 으로 확보하 다. <표 5-12>는 「건강정보 장」의 연도

별 우수 제공기  황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우수 제공기 의 사이트 개편 등으로 인해 

10여개 사이트가 통폐합되었으며, 2012년 재까지 ‘공공기   보건

의료 단체’는 82개 기 , ‘보건의료 련 학회  력’기 은 33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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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공보건기 ’은 38개 기 , ‘자조그룹  환우회’는 33개 

기 , ‘종합 문요양기 ’은 6개 기 으로 총 192개의 건강정보 우수 제

공기 을 확보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표 5-12〉 ｢건강정보광장｣ 연도별 건강정보 우수 제공기관 현황

             (2012년 10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2004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2) 계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단체 11 20 - 11  4 -  2(-5) 39 -  82

보건의료관련 학회 및 협회  8 11 2  1  9 -  1(-2)  3 -  33

보건소 및 공공보건기관 11  7 1 11  6 -  -(-1)  3 -  38

자조그룹 및 환우회 - - 3 -  2 - 31(-2) - (-1)  33

종합전문요양기관 - - - - - 6 - - -   6

소계 30 38 6 23 21 6 24 45 (-1) 192

주: 1) 2001～2003년도 건강정보 평가관련 기초연구 및 건강증진정보 DB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본격적인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2004년부터 실시하였음.
2) 2008～2012년 사이트 개편 등으로 11개 우수 제공기관 사이트가 통폐합 되었으며 ( )는 통폐합된 사이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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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량적 평가

웹 로그 분석은 사이트 방문자 데이터를 로그분석 툴을 사용하여 각 

조건(월별/일별/시간별)에 의하여 정리한 것으로 방문자 개개인에 한 

단순한 방문 기록 정보 황에 해 본 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정보 장」의 2012년 운 실 을 정략 으로 평가하기 하여 

웹트랜드(Webtrends Log Analyzer)버  8.5를 이용한 이용자 로그

(log) 일분석과 구  시보드(dashboard)분석을 하 으며 분석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하 다.

  1. 전체 분석 결과

가. 방문수

2012년 「건강정보 장」총 방문건수는 <표 6-1>과 같다. 웹트 드 

분석한 방문건수는 718,912건, 1일 평균 방문건수는 2,357건으로 나타

났으며 시보드 분석 결과로는 방문건수가 709,032건, 1일 평균 방문

건수는 2,41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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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웹트렌즈
방문건수 718,912

1일 평균방문건수   2,357

대시보드
방문건수 709,032

1일 평균방문건수   2,412

구분 2012년

웹트렌즈

열람 페이지 수 2,694,418

1일 평균 열람 페이지 수 8,834

방문당 평균 열람 페이지 수 3.75

대시보드

열람 페이지 수 1,997,303

1일 평균 열람 페이지 수 6,570

방문당 평균 열람 페이지 수 2.82

〈표 6-1〉 2012년 ｢건강정보광장｣ 방문건수

나. 열람페이지 수

분석기간 동안 이용자가 이용한 열람페이지 수는(HTML, DB문 수 

등) 웹트 즈 분석결과 총 열람 페이지 수는 2,694,418건, 1일 평균 열

람페이지 수는 8,834건, 방문당 평균 열람 페이지 수는 3.75건으로 나

타났으며, 시보드로 분석한 결과로는 총 열람 페이지 수가 1,997,303

건, 1일 평균 열람페이지 수는 6,570건, 방문당 평균 열람 페이지 수는 

2.82건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표 6-2〉 2012년 ｢건강정보광장｣ 열람 페이지 수

다. 유입 키워드

2012년 「건강정보 장」의 키워드를 통한 유입은 <표 6-3>과 같다. 

유입키워드 1 는 ‘건강정보 장’, 2 는 ‘건강정보’, 3 는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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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입키워드 방문수 평균방문시간

2011년

1위 건강정보광장 47,350 00:09:32

2위 건강정보 22,100 00:03:32

3위 스트레스 자가진단  7,767 00:02:45

4위 어지럼증원인  7,267 00:00:09

5위 우울증 자가진단  4,350 00:01:51

2012년

1위 건강정보광장 68,103 00:10:47

2위 건강정보 11,690 00:03:24

3위 스트레스 자가진단  8,968 00:02:47

4위 건강  7,168 00:03:07

5위 건강강좌  4,943 00:03:40

자가진단’, 4 는 ‘건강’, 5 는 ‘건강강좌’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 2012년 ｢건강정보광장｣ 유입키워드1)

(단위: 건. 분, %)

주: 1) 유입키워드 분석은 구글 대시보드를 통하여 분석함.

라. 시작페이지

시작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사이트 방문 시 최 로 방문하는 페이지 

는 입장 페이지를 의미한다. 부분 사이트에서 일반 인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긴 하나 사이트 내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페이지를 따로 

즐겨찾기를 통해 방문하거나 타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참조페이지들도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시작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의 입장 경

로를 악해 볼 수 있다.

2012년 「건강정보 장」에서의 시작페이지는 ‘건강어 리 이션 조

회페이지’ 화면이 29.29%의 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

소식 련 조회페이지’로 20.98%를 나타났으며, ‘건강교육 련 조회페

이지’가 12.07%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건강정보 장」의 시작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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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페이지명 점유율 페이지명 점유율 페이지명 점유율

메인페이지 53.8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43.17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29.29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8.9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5.36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0.98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5.1 메인페이지 11.77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2.07

건강교육관련 

페이지
 2.9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9.67 메인페이지 11.02

통합검색 

페이지
 2.7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8.29

디렉토리검색

페이지
9.17

지는 ‘메인페이지’가 53.8%로 가장 높았으나 2011년 ‘건강어 리 이

션’ 컨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시작페이지 유 황이 ‘건강어 리 이션 

조회페이지’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표 6-4〉 2012년 ｢건강정보광장｣ 시작 페이지 현황

(단위: %)

마. 탈출페이지

탈출페이지는 「건강정보 장」이용자들이 사이트 이용을 종료하기  

최종페이지 는 퇴장페이지로 방문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를 

의미하며 향후 사이트 기획  운 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건강정보 장」의 탈출(이탈) 페이지로는 ‘메인페이지가’ 

3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건강소식 련 조회페이지’로 21.48%

로 높았다. ‘건강교육 련 조회페이지’는 12.08%, ‘디 토리 검색페이

지’는 8.74%, ‘RSS페이지’에서 이탈한 유율은 8.40%로 나타났다. 지

난 3년간 「건강정보 장」의 이탈페이지는 모두 ‘메인페이지’에서 이용

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인페이지 이탈 유율은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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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페이지명 점유율 페이지명 점유율 페이지명 점유율

메인페이지 52.3 메이페이지 49.32 메인페이지 34.83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7.8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5.76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1.48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4.8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9.80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2.08

RSS페이지  2.7
디렉토리검색

페이지
 7.91

디렉토리검색

페이지
 8.74

건강교육관련

페이지
 2.6 RSS페이지  5.57 RSS페이지  8.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소식 련 조회페이지’에서 이탈한 이

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5〉 2012년 ｢건강정보광장｣ 탈출 페이지 현황

(단위: %)

  2. 월별 분석 결과

가. 월별 방문 건수

2012년 「건강정보 장」의 월별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1월 방문 건

수가 94,924건으로 높은 방문 건수를 나타내었지만 평균 방문 길이는 3

분 48 로 다소 짧은 시간 에 머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도 방문

건수는 월별로 계속 어들었으며 8월은 1월에 비하여 방문건수가 

45.2% 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 방문 길이는 7분 32 로 나타

났다 시보드 분석결과 1월이 97,071건으로 높은 방문 건수를 보인 반

면  어들었으나 6월에는 127,267건으로 방문건수가 가장 높았다. 

6월에는 「건강정보 장」의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 이벤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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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웹트렌즈 대시보드

방문건수 1일평균방문건수 평균방문길이 방문건수 평균방문길이

1월 94,923 3,062 00:03:48  97,017 00:01:20

2월 91,884 3,168 00:04:12  77,433 00:01:30

3월 93,473 3,015 00:03:48  74,183 00:01:55

4월 82,261 2,472 00:03:55  69,167 00:02:48

5월 77,177 2,489 00:04:17  69,350 00:02:18

6월 85,080 2,836 00:03:51 127,267 00:01:46

7월 61,272 1,976 00:04:52  51,850 00:03:09

8월 42,859 1,382 00:07:32  47,967 00:03:17

9월 41,864 1,395 00:09:31  44,200 00:04:45

10월 48,119 1,552 00:06:30  49,183 00:04:41

방문자가 일시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6-6 참조).

〈표 6-6〉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방문 건수

나. 월별 방문자 수

「건강정보 장」을 방문한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월별 방문자  한

번 찾아온 방문자는 74,515명, 두 번 이상 찾아온 방문자는 61,824명으

로 나타났다. 월 별 방문자수는 1월이 가장 많이 방문하 으며, 1월 

22,649명, 6월 20,435명 순으로 반기에 방문자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방문자의 사이트 충성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체 방문자수 

 두 번 이상 방문자수의 비율이 높은 월은 52.61%로 8월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이 6월로 45.25%로 나타났다(표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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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방문자 수

기간
방문자 수 한번 방문자 수 두 번 이상 방문자 수

명 % 명 % 명 %

2012.0101~01.31 22,649 100.0 12,190 53.82 9,478 41.85

2012.02.01~02.28 16,892 100.0  8,631 51.10 7,335 43.42

2012.03.01~03.31 17,488 100.0  9,361 53.53 7,276 41.60

2012.04.01~04.30 17,422 100.0  9,853 56.55 6,819 39.15

2012.05.01~05.31 16,695 100.0  9,129 54.68 6,821 40.86

2012.06.01~06.30 20,435 100.0 10,291 50.36 9,247 45.25

2012.07.01~07.31 12,003 100.0  6,478 53.94 4,901 40.83

2012.08.01~08.31  5,782 100.0  2,437 42.15 3,345 52.61

2012.09.01~09.30  6,444 100.0  3,218 49.94 3,226 44.41

2012.10.01~10.31  6,303 100.0  2,927 46.44 3,376 47.21

다. 월별 열람 페이지 수

월별 열람 페이지 수와 1회 방문 당 열람 페이지 수는 구 과 시보

드 분석 결과 9월이 가장 높았다. 웹트 즈 분석결과 9월의 페이지 열

람수는 208,008건이었으며 시보드 분석결과 페이지 뷰수는 168,600

건이었으며 1회 방문당 페이지 열람수는 웹트 즈가 9월에 4,97건 페이

지, 시보드는 3.81건 페이지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8 참조).

라. 월별 방문 국가

2012년 「건강정보 장」의 국가별 월별 방문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이용자가 매년 높게 나타났지만 국외 이용자의 방문수가 평균 33%의 

국외 방문수를 기록하 다(표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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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열람 페이지 수

기간
웹트렌즈 대시보드

페이지열람수 1일평균 열람수 1회 방문당 열람 수 페이지뷰 방문당페이지수

1월 325,583 10,502 3.43 200,517 2.07

2월 324,657 11,195 3.53 176,733 2.28

3월 366,712 11,829 3.92 195,883 2.64

4월 301,482 10,049 3.66 201,583 2.91

5월 272,066 8,776 3.53 188,550 2.72

6월 338,408 11,280 3.98 308,500 2.42

7월 210,093  6,777 3.43 163,633 3.16

8월 201,250  6,491 4.70 149,850 3.12

9월 208,008  6,933 4.97 168,600 3.81

10월 146,162 4,714 3.04 146,146 4.86

〈표 6-9〉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방문 국가

(단위: %) 

기간
웹트렌즈

국내 국외 기타

1월 66.70 32.54 0.76
2월 64.39 34.99 0.62
3월 65.47 33.90 0.62
4월 66.56 32.71 0.73
5월 68.21 30.77 1.01
6월 71.89 27.24 0.87
7월 65.92 33.16 0.92
8월 59.76 39.71 0.53
9월 60.42 39.17 0.41
10월 60.13 39.43 0.44

마. 월별 시작 페이지

2012년도 「건강정보 장」의 월별 시작페이지는 1월부터 9월까지 

‘건강어 리 이션 조회페이지’가 유율이 30% 이상으로 높게 차지하



제6장「건강정보광장」평가∙169

1위 2위 3위 4위 5위

1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40.02)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7.31)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2.88)

메인페이지

(12.26)
RSS페이지

(7.64)

2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31.87)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3.18)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3.18)

메인페이지

(9.88)
RSS페이지

(8.05)

3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32.36)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1.14)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3.02)

메인페이지

(10.83)
RSS페이지

(9.85)

4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35.80)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9.73)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0.57)

메인페이지

(10.11)
RSS페이지

(9.57)

5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39.34)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3.81)

메인페이지

(11.20)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0.01)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9.50)

6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39.06)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7.47)

메인페이지

(10.70)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8.94)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6.94)

7월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29.23)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8.13)

메인페이지

(11.91)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0.69)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0.18)

8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9.66)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9.27)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3.38)

메인페이지

(11.46)
RSS페이지

(9.98)

9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31.41)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6.98)

메인페이지

(15.32)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1.03)

RSS페이지

(9.54)

10
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32.70)

건강교욱관련

조회페이지

(14.32)

메인페이지

(13.69)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2.34)

RSS페이지

(8.56)

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로는 건강소식 련 조회페이지가 2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0 참조). 

〈표 6-10〉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시작페이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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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위 3위 4위 5위

1월
메인페이지

(45.18)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7.67)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3.23)

RSS페이지

(7.61)

건강어플리케이션

조회페이지

(6.16)

2월
메인페이지

(35.93)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3.72)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6.27)

RSS페이지

(8.04)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5.84)

3월
메인페이지

(36.78)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1.55)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3.11)

RSS페이지

(9.84)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7.82)

4월
메인페이지

(41.75)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20.07)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0.67)

RSS페이지

(9.55)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8.04)

5월
메인페이지

(44.83)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4.27)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0.05)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9.13)

RSS페이지

(8.63)

6월
메인페이지

(43.97)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7.89)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9.01)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7.00)

RSS페이지

(6.46)

7월
메인페이지

(36.39)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18.57)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0.32)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0.19)

RSS페이지

(6.82)

8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30.36)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9.40)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4.80)

RSS페이지

(9.93)
메인페이지

(9.30)

9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32.19)

디렉토리

검색페이지

(16.22)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3.64)

메인페이지

(13.36)
RSS페이지

(9.54)

10
월

건강소식관련

조회페이지

(33.61)

건강교육관련

조회페이지

(14.12)

디렉토리검색

페이지

(12.20)

메인페이지

(11.74)
RSS페이지

(8.50)

바. 월별 탈출 페이지

2012년도 「건강정보 장」의 월별 탈출(이탈)페이지는 <표 6-11>과 

같다.

〈표 6-11〉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탈출페이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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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검색횟수(건)
검색입력 

단어횟수(건)

순수 방문자

(명)

순수 검색 단어

(건)

1월 284 308 128 163

2월 358 383 124 184

3월 520 611 178 223

4월 607 674 205 281

5월 553 612 229 261

6월 456 513 195 248

7월 301 335 130 164

8월 308 328 134 155

9월 632 681 178 245

10월 685 819 194 303

구분 검색횟수(건) 검색입력 단어횟수(건) 순수 방문자(명)

2011 7,338 7,916 1,777

2012 4,704 5,264 1,695

  3. 검색어 로그 분석

  

검색엔진 RSA(Repia Search Appliance)을 통한 검색어 로그 정보 

분석 결과는 <표 6-12>와 같다. 2012년 「건강정보 장」에 유입되어 

이용자들이 검색한 횟수는 총 4,704건으로 나타났으며 검색입력 단어횟

수는 총 5,264건으로 나타났다. 

〈표 6-12〉 2012년 ｢건강정보광장｣ 검색어 로그 현황

2012년 「건강정보 장」의 월별 검색어 황은 <표 6-13>과 같이 

검색어 횟수는 10월이 68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검색 입력 단어 횟수 

한 10월이 819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9월 검색 횟수가 632

건, 검색입력 단어횟수가 6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3〉 2012년 ｢건강정보광장｣ 월별 검색어 로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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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1년 2012년

검색어 검색 횟수 검색어 검색 횟수

1 건강 347 스트레스 392

2 자가진단 234 치매 377

3 스트레스 181 대상포진 171

4 폐렴 155 신장 100

5 감기 114 자가진단  99

6 고혈압  80 모야모야병  90

7 당뇨  79 alllist  74

8 손 씻기  74 비만  64

9 척추  67 당뇨  63

10 우울증  67 건강  54

2012년 「건강정보 장」의 검색어 순 로 1 가 ‘스트 스’, 2 는 

‘치매’, 3 가 ‘ 상포진’, 4 가 ‘신장’, 5 가 ‘자가진단’, 6 가 ‘모야

모야병’, 7 가 ‘alllist’, 8 가 ‘비만’, 9 가 ‘당뇨’, 10 가 ‘건강’ 순

으로 나타났다(표 6-14 참조). 

〈표 6-14〉 2010년 ｢건강정보광장｣ 검색어 로그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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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성적평가(이용자 실태 및 수요조사)

본 에서는 「건강정보 장」에 한 이용자 실태  수요조사 평가

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 다.

  1. 조사개요.

가. 조사배경 및 목적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련 콘텐츠  서비스에 

한 사용자측면의 만족도, 정보요구  이용자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건강정보 장」콘텐츠  서비스 개발  운 략수립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는 「건강정보 장」 홈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

하고 있는 연포털사이트 「 연길라잡이」홈페이지 공지사항, 페이

스북, 블로그 공지사항을 통하여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다.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2011년 ‘이용실태  만족도 조사’ 설

문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설문내용 부분에 일부 문항을 추가 개발 하

다. 설문도구는 ‘일반  사항’ 4문항, ‘이용실태’ 6문항, ‘품질  만족

도’ 10문항, ‘건강정보에 한 행동변화’ 2문항, ‘인터넷 건강정보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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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태’ 3문항, ‘인터넷 사용’ 1문항, ‘스마트폰을 통한 건강정보 이

용 행태’ 6문항, ‘건강정보 장의 이용자 건강수요조사’ 2문항 등으로 

구성하 다. 

〈표 6-15〉 2012년 ｢건강정보광장｣ 이용자 실태 및 수요조사 항목

구분 문항 수 내용 비고

일반적 사항 4 성별, 출생년도, 교육정도, 직업

이용실태 6
인지경로, 방문빈도, 방문시간, 주로이용하는 정보, 가

장 유익한 정보, RSS 이용여부

품질, 만족도 10

내용의 충분성, 정보의 유용성, 이해용이성, 건강정보

의 신뢰성, 정보의 시의성,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게

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접근성, 항

해용이성, 

6점척도

건강정보에 대한 

행동변화
2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병원 방문에 대한 영향 정도 6점척도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행태
3

건강정보제공 주체, 건강정보를 얻기 위하여 접속하는 

사이트 수, 지난 1년간 이용한 건강정보

인터넷 사용 1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스마트폰을 통한

건강정보 이용행태
6

스마트폰(태플릿PC 포함) 사용 여부, 스마트폰을 통

한 건강정보 검색 여부, 건강 및 의학관련 어플리케이

션 설치여부 및 분야

건강정보 이용자

수요조사
2 향후 건강정보광장에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및 기능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분석, Chi-Square Test, 다 응답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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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결과

가. 일반적 사항

「건강정보 장」의 이용자실태  수요조사에 한 체 응답자는 

남자 1,227명, 여자 1,056명으로 총 2,283명이었으며 남자 비율이 

537%, 여자 비율이 46.3%를 차지하 다. 연령 별로는 30 의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20 , 4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

교 졸업이 체  7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등학교, 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비보건의료계열과 보건의료계열로 구

분하 을 때 비보건의료계열은 체 응답자  94.2%를 차지하 으며 

보건의료계열은 5.8%로 나타났다. 비보건의료계열  문사무직이 

체 응답자의 40.1%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매직, 주부 순으로 나타났

다. 보건의료계열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인이 3.5%의 응답율을 

보 다. 체 응답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73.6%로 

나타났다.(표 6-16 참조).

나. 건강정보광장 이용실태

「건강정보 장」이용실태로는 인지경로, 방문빈도, 머무르는 시간, 주

로 이용하는 정보, 유익한 건강정보, RSS 사용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총 

6개 문항에 있어 인지경로와 방문빈도에 한 문항은 체 응답자 

2,283명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머무르는 시간,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익한 건강정보, RSS 사용여부를 묻는 4개 문항은 문항 특성상 설문조

사 응답 시 처음 방문의 경우는 제외한 1,475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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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283(100.0) 1,227(100.0) 1,056(100.0)
  10대 26(  1.1) 17(  1.4) 9(  0.9)
  20대 500( 21.9) 210( 17.1) 290( 27.5)
  30대 1,075( 47.1) 568( 46.3) 507( 48.0)
  40대 489( 21.4) 323( 26.3) 166( 15.7)
  50대 이상 193(  8.5) 109(  8.9) 84(  8.0)
최종학력 2,283(100.0) 1,227(100.0) 1,056(100.0)
  초등학교이하 15(  0.7) 8(  0.7) 7(  0.7)
  중학교 32(  1.4) 21(  1.7) 11(  1.0)
  고등학교 492( 21.6) 248( 20.2) 244( 23.1)
  대학교 1,624( 71.1) 877( 71.5) 747( 70.7)
  대학원이상 120(  5.3) 73(  5.9) 47(  4.5)
직업 2,283(100.0) 1,227(100.0) 1,056(100.0)
 비보건의료계열 2,150( 94.2) 1,172( 95.5) 978( 92.6)
  전문사무직 916( 40.1) 540( 44.0) 376( 35.6)
  서비스판매직 302( 13.2) 205( 16.7) 97(  9.2)
  생산 관련직 136(  6.0) 122(  9.9) 14(  1.3)
  학생 182(  8.0) 105(  8.6) 77(  7.3)
  주부 296( 13.0) 3(  0.2) 293( 27.7)
  농수축산 19(  0.8) 18(  1.5) 1(  0.1)
  교사 및 교수 56(  2.5) 24(  2.0) 32(  3.0)
  연구원 22(  1.0) 17(  1.4) 5(  0.5)
  무직 146(  6.4) 85(  6.9) 61(  5.8)
  기타 75(  3.3) 53(  4.3) 22(  2.1)
 보건의료계열 133(  5.8) 55(  4.5) 78(  7.4)
  보건의료인 80(  3.5) 32(  2.6) 48(  4.5)
  연구자 21(  0.9) 7(  0.6) 14(  1.3)
  학생 19(  0.8) 10(  0.8) 9(  0.9)
  기타 13(  0.6) 6(  0.5) 7(  0.7)
스마트폰사용 2,283(100.0) 1,227(100.0) 1,056(100.0)
  사용 1,681( 73.6) 921( 75.1) 760( 72.0)
  사용하지 않음 602( 26.4) 306( 24.9) 296 ( 28.0)

〈표 6-16〉 2012년 ｢건강정보광장｣ 이용자실태 및 수요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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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경로

「건강정보 장」의 인지경로는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

트)를 통한 방문’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이벤트 고 38.7%, 다른

사이트(블로그, SNS 등)를 통한 방문도 15.4%로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있어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별로는 20 를 제외한 모든 연령

층에서 ‘검색엔진’을 통한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 의 경우 ‘이

벤트 고’를 통한 속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17 참조).

  2) 방문빈도

「건강정보 장」의 방문빈도는 ‘처음방문’ 하는 경우가 체 응답자 

 35.4%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하는 응답자는 

34.0%, ‘일주일에 1번 이상’ 방문하는 응답자는 27.6%, ‘매일 방문’하

는 응답자는 체 응답자  3.0%에 불과하 다. 방문빈도는 성별, 연

령, 최종학력, 직업군, 스마트폰 사용여부에 있어서 모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별로도 처음방문 하는 비율이 10 , 20 가 

57.7%, 51.2%로 높은 비율을 보 다(표 6-18 참조). 

  3) 머무르는 시간

「건강정보 장」의 머무르는 시간은 ‘5~10분 이내’가 체 응답자의 

46.1%로 가장 높았으며, ‘10~20분 이내’가 31.9%, ‘5분 이내’ 10.7% 

순이었다. 머무르는 시간은 성별, 연령, 직업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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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인지경로

(단위: %, 명)

이벤트 

광고

검색

엔진

다른

사이트

주변

사람
책자 합계 P

전체 38.7 40.6 15.4  4.2 1.1 100.0(2,283)
성별 0.062*
  남자 38.1 42.9 14.4  3.4 1.1 100.0 (1,227)
  여자 39.3 38.0 16.5  5.1 1.1 100.0 (1,056) 　

연령 　 　 　  　 　 　　 0.001**
  10대 19.2 69.2 11.5  0.0 0.0 100.0 (   26) 　

  20대 42.6 34.0 18.0  4.4 1.0 100.0 (  500) 　

  30대 38.2 42.2 14.8  3.9 0.8 100.0 (1,075) 　

  40대 38.2 42.7 14.5  3.3 1.2 100.0 (  489) 　

  50대 이상 34.7 39.4 14.5  8.3 3.1 100.0 (  193) 　

최종학력 　 　 　 　 　 　　 0.062* 
  초등학교이하 33.3 46.7 13.3  6.7 0.0 100.0 (   15)
  중학교 21.9 59.4 9.4  9.4 0.0 100.0 (   32) 　

  고등학교 40.7 38.0 15.4  4.7 1.2 100.0 (  492) 　

  대학교 38.5 41.6 15.1  3.9 0.9 100.0 (1,624) 　

  대학원이상 38.3 32.5  20.0   5.0  4.2  100.0 (  120) 　

직업 　 　 　 　 　 　　 0.000***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5.9 43.1 16.0  4.0 0.9 100.0 (  916) 　

  서비스판매직 34.4 47.4 13.6  3.3 1.3 100.0 (  302) 　

  생산 관련직 39.7 40.4 16.2  2.9 0.7 100.0 (  136) 　

  학생 37.4 36.8 20.9  3.8 1.1 100.0 (  182) 　

  주부 40.9 35.1 15.9  6.8 1.4 100.0 (  296) 　

  농수축산 42.1 52.6 5.3  0.0 0.0 100.0 (   19) 　

  교사 및 교수 46.4 33.9 16.1  1.8 1.8 100.0 (   56) 　

  연구원 36.4 27.3 27.3  4.5 4.5 100.0 (   22) 　

  무직 57.5 27.4 12.3  2.1 0.7 100.0 (  146) 　

  기타 42.7 41.3 10.7  4.0 1.3 100.0 (   7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37.5 43.8 12.5  3.8 2.5 100.0(   80) 　

  연구자 19.0 42.9  4.8 28.6 4.8 100.0(   21) 　

  학생 52.6 36.8  5.3  5.3 0.0 100.0(   19) 　

  기타 38.5 46.2 15.4  0.0 0.0 100.0(   13) 　

스마트폰사용 　 　 　 　 　 　　 0.001**
  사용 37 41 17 5 1 100.0(1,681) 　

  사용하지 않음 44 39 12 3 2 100.0(  602)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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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방문빈도

(단위: %, 명)

매일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달에

1번 이상

처음

방문
합계 P

전체  3.0 27.6 34.0 35.4 100.0(2,283)
성별 　 　 　 　 0.017**
  남자  3.6 29.3 34.2 32.9 100.0 (1,227)
  여자  2.4 25.6 33.8 38.3 100.0 (1,056)
연령 　 　 　 　 　　 0.000***
  10대 23.1 19.2 57.7 100.0 (   26)
  20대  2.6 21.4 24.8 51.2 100.0 (  500)
  30대  3.1 27.6 35.1 34.2 100.0 (1,075)
  40대  3.7 31.5 41.9 22.9 100.0 (  489)
  50대 이상  2.6 33.7 34.2 29.5 100.0 (  193)
최종학력 　 　 　 　 　　 0.042**
  초등학교이하  6.7 26.7 26.7 40.0 100.0 (   15)
  중학교  3.1 31.3 31.3 34.4 100.0 (   32)
  고등학교  2.0 24.0 30.5 43.5 100.0 (  492)
  대학교  3.1 28.4 35.2 33.2 100.0 (1,624)  
  대학원이상  5.0 29.2 34.2 31.7 100.0 (  120) 
직업 　 　 　 　 　　 0.000***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1 29.5 34.7 32.8 100.0 (  916)
  서비스판매직  2.3 33.8 39.1 24.8 100.0 (  302)
  생산 관련직  3.7 30.9 38.2 27.2 100.0 (  136)
  학생  2.7 18.7 19.8 58.8 100.0 (  182)
  주부  1.7 26.4 37.2 34.8 100.0 (  296)
  농수축산 10.5 36.8 21.1 31.6 100.0 (   19)
  교사 및 교수  3.6 25.0 28.6 42.9 100.0 (   56)
  연구원 13.6 40.9 45.5 100.0 (   22)
  무직  2.7 11.0 31.5 54.8 100.0 (  146)
  기타  2.7 21.3 41.3 34.7 100.0 (   7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8.8 36.3 32.5 22.5 100.0(   80)
  연구자  9.5 33.3 23.8 33.3 100.0(   21)
  학생 26.3 21.1 52.6 100.0(   19)
  기타 46.2 15.4 38.5 100.0(   13)
스마트폰사용 　 　 　 　 　　 0.022**
  사용  3.6 27.9 34.4 34.1 100.0(1,681)
  사용하지 않음  1.5 26.6 33.1 38.9 100.0(  602)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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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머무르는 시간

(단위: %, 명)

5분

이내

5∼10분

이내

10∼20분

이내

20∼30분

이내

30분

이상
합계 P

전체 10.7 46.1 31.9 8.5 2.8 100.0 (1,475)
성별 0.079*
  남자 11.4 46.7 32.2  6.7  3.0 100.0 (  823)
  여자  9.8 45.4 31.4 10.7  2.6 100.0 (  652)
연령 　 0.000***
  10대 45.5 27.3  9.1 18.2 100.0 (   11)
  20대 11.5 52.9 27.5  7.0  1.2 100.0 (  244)
  30대 11.7 49.2 30.8  6.2  2.0 100.0 (  707)
  40대  8.8 39.8 35.8 12.5  3.2 100.0 (  377)
  50대 이상 10.3 35.3 34.6 11.8  8.1 100.0 (  136)
최종학력 　 0.509
  초등학교이하 22.2 44.4 33.3 100.0 (    9)
  중학교  9.5 33.3 38.1 14.3  4.8 100.0 (   21)
  고등학교  7.9 45.7 32.7 10.1  3.6 100.0 (  278)
  대학교 11.4 45.4 32.2  8.3  2.7 100.0 (1,085)
  대학원이상  9.8 59.8 23.2  4.9  2.4 100.0 (   82)
직업 　 0.003**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9.1 46.8 34.1  7.5  2.6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8.4 49.3 35.2  5.3  1.8 100.0 (  227)
  생산 관련직 12.1 41.4 31.3 11.1  4.0 100.0 (   99)
  학생 13.3 49.3 28.0  6.7  2.7 100.0 (   75)
  주부  9.3 43.0 28.5 17.1  2.1 100.0 (  193)
  농수축산 15.4 23.1 30.8 15.4 15.4 100.0 (   13)
  교사 및 교수 21.9 46.9 25.0  6.3 100.0 (   32)
  연구원  8.3 75.0  8.3  8.3 100.0 (   12)
  무직 21.2 51.5 21.2  4.5  1.5 100.0 (   66)
  기타 14.3 32.7 34.7  8.2 10.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6.1 45.2 27.4  8.1  3.2 100.0(   62)
  연구자 14.3 42.9 28.6  7.1  7.1 100.0(   14)
  학생 44.4 55.6 100.0(    9)
  기타 50.0 37.5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363
  사용 10.8 46.0 31.0  9.0  3.2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0.3 46.5 34.5  6.8  1.9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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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유익한 정보

건강콘텐츠(30.6) 자가진단(24.3) 의료서비스정보(18.4) 자가진단(34.2) 

자가진단(26.2) 건강소식(21.4) 건강콘텐츠(18.0) 건강콘텐츠(24.9) 

건강소식(20.9) 건강지식검색(20.7) 건강지식검색(17.2) 건강소식(16.9) 

건강지식검색(15.0) 건강콘텐츠(17.7) 건강소식(16.3) 건강지식검색(16.7) 

의료서비스정보( 5.5) 의료서비스정보(10.9) 자가진단(14.5) 의료서비스정보( 5.4)

건강APP( 1.3) 건강APP( 3.8) 건강APP(10.5) 건강APP( 1.6)

기타( 0.5) 기타( 1.2) 기타( 5.2) 기타( 0.3)

  4) 주로 이용하는/유익한 정보

「건강정보 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에 한 문항에서는 1순  

‘건강콘텐츠’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가진단’, ‘건강소

식’, ‘건강지식검색’, ‘의료서비스정보’, ‘건강App’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향은 성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나타났으며, 연령, 최종

학력, 직업군, 스마트폰 사용여부에는 유의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이용정보 2순 에서는 ‘자가진단’이 24.3%로 나타났으며 3순 에서

는 ‘의료서비스 정보’가 18.4%로 나타났다. 

한 「건강정보 장」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로 답한 콘텐츠는 ‘자가

진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건강콘텐츠’, ‘건강소

식’. ‘건강지식검색’ 순이라고 응답하 다(표 6-20, 6-21참조). 

〈표 6-20〉 2012년 ｢건강정보광장｣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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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이용정보 1순위
(단위: %, 명)

건강

콘텐츠
자가진단 건강소식

건강

지식검색

의료

서비스정보
전체 30.6 26.2 20.9 15.0  5.5 

성별 　 　 　 　 　

  남자 29.3 26.5 23.5 14.9  4.4 
  여자 32.4 25.8 17.6 15.0  6.9 
연령 　 　 　 　 　

  10대  9.1 27.3 45.5 18.2 
  20대 29.5 30.7 19.3 13.5  3.7 
  30대 29.3 25.5 21.9 15.3  6.2 
  40대 32.1 27.6 19.1 15.6  4.2 
  50대 이상 37.5 17.6 21.3 15.4  7.4 
최종학력 　 　 　 　 　

  초등학교이하 22.2 22.2 44.4 11.1 
  중학교 19.0 19.0 28.6 19.0 9.5 
  고등학교 30.6 23.4 20.5 16.5 5.8 
  대학교 31.4 27.4 20.2 14.2 5.4 
  대학원이상 24.4 22.0 26.8 20.7 3.7 
직업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1.0 26.5 19.5 16.1  4.5 
  서비스판매직 30.4 27.3 22.0 13.2  4.8 
  생산 관련직 30.3 23.2 27.3 11.1  7.1 
  학생 33.3 28.0 17.3 10.7  6.7 
  주부 32.6 23.8 18.7 14.5  9.8 
  농수축산 23.1 38.5 23.1 15.4 
  교사 및 교수 34.4 31.3 18.8 15.6 
  연구원 41.7  8.3 25.0 16.7  8.3 
  무직 30.3 27.3 25.8 10.6  4.5 
  기타 20.4 32.7 14.3 30.6  2.0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27.4 22.6 27.4 16.1  6.5 
  연구자 14.3 21.4 42.9  7.1 14.3 
  학생 55.6 33.3 
  기타 12.5 50.0 37.5 
스마트폰사용 　 　 　 　 　

  사용 31.2 25.7 21.0 15.4  5.0 
  사용하지 않음 29.1 27.7 20.7 13.6  7.1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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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계속

건강

APP
기타 합계 P

전체 1.3 0.5 100.0 (1,475)

성별 　 　 0.025**
  남자 1.2 0.2 100.0 (  823)
  여자 1.4 0.9 100.0 (  652)
연령 　 　 　 0.137
  10대 100.0 (   11)
  20대 2.0 1.2 100.0 (  244)
  30대 1.1 0.7 100.0 (  707)
  40대 1.3 100.0 (  377)
  50대 이상 0.7 100.0 (  136)
최종학력 　 　 　 0.450
  초등학교이하 100.0 (    9)
  중학교 4.8 100.0 (   21)
  고등학교 2.5 0.7 100.0 (  278)
  대학교 0.8 0.6 100.0 (1,085)
  대학원이상 2.4 100.0 (   82)
직업 　 　 　 0.481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5 1.0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8 0.4 100.0 (  227)
  생산 관련직 1.0 100.0 (   99)
  학생 2.7 1.3 100.0 (   75)
  주부 0.5 100.0 (  193)
  농수축산 100.0 (   13)
  교사 및 교수 100.0 (   32)
  연구원 100.0 (   12)
  무직 1.5 100.0 (   66)
  기타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00.0(   62)
  연구자 100.0(   14)
  학생 11.1 100.0(    9)
  기타 100.0(    8)
스마트폰사용 　 　 　 0.137
  사용 1.4 0.5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1 0.8 100.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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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SS 이용여부

「건강정보 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RSS사용여부를 묻는 문항에

서 체 응답자의 68.5%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1.5%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SS 이용여부에서 최종학력, 직업군,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22 참조). 

다. 건강정보 품질 및 만족도

「건강장보 장」에서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등에 한 조사내용

은 건강정보 내용의 충분성, 정보의 유용성, 이해의 용이성, 건강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시의성, 이용에 한 주의사항 게시여부,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에 한 만족도, 이용자 근성, 항해의 용이성,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병원방문에 한 향정도 등이며 ‘매우동의함’에서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6  척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자료는 통계

분석 신뢰도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장」을 주기 으로 이용하는 이용

자를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설문에 응답한 2,283명  ‘처음방문’ 한 

808명을 제외한 1,475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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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RSS 이용여부

(단위: %, 명)

RSS 사용함 RSS 사용하지 않음 합계 P

전체 31.5 68.5 100.0 (1,475)
성별 0.423
  남자 32.3 67.7 100.0 (  823)
  여자 30.4 69.6 100.0 (  652)
연령 　 0.364
  10대 45.5 54.5 100.0 (   11)
  20대 28.7 71.3 100.0 (  244)
  30대 30.8 69.2 100.0 (  707)
  40대 31.8 68.2 100.0 (  377)
  50대 이상 37.5 62.5 100.0 (  136)
최종학력 　 0.083*
  초등학교 이하 33.3 66.7 100.0 (    9)
  중학교 38.1 61.9 100.0 (   21)
  고등학교 24.8 75.2 100.0 (  278)
  대학교 32.5 67.5 100.0 (1,085)
  대학원이상 37.8 62.2 100.0 (   82)
직업 　 0.005**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3.6 66.4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30.4 69.6 100.0 (  227)
  생산 관련직 35.4 64.6 100.0 (   99)
  학생 22.7 77.3 100.0 (   75)
  주부 31.1 68.9 100.0 (  193)
  농수축산 38.5 61.5 100.0 (   13)
  교사 및 교수 43.8 56.3 100.0 (   32)
  연구원 33.3 66.7 100.0 (   12)
  무직 10.6 89.4 100.0 (   66)
  기타 24.5 75.5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45.2 54.8 100.0(   62)
  연구자 21.4 78.6 100.0(   14)
  학생 22.2 77.8 100.0(    9)
  기타 12.5 87.5 100.0(    8)
스마트폰사용 　 0.000***
  사용 36.0 64.0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7.9 82.1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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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정보의 충분성

건강정보의 충분성은 ‘건강정보 장은 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

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체 상자의 48.1%가 ‘ 체로 동의함’

을, 22.3%가 ‘약간 동의함’, 21.6%가 ‘매우 동의함’으로 정 인 응답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0 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63.6%가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하 다. 성별, 연령별, 최종학

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여부, 계열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건강정보의 

충분성에 해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최

종학력,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23 

참조)

  2) 건강정보의 유용성

건강정보의 유용성은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유용하다’라

는 질문에 한 것으로 체 상자의 41.9%가 ‘ 체로 동의함’이라고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동의함’ 27.3%, ‘약간 동의함’이 21.8%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 체로 동의함

(42.0%, 27.5%)’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매우 동

의함’과 ‘약간 동의함’이 27.2%, 22.1%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27.5%, 21.5%순으로 나타나 다수가 정 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과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서도 모든 집단이 

‘ 체도 동의함’에 응답하 으며 연령, 최종학력군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다(표 6-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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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충분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21.6 48.1 22.3  6.0  1.9 0.2 100.0 (1,475)

성별 0.518

  남자 22.4 48.8 20.7  5.7  2.2 0.2 100.0 (  823)

  여자 20.6 47.1 24.4  6.3  1.5 0.2 100.0 (  652)

연령 　 0.005**

  10대 63.6  9.1 27.3 100.0 (   11)

  20대 24.6 42.2 25.8  5.7  1.6 100.0 (  244)

  30대 19.0 49.8 23.3  6.2  1.6 0.1 100.0 (  707)

  40대 20.2 51.2 21.0  5.3  1.9 0.5 100.0 (  377)

  50대 이상 30.1 44.1 14.0  7.4  4.4 100.0 (  136)

최종학력 　 0.045**

  초등학교이하 22.2 55.6 11.1 11.1 100.0 (    9)

  중학교 47.6 14.3 33.3  4.8 100.0 (   21)

  고등학교 28.1 45.0 19.8  4.7  2.2 0.4 100.0 (  278)

  대학교 19.5 50.1 22.2  6.0  1.9 0.2 100.0 (1,085)

  대학원이상 19.5 39.0 30.5  9.8  1.2 100.0 (   82)

직업 　 0.602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8.5 50.8 22.2  6.0  2.3 0.2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23.3 48.0 22.0  5.3  1.3 100.0 (  227)

  생산 관련직 29.3 47.5 18.2  2.0  2.0 1.0 100.0 (   99)

  학생 24.0 45.3 20.0  8.0  2.7 100.0 (   75)

  주부 21.2 47.7 24.9  4.1  1.6 0.5 100.0 (  193)

  농수축산 46.2 23.1 23.1  7.7 100.0 (   13)

  교사 및 교수 25.0 43.8 25.0  6.3 100.0 (   32)

  연구원 16.7 58.3 16.7  8.3 100.0 (   12)

  무직 21.2 39.4 30.3  7.6  1.5 100.0 (   66)

  기타 16.3 53.1 22.4  8.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9.4 45.2 22.6 11.3  1.6 100.0 (   62)

  연구자 28.6 35.7  7.1 21.4  7.1 100.0 (   14)

  학생 55.6 33.3 11.1 100.0 (    9)

  기타 50.0 25.0 12.5 12.5 100.0 (    8)

스마트폰사용 　 0.205

  사용 21.7 49.1 22.0  5.1  1.8 0.3 100.0 (1,107)

  사용하지 않음 21.2 45.1 23.1  8.4  2.2 100.0 (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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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유용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27.3 41.9 21.8  6.9  1.8 0.3 100.0 (1,475)

성별 0.992

  남자 27.2 42.0 22.1  6.6  1.8 0.2 100.0 (  823)

  여자 27.5 41.7 21.5  7.4  1.7 0.3 100.0 (  652)

연령 　 0.019**

  10대 45.5 45.5 9.1 100.0 (   11)

  20대 21.3 46.3 23.4  6.1  2.9 100.0 (  244)

  30대 26.2 40.3 24.2  8.1  1.1 0.1 100.0 (  707)

  40대 28.9 45.6 17.8  5.0  2.1 0.5 100.0 (  377)

  50대 이상 38.2 31.6 19.1  8.1  2.2 0.7 100.0 (  136)

최종학력 　 0.173

  초등학교이하 44.4 33.3 22.2 100.0 (    9)

  중학교 42.9 33.3 23.8 100.0 (   21)

  고등학교 33.1 37.8 21.2  6.1  1.1 0.7 100.0 (  278)

  대학교 25.7 43.3 21.8  7.4  1.7 0.2 100.0 (1,085)

  대학원이상 23.2 40.2 24.4  6.1  6.1 100.0 (   82)

직업 　 0.297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26.1 42.0 22.7  7.1  1.8 0.2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29.1 37.9 23.3  8.8  0.9 100.0 (  227)

  생산 관련직 26.3 46.5 16.2  9.1  1.0 1.0 100.0 (   99)

  학생 20.0 54.7 20.0  2.7  2.7 100.0 (   75)

  주부 32.6 40.4 16.6  7.8  1.6 1.0 100.0 (  193)

  농수축산 61.5 15.4 7.7 15.4 100.0 (   13)

  교사 및 교수 31.3 46.9 9.4  6.3  6.3 100.0 (   32)

  연구원 25.0 50.0 25.0 100.0 (   12)

  무직 22.7 40.9 30.3  4.5  1.5 100.0 (   66)

  기타 32.7 42.9 20.4  4.1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7.7 43.5 32.3  3.2  3.2 100.0 (   62)

  연구자 28.6 28.6 28.6  7.1  7.1 100.0 (   14)

  학생 33.3 22.2 44.4 100.0 (    9)

  기타 25.0 50.0 12.5 12.5 100.0 (    8)

스마트폰사용 　 0.104

  사용 28.6 42.5 20.5  6.3  1.7 0.3 100.0 (1,107)

  사용하지 않음 23.4 39.9 25.8  8.7  1.9 0.3 100.0 (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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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정보의 이해용이성

건강정보의 이해용이성은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이해하

기 쉽다’라는 질문에 한 것으로 체 응답자의 41.1%가 ‘ 체로 동의

함’이라고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 28.8%가 약간 동의함, 19.6%가 ‘매

우 동의함’이라고 정 인 응답을 하 다. 건강정보의 이해용이성에 있

어서는 스마트폰사용여부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25 

참조). 

  4) 건강정보의 신뢰성

건강정보의 신뢰성은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믿을만하다’

라는 질문으로 유도하 으며 체 응답자의 36.6%가 ‘ 체로 동의함’이

라고 응답하 으며 ‘매우 동의함’이 30.6%, ‘약간 동의함’이 22.8%로 

정 인 응답을 하 다. 건강정보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연령,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26 

참조). 

  5) 건강정보의 시의성

건강정보의 시의성은 ‘건강정보의 정보가 시기 하다’라는 질문에 

한 것으로 체 응답자의 37.2%가 ‘ 체로 동의함’, 30.1%가 ‘약간 

동의함’, 18.2%가 ‘매우 동의함’ 순으로 나타나 정 인 응답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건강정보 시의성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스마트폰 사용여

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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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이해용이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9.6 41.1 28.8  7.7  2.2 0.6 100.0 (1,475)

성별 0.583

  남자 19.2 40.1 29.5  8.0  2.7 0.5 100.0 (  823)

  여자 20.1 42.3 27.9  7.4  1.5 0.8 100.0 (  652)

연령 　 0.213

  10대 36.4 36.4  9.1 18.2 100.0 (   11)

  20대 17.2 41.8 31.6  6.6  2.5 0.4 100.0 (  244)

  30대 18.7 39.7 31.1  8.3  1.8 0.3 100.0 (  707)

  40대 19.6 43.8 26.3  6.9  2.1 1.3 100.0 (  377)

  50대 이상 27.2 39.7 20.6  8.1  3.7 0.7 100.0 (  136)

최종학력 　 0.791

  초등학교이하 22.2 44.4 22.2 11.1 100.0 (    9)

  중학교 28.6 38.1 23.8  9.5 100.0 (   21)

  고등학교 24.5 40.3 25.9  5.8  2.5 1.1 100.0 (  278)

  대학교 18.4 41.2 29.8  8.1  1.9 0.6 100.0 (1,085)

  대학원이상 15.9 42.7 28.0  8.5  4.9 100.0 (   82)

직업 　 0.529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8.7 42.2 27.6  8.8  2.3 0.5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6.7 40.1 30.8  8.8  3.1 0.4 100.0 (  227)

  생산 관련직 24.2 33.3 33.3  4.0  4.0 1.0 100.0 (   99)

  학생 17.3 37.3 32.0 10.7  2.7 100.0 (   75)

  주부 24.9 40.9 24.4  7.3  1.0 1.6 100.0 (  193)

  농수축산 30.8 46.2 23.1 100.0 (   13)

  교사 및 교수 25.0 43.8 31.3 100.0 (   32)

  연구원 50.0 41.7  8.3 100.0 (   12)

  무직 16.7 43.9 30.3  7.6  1.5 100.0 (   66)

  기타 22.4 55.1 14.3  8.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2.9 41.9 38.7  4.8 1.6 100.0 (   62)

  연구자 28.6 21.4 42.9  7.1 100.0 (   14)

  학생 44.4 33.3 22.2 100.0 (    9)

  기타 12.5 12.5 50 12.5 12.5 100.0 (    8)

스마트폰사용 　 0.020**

  사용 20.1 42.5 28.3  6.4  2.1 0.6 100.0 (1,107)

  사용하지 않음 18.2 36.7 30.4 11.7  2.4 0.5 100.0 (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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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신뢰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30.6 36.6 22.8  6.8  2.4  0.7 100.0 (1,475)

성별 0.929

  남자 31.0 35.5 23.3  7.2  2.4  0.6 100.0 (  823)

  여자 30.2 38.0 22.2  6.4  2.3  0.8 100.0 (  652)

연령 　 0.077*

  10대 54.5 27.3  9.1  9.1 100.0 (   11)

  20대 31.6 30.3 27.9  7.4  2.0  0.8 100.0 (  244)

  30대 28.6 37.1 24.3  7.4  2.4  0.3 100.0 (  707)

  40대 30.8 41.6 19.4  5.3  2.1  0.8 100.0 (  377)

  50대 이상 37.5 32.4 16.9  7.4  3.7  2.2 100.0 (  136)

최종학력 　 0.077*

  초등학교이하 44.4 22.2 11.1 22.2 100.0 (    9)

  중학교 47.6 23.8 23.8  4.8 100.0 (   21)

  고등학교 37.1 33.1 19.1  7.2  2.5  1.1 100.0 (  278)

  대학교 28.6 38.2 24.0  6.3  2.6  0.5 100.0 (1,085)

  대학원이상 30.5 32.9 22.0 12.2  2.4 100.0 (   82)

직업 　 0.089*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29.4 37.0 22.1  7.8  3.2  0.5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30.8 36.1 25.1  6.6  1.3 100.0 (  227)

  생산 관련직 35.4 34.3 23.2  4.0  2.0  1.0 100.0 (   99)

  학생 34.7 28.0 25.3 10.7  1.3  100.0 (   75)

  주부 32.6 38.3 19.2  5.2  2.6  2.1 100.0 (  193)

  농수축산 61.5 23.1 15.4 100.0 (   13)

  교사 및 교수 28.1 53.1 15.6  3.1 100.0 (   32)

  연구원 41.7 16.7 33.3  8.3 100.0 (   12)

  무직 28.8 39.4 22.7  7.6  1.5 100.0 (   66)

  기타 36.7 40.8 20.4  2.0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6.1 38.7 33.9  6.5  4.8 100.0 (   62)

  연구자 14.3 42.9 35.7  7.1 100.0 (   14)

  학생 44.4 22.2 22.2 11.1 100.0 (    9)

  기타 25.0 12.5 37.5 12.5 12.5 100.0 (    8)

스마트폰사용 　 0.000***

  사용 32.4 37.3 22.1  5.2  2.3  0.6 100.0 (1,107)

  사용하지 않음 25.3 34.5 25.0 11.7  2.7  0.8 100.0 (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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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8.2 37.2 30.1 11.1  2.8 0.6 100.0 (1,475) 0.059*

성별

  남자 19.6 34.8 30.4 10.9  3.8 0.6 100.0 (  823)

  여자 16.4 40.3 29.8 11.2  1.7 0.6 100.0 (  652)

연령 　 0.754*

  10대 36.4 36.4 18.2  9.1 100.0 (   11)

  20대 16.8 38.9 29.1 10.2  4.1 0.8 100.0 (  244)

  30대 17.3 35.2 32.1 12.4  2.5 0.4 100.0 (  707)

  40대 18.3 40.8 28.1  9.5  2.4 0.8 100.0 (  377)

  50대 이상 23.5 34.6 27.9  9.6  3.7 0.7 100.0 (  136)

최종학력 　 0.100

  초등학교이하 22.2 33.3 33.3 11.1 100.0 (    9)

  중학교 38.1 28.6 28.6  4.8 100.0 (   21)

  고등학교 24.1 35.3 26.3 11.2  2.2 1.1 100.0 (  278)

  대학교 16.2 38.4 31.2 10.7  3.0 0.4 100.0 (1,085)

  대학원이상 18.3 30.5 28.0 17.1  3.7 2.4 100.0 (   82)

직업 　 0.919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7.9 37.3 32.5  9.1  2.9 0.3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8.5 37.0 29.5 11.0  3.1 0.9 100.0 (  227)

  생산 관련직 23.2 36.4 24.2 12.1  3.0 1.0 100.0 (   99)

  학생 13.3 36.0 29.3 18.7  2.7 100.0 (   75)

  주부 19.2 38.9 26.9 11.9  1.6 1.6 100.0 (  193)

  농수축산 38.5 30.8 23.1  7.7 100.0 (   13)

  교사 및 교수 18.8 37.5 31.3  9.4  3.1 100.0 (   32)

  연구원 16.7 33.3 25.0 16.7  8.3 100.0 (   12)

  무직 12.1 36.4 39.4  9.1  3.0 100.0 (   66)

  기타 26.5 42.9 20.4  8.2  2.0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9.7 32.3 33.9 19.4  3.2 1.6 100.0 (   62)

  연구자 14.3 50.0 14.3 14.3  7.1 100.0 (   14)

  학생 33.3 33.3 22.2 11.1 100.0 (    9)

  기타 12.5 25.0 25.0 25.0 12.5 100.0 (    8)

스마트폰사용 　 0.011**

  사용 19.3 38.8 27.8 10.6  2.9 0.6 100.0 (1,107)

  사용하지 않음 14.7 32.6 37.0 12.5  2.7 0.5 100.0 (  368)

〈표 6-27〉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시의성
(단위: %, 명)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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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게시 여부

건강정보 이용에 한 주의사항 게시여부는 ‘건강정보 장에서 정보 

이용에 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한 것으로 체 

응답자의 37.5%가 ‘ 체로 동의함’, 30.8%가 ‘약간 동의함’, 17.2%가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하 다. 건강정보내용의 주의사항 게시여부에 

있어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8 참조).

  7) 건강정보 이용의 편리성

건강정보 이용 편리성은 ‘건강정보 장은 이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질

문에 한 것으로 체 응답자의 38.3%가 ‘ 체로 동의함’, 26.9%가 

‘약간 동의함’, 20.5%가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하 다. 건강정보 이

용의 편리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9 참조).

  8)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건강정보의 서비스 만족도는 ‘건강정보 장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한 것으로 체 응답자의 39.5%가 ‘ 체로 동의함’, 25.1%가 

‘약간 동의함’, 22.0%가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는 연령, 최종학력.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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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주의사항 게시여부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7.2 37.5 30.8 11.5  2.4 0.5 100.0 (1,475)

성별 0.039**

  남자 16.4 37.9 30.5 12.6  1.9 0.6 100.0 (  823)

  여자 18.3 37.0 31.1 10.1  3.1 0.5 100.0 (  652)

연령 　 0.039**

  10대 27.3 45.5 9.1 18.2 100.0 (   11)

  20대 15.6 38.1 32.8  8.6  3.7 1.2 100.0 (  244)

  30대 16.7 36.2 31.8 13.2  1.8 0.3 100.0 (  707)

  40대 15.1 41.9 29.4 10.6  2.1 0.8 100.0 (  377)

  50대 이상 27.9 30.1 27.2 10.3  4.4 100.0 (  136)

최종학력 　 0.001**

  초등학교이하 11.1 55.6 22.2 11.1 100.0 (    9)

  중학교 52.4 14.3 23.8  9.5 100.0 (   21)

  고등학교 21.9 34.5 28.1  9.7  4.0 1.8 100.0 (  278)

  대학교 15.4 39.1 31.5 11.8  2.0 0.2 100.0 (1,085)

  대학원이상 17.1 30.5 32.9 14.6  3.7 1.2 100.0 (   82)

직업 　 0.030**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5.6 39.3 32.1 10.7  1.9 0.3 100.0(  616)

  서비스판매직 18.5 36.1 27.3 15.4  2.2 0.4 100.0(  227)

  생산 관련직 19.2 43.4 25.3  8.1  3.0 1.0 100.0 (   99)

  학생 10.7 37.3 30.7 14.7  4.0 2.7 100.0 (   75)

  주부 21.8 38.3 28.5  7.3  3.1 1.0 100.0 (  193)

  농수축산 46.2 23.1 23.1  7.7 100.0 (   13)

  교사 및 교수 18.8 34.4 37.5  6.3  3.1 100.0 (   32)

  연구원 8.3 50.0 25.0 16.7 100.0 (   12)

  무직 16.7 30.3 34.8 18.2 100.0 (   66)

  기타 16.3 46.9 28.6  8.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2.9 17.7 46.8 16.1  6.5 100.0(   62)

  연구자 21.4 35.7 21.4 21.4 100.0(   14)

  학생 33.3 22.2 33.3 11.1 100.0(    9)

  기타 12.5 37.5 12.5 12.5 25.0 100.0(    8)

스마트폰사용 　 0.025**

  사용 17.4 38.9 30.9 10.3  2.0 0.5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6.6 33.2 30.4 15.2  3.8 0.8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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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내용의 편리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20.5 38.3 26.9 10.0  3.7 0.6 100.0 (1,475)

성별 0.147

  남자 19.7 38.6 26.7  9.4  4.9 0.7 100.0 (  823)

  여자 21.5 37.9 27.1 10.7  2.3 0.5 100.0 (  652)

연령 　 0.179

  10대 36.4 54.5  9.1 100.0 (   11)

  20대 21.7 36.1 27.0 10.7  3.7 0.8 100.0 (  244)

  30대 18.7 38.2 27.7 11.5  3.5 0.4 100.0 (  707)

  40대 19.6 41.9 27.1  7.2  3.2 1.1 100.0 (  377)

  50대 이상 28.7 31.6 23.5  9.6  6.6 100.0 (  136)

최종학력 　 0.303

  초등학교이하 11.1 66.7 11.1 11.1 100.0 (    9)

  중학교 47.6 28.6 23.8 100.0 (   21)

  고등학교 23.4 39.2 24.1  9.4  2.9 1.1 100.0 (  278)

  대학교 19.3 38.4 27.8 10.1  3.9 0.5 100.0 (1,085)

  대학원이상 20.7 32.9 26.8 12.2  6.1 1.2 100.0 (   82)

직업 　 0.883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9.2 41.1 25.5  9.6  4.2 0.5 100.0(  616)

  서비스판매직 16.7 38.8 26.4 11.9  5.3 0.9 100.0(  227)

  생산 관련직 26.3 38.4 22.2  8.1  3.0 2.0 100.0 (   99)

  학생 18.7 41.3 29.3  8.0  2.7 100.0 (   75)

  주부 24.9 34.2 28.0  8.8  3.1 1.0 100.0 (  193)

  농수축산 38.5 46.2 15.4 100.0 (   13)

  교사 및 교수 28.1 37.5 25.0  9.4 100.0 (   32)

  연구원 25.0  8.3 50.0 16.7 100.0 (   12)

  무직 16.7 34.8 36.4  9.1  3.0 100.0 (   66)

  기타 26.5 40.8 22.4 10.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4.5 29.0 37.1 14.5  4.8 100.0(   62)

  연구자 21.4 28.6 28.6 21.4 100.0(   14)

  학생 33.3 33.3 22.2 11.1 100.0(    9)

  기타 25.0 25.0 25.0 12.5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264

  사용 21.3 39.3 25.7  9.6  3.5 0.5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7.9 35.3 30.4 11.1  4.3 0.8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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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0〉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22.0 39.5 25.1  9.9  2.5 0.9 100.0 (1,475)

성별 0.676

  남자 22.7 40.1 23.5 10.0  2.7 1.1 100.0 (  823)

  여자 21.2 38.8 27.1  9.8  2.3 0.8 100.0 (  652)

연령 　 0.000***

  10대 54.5 18.2  9.1 18.2 100.0 (   11)

  20대 20.9 36.9 29.1 10.7  2.0 0.4 100.0 (  244)

  30대 20.2 38.9 26.9 11.3  1.7 1.0 100.0 (  707)

  40대 21.5 46.2 21.2  6.9  2.9 1.3 100.0 (  377)

  50대 이상 32.4 30.9 20.6  8.8  6.6 0.7 100.0 (  136)

최종학력 　 0.007**

  초등학교이하 22.2 33.3 22.2 11.1 11.1 100.0 (    9)

  중학교 52.4 19.0 19.0  9.5 100.0 (   21)

  고등학교 30.6 39.2 19.1  7.2  3.2 0.7 100.0 (  278)

  대학교 19.6 39.8 26.8 10.5  2.3 0.9 100.0 (1,085)

  대학원이상 17.1 42.7 24.4 11.0  2.4 2.4 100.0 (   82)

직업 　 0.365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20.8 40.7 25.0  9.4  3.2 0.8 100.0(  616)

  서비스판매직 20.7 42.3 25.1  8.4  2.6 0.9 100.0(  227)

  생산 관련직 34.3 32.3 20.2  9.1  1.0 3.0 100.0 (   99)

  학생 20.0 44.0 16.0 18.7  1.3 100.0 (   75)

  주부 25.4 34.2 28.5  8.3  2.1 1.6 100.0 (  193)

  농수축산 46.2 23.1 15.4 15.4 100.0 (   13)

  교사 및 교수 15.6 46.9 28.1  6.3  3.1 100.0 (   32)

  연구원 25.0 33.3 33.3  8.3 100.0 (   12)

  무직 22.7 27.3 34.8 10.6  4.5 100.0 (   66)

  기타 24.5 38.8 24.5 12.2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1.3 48.4 29.0  9.7 1.6 100.0(   62)

  연구자 14.3 50.0 14.3 21.4 100.0(   14)

  학생 11.1 55.6 11.1 22.2 100.0(    9)

  기타 12.5 50.0 12.5 12.5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024**

  사용 23.6 38.9 25.5  8.9  2.1 1.0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7.4 41.3 23.9 12.8  3.8 0.8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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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강정보의 접근성

건강정보의 근성은 「건강정보 장」에 속하기 쉬운 정도를 알아 

보는 것으로 ‘낮은 수 의 근 환경에 있는 이용자들도 속 할 수 있

다’라는 질문에 하여 체 응답자의 32.6%가 ‘ 체로 동의함’, 32.1%

가 ‘약간 동의함’, 16.3%가 ‘매우 동의함;’ 순으로 응답하 다.

건강정보의 근성은 모든 계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6-31 참조).

  10) 건강정보의 항해 용이성

건강정보의 항해용이성은 ‘건강정보 장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라는 질문으로 유도하 으며 체 응답자  

35.6%가 ‘ 체로 동의함’, 30.4%가 ‘약간 동의함’, 17.2%가 ‘매우 동

의함’ 순으로 응답하 다. 이는 연령, 최종학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직업,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2 참조)

앞에서 조사한 항목들을 기술통계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각 문항에 

한 응답 평균에서 정보의 유용성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

성 4.84, 충분성 4.81, 만족도 4.66, 이해용이성 4.66, 편리성 4.6, 시의

성 4.55, 주의사항 게시정도 4.54, 항해용이성 4.49, 근성 4.4순으로 

나타났다(표 6-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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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의 접근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6.3 32.6 32.1 13.8  4.4 0.7 100.0 (1,475)

성별 0.227

  남자 16.9 32.6 30.0 14.5  5.1 1.0 100.0 (  823)

  여자 15.5 32.7 34.8 13.0  3.5 0.5 100.0 (  652)

연령 　 0.603

  10대 27.3 45.5 18.2  9.1 100.0 (   11)

  20대 13.9 33.6 29.9 16.8  4.5 1.2 100.0 (  244)

  30대 16.0 30.3 34.8 13.7  4.8 0.4 100.0 (  707)

  40대 15.9 35.8 31.0 12.5  4.0 0.8 100.0 (  377)

  50대 이상 22.1 33.1 26.5 13.2  3.7 1.5 100.0 (  136)

최종학력 　 0.143

  초등학교이하 11.1 55.6 22.2 11.1 100.0 (    9)

  중학교 33.3 33.3 14.3 19.0 100.0 (   21)

  고등학교 21.2 30.6 31.7 11.5  4.0 1.1 100.0 (  278)

  대학교 15.1 33.2 31.9 14.5  4.8 0.6 100.0 (1,085)

  대학원이상 11.0 29.3 42.7 12.2  2.4 2.4 100.0 (   82)

직업 　 0.944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6.9 32.5 31.0 14.3  4.5 0.8 100.0(  616)

  서비스판매직 17.2 32.2 33.9 12.3  4.4 100.0(  227)

  생산 관련직 25.3 30.3 27.3 10.1  5.1 2.0 100.0 (   99)

  학생 12.0 26.7 33.3 21.3  5.3 1.3 100.0 (   75)

  주부 13.5 36.8 30.6 14.0  3.6 1.6 100.0 (  193)

  농수축산 38.5 30.8 30.8 100.0 (   13)

  교사 및 교수 12.5 40.6 28.1 15.6  3.1 100.0 (   32)

  연구원 33.3 50.0 16.7 100.0 (   12)

  무직 12.1 36.4 33.3 13.6  4.5 100.0 (   66)

  기타 16.3 28.6 38.8 12.2  4.1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9.7 29.0 43.5 12.9  4.8 100.0(   62)

  연구자 14.3 35.7 35.7 14.3 100.0(   14)

  학생 33.3 33.3 11.1 11.1 11.1 100.0(    9)

  기타 12.5 25.0 25.0 25.0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136

  사용 16.4 34.3 30.8 13.3  4.5 0.6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5.8 27.4 36.1 15.5  4.1 1.1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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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 항해용이성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7.2 35.6 30.4 12.9  3.0 0.8 100.0 (1,475) 0.287

성별

  남자 16.4 35.7 29.3 14.1  3.6 0.9 100.0 (  823)

  여자 18.3 35.4 31.9 11.5  2.1 0.8 100.0 (  652)

연령 　 0.008**

  10대 54.5  9.1 36.4 100.0 (   11)

  20대 18.0 32.8 29.9 13.9  3.3 2.0 100.0 (  244)

  30대 14.9 36.9 30.7 13.6  3.7 0.3 100.0 (  707)

  40대 16.4 37.4 31.3 11.4  2.4 1.1 100.0 (  377)

  50대 이상 27.2 30.9 27.2 13.2  0.7 0.7 100.0 (  136)

최종학력 　 0.013**

  초등학교이하 22.2 44.4 22.2 11.1 100.0 (    9)

  중학교 47.6 14.3 33.3  4.8 100.0 (   21)

  고등학교 24.1 32.7 31.3  8.6  2.2 1.1 100.0 (  278)

  대학교 15.2 36.5 30.3 13.9  3.3 0.7 100.0 (1,085)

  대학원이상 12.2 37.8 29.3 17.1  2.4 1.2 100.0 (   82)

직업 　 0.386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4.8 38.0 29.4 13.6  3.4 0.8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9.4 28.6 37.0 11.9  3.1 100.0 　(  227)

  생산 관련직 22.2 40.4 22.2 12.1  1.0 2.0 100.0 (   99)

  학생 17.3 25.3 33.3 16.0  5.3 2.7 100.0 (   75)

  주부 20.7 38.9 25.4 10.9  2.6 1.6 100.0 (  193)

  농수축산 23.1 38.5 15.4 23.1 100.0 (   13)

  교사 및 교수 18.8 37.5 37.5  6.3 100.0 (   32)

  연구원  8.3 41.7 25.0 25.0 100.0 (   12)

  무직 13.6 37.9 34.8 10.6  3.0 100.0 (   66)

  기타 22.4 22.4 42.9 10.2  2.0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2.9 37.1 37.1 11.3  1.6 100.0(   62)

  연구자 21.4 35.7 21.4 21.4 100.0(   14)

  학생 22.2 44.4 22.2 11.1 100.0(    9)

  기타 12.5 25.0 12.5 37.5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627

  사용 17.4 36.0 30.7 12.0  3.0 0.8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6.6 34.2 29.6 15.8  3.0 0.8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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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 2012년 ｢건강정보광장｣ 조사결과 건강정보 품질, 만족도 및 이용수준

항목 내용 Mean±SD

충분성
건강정보광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

하고 있다
4.81±0.919

유용성 건강정보광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유용하다 4.85±0.974

이해용이성 건강정보광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이해하기가 쉽다 4.66±0.987

신뢰성 건강정보광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믿을만 하다 4.84±1.052

시의성 건강정보광장의 건강정보는 시기적절하다 4.55±1.038

주의사항

게시정도

건강정보광장은 정보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4.54±1.018

편리성 건강정보광장은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4.6±1.071

만족도 건강정보광장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4.66±1.062

접근성 낮은 수준의 접근환경에 있는 이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다. 4.4±1.094

항해용이성
건강정보광장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

에 찾을 수 있다.
4.49±1.063

  11)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는 「건강정보 장」에서 얻은 건강정보가 

자신의 건강행동에 향을 주었는지,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한 항목으로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과 련된 행

동에 향을 받은 이 있다라’는 질문으로 유도하 으며, 체 응답자

의 36.0%가 ‘ 체로 동의함’, 29.6%가 ‘약간 동의함’, 20.7%가 ‘매우 

동의함’ 순으로 응답하 다(표 6-34 참조). 한 이로 인한 병원 방문에 

한 향에 한 항목으로 ‘건강정보 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

사나 병원을 찾은 이 있다’라는 질문으로 유도하 으며 체 응답자의 

30.8%가 ‘약간 동의함’. 29.7%가 ‘ 체로 동의함’, 17.2%가 ‘매우 동

의함’ 순으로 응답하 다. 이 문항에서는 연령, 최종학력,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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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4〉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에 의한 행동변화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20.7 36.0 29.6 10.0  3.1 0.7 100.0 (1,475)

성별 0.889

  남자 21.1 35.2 29.2 10.3  3.4 0.7 100.0 (  823)

  여자 20.1 37.0 30.2  9.5  2.6 0.6 100.0 (  652)

연령 　 0.193

  10대 36.4 27.3 27.3  9.1 100.0 (   11)

  20대 22.1 27.9 37.3  8.6  4.1 100.0 (  244)

  30대 19.1 38.0 28.7 11.2  2.4 0.6 100.0 (  707)

  40대 20.7 37.9 28.1  8.8  3.2 1.3 100.0 (  377)

  50대 이상 25.0 35.3 25.0  9.6  4.4 0.7 100.0 (  136)

최종학력 　 0.400

  초등학교이하 55.6 33.3 11.1 100.0 (    9)

  중학교 33.3 33.3 23.8  9.5 100.0 (   21)

  고등학교 27.0 30.6 29.1  9.0  3.2 1.1 100.0 (  278)

  대학교 19.2 37.6 29.5 10.2  2.9 0.6 100.0 (1,085)

  대학원이상 18.3 31.7 34.1  9.8  6.1 100.0 (   82)

직업 　 0.551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9.6 38.0 27.9 10.9  3.1 0.5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5.9 41.4 26.9 11.5  3.5 0.9 100.0 (  227)

  생산 관련직 27.3 30.3 32.3  6.1  3.0 1.0 100.0 (   99)

  학생 20.0 22.7 41.3 10.7  5.3 100.0 (   75)

  주부 24.4 35.2 30.6  7.3  1.0 1.6 100.0 (  193)

  농수축산 46.2 23.1 23.1  7.7 100.0 (   13)

  교사 및 교수 28.1 40.6 18.8  6.3  6.3 100.0 (   32)

  연구원 16.7 50.0 33.3 100.0 (   12)

  무직 21.2 25.8 34.8 13.6  3.0 1.5 100.0 (   66)

  기타 22.4 32.7 28.6 14.3  2.0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4.5 40.3 37.1  4.8  3.2 100.0(   62)

  연구자 28.6 21.4 28.6 14.3  7.1 100.0(   14)

  학생 11.1 55.6 22.2 11.1 100.0(    9)

  기타 37.5 37.5 12.5 12.5 100.0(    8)

스마트폰사용 　 0.017**

  사용 21.3 37.9 28.5  8.8  2.9 0.6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8.8 30.4 32.9 13.6  3.5 0.8 100.0(  368)

* P<0.1, ** p<0.005, *** p<0.001



202∙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표 6-35〉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로 인한 병원방문 정도
(단위: %, 명)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대체로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합계

전체 17.2 29.7 30.8 15.2  5.7  1.5 100.0 (1,475)

성별 0.957

  남자 17.1 30.5 30.0 14.9  6.0  1.5 100.0 (  823)

  여자 17.2 28.7 31.7 15.5  5.4  1.5 100.0 (  652)

연령 　 0.050**

  10대 27.3 63.6  9.1 100.0 (   11)

  20대 17.2 25.8 32.4 14.8  7.8  2.0 100.0 (  244)

  30대 17.0 30.4 30.7 16.4  4.7  0.8 100.0 (  707)

  40대 16.2 31.0 29.4 14.3  6.4  2.7 100.0 (  377)

  50대 이상 19.9 26.5 34.6 13.2  5.9 100.0 (  136)

최종학력 　 0.071*

  초등학교이하 33.3 44.4 11.1 11.1 100.0 (    9)

  중학교 42.9 23.8 19.0 14.3 100.0 (   21)

  고등학교 21.6 28.4 25.9 15.1  7.2  1.8 100.0 (  278)

  대학교 16.0 30.2 32.0 15.0  5.3  1.4 100.0 (1,085)

  대학원이상 12.2 28.0 32.9 18.3  7.3  1.2 100.0 (   82)

직업 　 0.333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5.6 31.8 31.5 14.6  5.4  1.1 100.0 (  616)

  서비스판매직 15.0 31.3 28.6 15.0  8.8  1.3 100.0 　(  227)

  생산 관련직 22.2 26.3 32.3 11.1  5.1  3.0 100.0 (   99)

  학생 12.0 29.3 29.3 22.7  5.3  1.3 100.0 (   75)

  주부 18.1 26.4 34.7 13.5  5.2  2.1 100.0 (  193)

  농수축산 38.5 15.4 15.4 23.1  7.7 100.0 (   13)

  교사 및 교수 34.4 37.5 21.9  6.3 100.0 (   32)

  연구원 25.0 25.0 41.7  8.3 100.0 (   12)

  무직 13.6 21.2 33.3 25.8  3.0  3.0 100.0 (   66)

  기타 22.4 30.6 18.4 24.5  2.0  2.0 100.0 (   49)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16.1 25.8 35.5 14.5  6.5  1.6 100.0(   62)

  연구자 35.7 21.4 21.4 14.3  7.1 100.0(   14)

  학생 22.2 44.4 22.2 11.1 100.0(    9)

  기타 12.5 37.5 25.0 25.0 100.0(    8)

스마트폰사용 　 0.002***

  사용 18.7 31.0 29.8 13.5  5.6  1.4 100.0(1,107)

  사용하지 않음 12.5 25.8 33.7 20.4  6.0  1.6 100.0(  368)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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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ean±SD

행동변화영향
건강정보광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행동에 영향

을 받은 적이 있다.
4.59±1.058

병원방문경험
건강정보광장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

을 찾은 적이 있다.
4.33±1.179

조사결과 「건강정보 장」에서 획득한 건강정보로 인해 행동에 변화

가 있었는지에 해서는 응답평균 4.59 이었고, 의료기  방문여부에 

해서는 응답평균 4.33 이 나타났다(표 6-36 참조)

〈표 6-36〉 2012년 ｢건강정보광장｣ 조사결과 획득한 건강정보 이용현황

라. 건강정보 수요

「건강정보 장」에서 이용자들의 건강정보 수요조사를 통하여 향후 

서비스개선과 운 에 극 반 하기 하여 건강정보 제공주체, 평균

으로 속하는 건강 련 속 사아트 수, 지난 1년간 이용한 건강정보 

등을 묻는 문항으로 체 응답자 2,283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1) 건강정보제공 주체

건강정보 제공주체는 응답자가 건강정보를 얻기 하여 주로 이용하

는 건강정보 제공주체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체 

응답자의 47.2%가 ‘의료기 ’, 30.9%가 ‘공공기   회’, 11.9%가 

‘환자 커뮤니티’, 2.0%가 ‘제약회사’ 순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 특성별

로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47.5%, 46.8%가 ‘의료기 ’을 통해 건

강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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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의료기   회’를 통한 정보 획득이 과반수 이상이(10  

57.7%, 50  50.3%) 응답하 다. 직업별로는 모든 직군에서 ‘의료기  

 회’를 통한 방문이 체로 높은 응답율을 보 다. 이 항목에서는 

연령, 직업계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7 참조)

한, 건강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평균 으로 속하는 사이트 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9.4%가 평균 2~3개 사이트를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21.6%가 평균 1개, 6.0%가 평균 4개, 2.9%가 평균 5

개 이상의 건강정보 련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군별,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서 과반

수가 평균 2~3개 사이트를 속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연령, 최종학력, 직업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8 참조). 

그리고,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건강정보에 

해서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23,3%가 ‘운동  체력’, 13.0%가 ‘식

이  양’, 11.7%가 ‘질병  질환’, 11.1%가 ‘스트 스  우울’, 

10.1%가 ‘자가진단 체크’를, 7.2%가 ‘의료기   보건소 정보’, 4.2%

가 ‘ 방 종 정보’, 4.1%가 ‘건강강좌’, 3.8%가 ‘임신, 성  생식보

건’, ‘ 연’, 3.2%가 ‘ 주  음주’ 순으로 응답하 다(표 6-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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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7〉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제공 주체
(단위: %, 명)

공공

기관

의료

기관

제약

회사
학회 기업체

환자

커뮤니티
기타 합계 P

전체 30.9 47.2 2.0 0.6 0.7 11.9  6.8 100.0(2,283)

성별 0.127

  남자 31.1 47.5 2.2 0.7 0.9 12.1  5.5 100.0 (1,227)

  여자 30.7 46.8 1.7 0.4 0.6 11.6  8.3 100.0 (1,056)

연령 　　 0.007**

  10대 23.1 57.7 3.8 3.8  7.7  3.8 100.0 (   26)

  20대 26.4 48.4 3.6 0.6 0.4 10.8  9.8 100.0 (  500)

  30대 32.2 46.4 1.7 0.6 0.7 12.2  6.2 100.0 (1,075)

  40대 32.9 45.8 0.6 0.6 1.2 12.9  5.9 100.0 (  489)

  50대 이상 31.1 50.3 3.1 10.9  4.7 100.0 (  193)

최종학력 　　 0.225

  초등학교이하 13.3 53.3 26.7  6.7 100.0 (   15)

  중학교 25.0 53.1 3.1 3.1 12.5  3.1 100.0 (   32)

  고등학교 30.1 44.9 1.6 0.6 1.0 12.0  9.8 100.0 (  492)

  대학교 31.7 47.4 2.1 0.5 0.6 11.9  5.7 100.0 (1,624)  

  대학원이상 26.7 50.8 2.5 0.8 0.8  8.3 10.0 100.0 (  120) 

직업 　　 0.071*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1.8 47.5 1.4 0.3 0.5 11.9  6.6 100.0 (  916)

  서비스판매직 32.5 44.0 2.0 0.3 1.3 14.6  5.3 100.0 (  302)

  생산 관련직 36.0 41.9 4.4 1.5 1.5 11.0  3.7 100.0 (  136)

  학생 26.9 47.8 3.8 2.2 1.1  9.9  8.2 100.0 (  182)

  주부 31.1 47.3 1.4 0.3 0.3 13.5  6.1 100.0 (  296)

  농수축산 26.3 52.6 5.3  5.3 10.5 100.0 (   19)

  교사 및 교수 25.0 53.6 3.6 12.5  5.4 100.0 (   56)

  연구원 31.8 45.5 18.2  4.5 100.0 (   22)

  무직 30.8 44.5 0.7 0.7 13.7  9.6 100.0 (  146)

  기타 26.7 46.7 1.3  9.3 16.0 100.0 (   7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31.3 52.5 2.5 2.5  7.5  3.8 100.0(   80)

  연구자 23.8 47.6 9.5 4.8 14.3 100.0(   21)

  학생 10.5 73.7 5.3 10.5 100.0(   19)

  기타 23.1 69.2  7.7 100.0(   13)

스마트폰사용 　　 0.995

  사용 30.6 47.2 1.9 0.6 0.7 12.1  6.8 100.0(1,681)

  사용하지 않음 31.6 47.0 2.2 0.5 0.8 11.3  6.6 100.0(  602)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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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8〉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평균 사이트 수
(단위: %, 명)

1개 2~3개 4개 5개 이상 합계 P

전체 21.6 69.4  6.0  2.9 100.0(2,283)

성별 0.523

  남자 20.9 70.7  5.5  2.9 100.0 (1,227)

  여자 22.5 68.0  6.5  2.9 100.0 (1,056)

연령 　　 0.000***

  10대 34.6 53.8  3.8  7.7 100.0 (   26)

  20대 30.0 63.0  5.4  1.6 100.0 (  500)

  30대 19.5 70.9  6.8  2.8 100.0 (1,075)

  40대 17.6 73.8  5.1  3.5 100.0 (  489)

  50대 이상 20.2 68.9  5.7  5.2 100.0 (  193)

최종학력 　　 0.000***

  초등학교이하 46.7 46.7  6.7 100.0 (   15)

  중학교 43.8 50.0  3.1  3.1 100.0 (   32)

  고등학교 28.5 65.2  4.7  1.6 100.0 (  492)

  대학교 18.9 72.0  6.1  3.0 100.0 (1,624)  

  대학원이상 21.7 60.0 11.7  6.7 100.0 (  120) 

직업 　　 0.000***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7.7 74.9  5.1  2.3 100.0 (  916)

  서비스판매직 17.5 74.2  7.0  1.3 100.0 (  302)

  생산 관련직 23.5 72.8  2.9  0.7 100.0 (  136)

  학생 37.4 56.6  3.3  2.7 100.0 (  182)

  주부 21.6 67.6  7.8  3.0 100.0 (  296)

  농수축산 21.1 63.2 10.5  5.3 100.0 (   19)

  교사 및 교수 25.0 64.3  7.1  3.6 100.0 (   56)

  연구원 22.7 68.2  9.1 100.0 (   22)

  무직 34.9 58.2  4.1  2.7 100.0 (  146)

  기타 21.3 60.0  6.7 12.0 100.0 (   7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20.0 61.3 13.8  5.0 100.0(   80)

  연구자 19.0 47.6 19.0 14.3 100.0(   21)

  학생 21.1 52.6 21.1  5.3 100.0(   19)

  기타  7.7 84.6  7.7 100.0(   13)

스마트폰사용 　　 0.888

  사용 21.3 69.8  6.0  2.9 100.0(1,681)

  사용하지 않음 22.6 68.3  6.0  3.2 100.0(  602)

* P<0.1, ** p<0.005, *** p<0.001



제6장「건강정보광장」평가∙207

〈표 6-39〉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강정보(복수응답)
(단위: 명, %)

건강정보 응답자 수

운동체력 1,486 23.3

식이 및 영양 831 13.0

질병 및 질환 743 11.7

스트레스 및 우울 707 11.1

자가진단체크 645 10.1

의료기관 및 보건소 정보 461 7.2

예방접종 270 4.2

건강강좌 262 4.1

임신, 성 및 생식보건 243 3.8

금연 241 3.8

절주 및 음주 201 3.2

없다 125 2.0

건강정책 116 1.8

마약 및 약물중독 30 0.5

기타 7 0.1

마. 인터넷 사용 

인테넛 사용에서는 일주일동안 인터넷 사용을 평균 몇시간 정도 이용

하는지에 하여 질문을 하 으며 체 응답자의 34.5%가 ‘1~5시간 미

만’, 22.1%가 ‘20시간 이상’, 19.6%가 ‘5~10시간 미만’ 순으로 인터넷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스마트

폰 사용 여부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표 6-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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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0〉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 시간
(단위: %, 명)

1H

미만

1∼5H

미만

5∼10H

미만

10~15H

미만

15~20H

미만

20H

이상
합계 P

전체  5.0 34.5 19.6  9.9  8.9 22.1 100.0(2,283)

성별 0.028**

  남자  5.5 33.4 17.8  9.9 10.2 23.1 100.0 (1,227)

  여자  4.5 35.7 21.7  9.8  7.5 20.9 100.0 (1,056)

연령 　　 0.000***

  10대  7.7 42.3 23.1 11.5  3.8 11.5 100.0 (   26)

  20대  3.4 38.2 23.0  7.6  9.6 18.2 100.0 (  500)

  30대  4.1 34.9 18.5 11.4  6.3 24.7 100.0 (1,075)

  40대  7.4 28.0 19.8  9.6 12.1 23.1 100.0 (  489)

  50대 이상  8.3 37.8 15.5  7.3 14.5 16.6 100.0 (  193)

최종학력 　　 0.007**

  초등학교이하 26.7 33.3  6.7 13.3 20.0 100.0 (   15)

  중학교 12.5 40.6 18.8  9.4  6.3 12.5 100.0 (   32)

  고등학교  5.7 38.0 20.5  9.3  8.3 18.1 100.0 (  492)

  대학교  4.5 33.4 19.6 10.2  8.8 23.4 100.0 (1,624)  

  대학원이상  5.0 32.5 16.7  6.7 15.0 24.2 100.0 (  120) 

직업 　　 0.000***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5 29.8 20.9 10.3  9.6 26.0 100.0 (  916)

  서비스판매직  6.0 33.4 20.5 10.6  9.6 19.9 100.0 (  302)

  생산 관련직  5.9 41.2 14.7  9.6  7.4 21.3 100.0 (  136)

  학생  4.9 43.4 26.4  6.0  8.2 11.0 100.0 (  182)

  주부  7.4 38.9 18.9 11.5  8.4 14.9 100.0 (  296)

  농수축산 10.5 26.3 10.5  5.3  5.3 42.1 100.0 (   19)

  교사 및 교수  7.1 32.1 16.1  5.4 10.7 28.6 100.0 (   56)

  연구원  4.5 40.9 13.6  4.5 18.2 18.2 100.0 (   22)

  무직  6.2 29.5 17.8  8.2  3.4 34.9 100.0 (  146)

  기타  4.0 26.7 14.7 14.7 14.7 25.3 100.0 (   7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5.0 58.8 10.0  8.8  3.8 13.8 100.0(   80)

  연구자  4.8 38.1 23.8  9.5  9.5 14.3 100.0(   21)

  학생  5.3 47.4 15.8 10.5 10.5 10.5 100.0(   19)

  기타  7.7 30.8 23.1 15.4 23.1 100.0(   13)

스마트폰사용 　　 0.035**

  사용  4.6 33.5 19.4 10.8  9.3 22.4 100.0(1,681)

  사용하지 않음  6.3 37.2 20.1  7.1  7.8 21.4 100.0(  602)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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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마트폰을 통한 건강정보 수요

「건강정보 장」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로 인하여 향후 이용자들에

게 효율 인 서비스를 하여 체 응답자  스마트폰(태 릿PC 포함)

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1,681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1)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일주일동안 인터넷 사용을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

하는지에 한 질문에 체 응답자의 47.8%가 ‘1~5시간’ 미만, 18.7%

가 ‘1시간 미만’, 16%가 ‘5~10시간 미만’ 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에서도 남녀 모두 ‘1~5시간 미

만’이 각각 47.6%, 48.0%로의 응답율을 보 다. 최종학력별에서는 

등학교이하, 학교 졸업군에서 과반수 이상이 ‘1~5시간 미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정보를 검색한 

이 있는 경우도 ‘1~5시간 미만’이 50.9%의 응답율을 보 다(표 6-41 

참조). 

  2) 건강/의학관련 어플리케이션 보유 현황

스마트폰(태 릿PC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에 ‘건강/의학’

련 어 리 이션을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는 체 

응답자의 54.5%가 ‘2~3개’정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5%가 ‘1개’, 4.3%가 ‘4개’, 2.8%가 ‘5개’정도의 어 리 이션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성별, 직업, 스마트폰을 통

한 건강정보 검색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6-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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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별 

인터넷 사용 시간
(단위: %, 명)

1H

미만

1∼5H

미만

5∼10H

미만

10~15H

미만

15~20H

미만

20H

이상
합계 P

전체 18.7 47.8 16.0  5.6  5.8  6.1 100.0(1,681)

성별 0.736

  남자 19.2 47.6 16.0  6.1  5.8  5.4 100.0(  921)

  여자 18.2 48.0 16.1  5.0  5.8  7.0 100.0(  760)

연령 0.000***

  10대 10.5 52.6 15.8 10.5 10.5 100.0(   19)

  20대 13.6 46.4 17.1  8.3  6.4  8.1 100.0(  420)

  30대 17.8 49.4 15.7  5.8  4.9  6.4 100.0(  820)

  40대 25.9 45.1 17.1  2.4  5.2  4.3 100.0(  328)

  50대 이상 26.0 48.1 10.6  1.9 10.6  2.9 100.0(  104)

최종학력 0.256

  초등학교이하 16.7 66.7 16.7 100.0(    6)

  중학교 15.8 52.6  5.3 10.5 10.5  5.3 100.0(   19)

  고등학교 20.4 49.7 17.0  4.9  4.6  3.4 100.0(  324)

  대학교 17.5 47.3 16.4  5.9  6.0  6.9 100.0(1,237)

  대학원이상 29.5 45.3 10.5  3.2  5.3  6.3 100.0(   95)

직업 0.412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17.4 48.8 14.4  5.5  6.9  7.0 100.0(  724)

  서비스판매직 20.9 47.4 16.1  5.2  5.7  4.7 100.0(  211)

  생산 관련직 21.3 49.4 19.1  3.4  2.2  4.5 100.0(   89)

  학생 13.8 46.2 18.6 12.4  4.1  4.8 100.0(  145)

  주부 22.5 47.0 18.0  2.5  5.5  4.5 100.0(  200)

  농수축산 20.0 30.0 20.0 10.0 20.0 100.0(   10)

  교사 및 교수  9.1 54.5 22.7  4.5  2.3  6.8 100.0(   44)

  연구원 36.8 36.8  5.3  5.3 15.8 100.0(   19)

  무직 24.7 36.5 21.2  3.5  4.7  9.4 100.0(   85)

  기타 100.0(   5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20.0 49.1 14.5  3.6  5.5  7.3 100.0(   63)

  연구자 17.5 54.0 11.1 11.1  3.2  3.2 100.0(   16)

  학생 18.8 50.0  6.3  6.3 18.8 100.0(   15)
  기타  6.7 53.3 26.7  6.7  6.7 100.0(    5)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정보 검색여부 0.000***
  있다 13.2 50.9 16.6  6.3  6.5  6.6 100.0(1,280)
  없다 36.4 37.9 14.0  3.5  3.5  4.7 100.0(  401)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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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2〉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별 

건강/의학관련 어플리케이션 보유개수 현황
(단위: %, 명)

1개 2∼3개 4개 5개 이상 합계 P

전체 38.5 54.5  4.3  2.8 100.0(1,681)

성별 0.027**

  남자 39.1 55.5  2.4  3.0 100.0(  921)

  여자 37.7 53.3  6.5  2.5 100.0(  760)

연령 0.888

  10대 27.3 72.7 100.0(   19)

  20대 38.1 53.8  5.7  2.4 100.0(  420)

  30대 38.4 55.1  3.8  2.6 100.0(  820)

  40대 39.5 53.3  3.0  4.2 100.0(  328)

  50대 이상 39.3 51.8  7.1  1.8 100.0(  104)

최종학력 0.966

  초등학교이하 60.0 40.0 100.0(    6)

  중학교 22.2 66.7 11.1 100.0(   19)

  고등학교 40.8 52.6  3.3  3.3 100.0(  324)

  대학교 38.1 54.6  4.6  2.8 100.0(1,237)

  대학원이상 37.2 58.1  2.3  2.3 100.0(   95)

직업 0.002**

 비보건의료계열

  전문사무직 35.1 57.4  4.7  2.8 100.0(  724)

  서비스판매직 37.6 59.6  2.8 100.0(  211)

  생산 관련직 51.9 40.4  7.7 100.0(   89)

  학생 34.9 60.3  1.6  3.2 100.0(  145)

  주부 41.2 53.6  5.2 100.0(  200)

  농수축산 20.0 60.0 20.0 100.0(   10)

  교사 및 교수 44.4 50.0  5.6 100.0(   44)

  연구원 50.0 41.7  8.3 100.0(   19)

  무직 56.7 33.3  3.3  6.7 100.0(   85)

  기타 44.4 48.1  3.7  3.7 100.0(   55)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인 39.1 50.0  4.3  6.5 100.0(   63)

  연구자 28.6 57.1 14.3 100.0(   16)

  학생 57.1 42.9 100.0(   15)
  기타 66.7 33.3 100.0(    5)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정보 검색여부 0.133
  있다 37.6 55.0  4.4  2.9 100.0(1,280)
  없다 53.2 44.7  2.1 100.0(  401)

* P<0.1, ** p<0.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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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 릿PC 포함)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의학 련 어

리 이션은 체 응답자의 32.2%가 ‘운동  다이어트’, 19.3%가 

‘병원정보’, 13.6%가 ‘질병  질환’, 12.6%가 ‘식이  양’, 8.5%가 

‘자가진단’, 4.1%가 ‘임신, 성  생식보건’, 2.0%가 ‘구강정보’, 1.2%

가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표 6-43 참조).

〈표 6-43〉 2012년 ｢건강정보광장｣ 만족도 및 수요조사 스마트폰 이용자의 

건강/의학관련 어플리케이션 보유 분야(복수응답)
(단휘: 명, %)

보유 어플리케이션 분류 응답자 수(N=1,681)

운동 및 다이어트 592 32.2

병원정보 355 19.3

질병 및 질환 249 13.6

식이 및 영양 231 12.6

자가진단 156  8.5

육아정보 119  6.5

임신, 성 및 생식보건  76  4.1

구강정보  36  2.0

기타  22  1.2

바. 건강정보광장 이용자 수요

「건강정보 장」에서 향후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와 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에 한 질문으로 체 응답자 2,283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향후 「건강정보 장」에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23.2%가 

‘ 양  다이어트’정보로서 가장 높았으며, 18.2%가 ‘생애주기별 보건

교육 자료’, 16.2%가 ‘국내외 건강 웹 사이트 정보’ 제공, 13.8%가 ‘건

강  질병통계 정보’ 제공, 9.6%가 ‘건강정책  건강증진 동향’에 

한 정보 제공, 9.4%가 ‘건강  의학도서’에 한 정보 제공, 9.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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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비스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표 6-44 참조). 

〈표 6-44〉 2012년 ｢건강정보광장｣ 향후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

향후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응답자 수(N=4,271)

영양 및 다이어트 989 23.2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자료 779 18.2 

국내외 건강웹사이트 693 16.2 

건강 및 질병통계 정보 591 13.8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동향 410  9.6 

건강 및 의학도서 401  9.4 

온라인 커뮤니티 385  9.0 

기타  23  0.5 

한, 향후 추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응답자의 44.9%가 

‘주제/신체별 검색 기능 강화’를 요구하 으며, 31.5%가 ‘지역별 건강강

좌’를 지역별로 보기 쉽게 보완되기를 요구하 다. 12.0%는 건강뉴스에 

‘건강기사 댓  달기’기능을 추가하여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요구하 으며, 10.9%는 ‘멀티미디어 정보 강화’를 요구하 다(표 

6-45 참조).

〈표 6-45〉 2012년 ｢건강정보광장｣ 향후 추가 및 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

(단위: 명, %)

향후 추가‧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 응답자 수(N=2,283)

주제 신체별 검색기능강화 1,024.0 44.9 

지역별 건강강좌 한눈에 보기  720.0 31.5 

건강기사　댓글기능  274.0 12.0 

멀티미디어 정보강화  248.0 10.9 

기타   17.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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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결과는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

스에 해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요를 원하고 있

는지에 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로서 응답자는 총 2,283명(남자 1,227

명, 여자 1,056명)이었으며 연령 별로는 20 (500명, 21.9%), 30

(1,075명, 47.1%)로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별로는 학교 졸업(1,624명, 

71.7%), 고등학교졸업(492명, 21.6%), 학원 이상 졸업(120명, 5.3%)

순으로 응답하 다. 직업에서는 비보건의료계열이 2,150명으로 체 응

답자의 94.2%를 차지하 으며 보건의료계열은 133명으로 5.8%의 비율

을 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체 응답자의 1,681명. 

73.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건

강정보 장」을 알게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등

의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문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이벤트 고

(38.7%)’, ‘다른사이트(38.7%)’, ‘주변사람(4.2)’순으로 나타났다. 방문

빈도 에 한 질문에는 ‘처음방문(35.4%), ‘한달에 1번 이상(34.0%)’, 

‘일주일에 1번 이상(27.6%)’, ‘매일방문(3.0%)’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정보 장」에서 주요 이용정보와 가장 유익한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통

계분석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응답자  방문빈도에서 ‘처음방문’이라고 

응답한 808명을 제외한 1,475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주요 이용정보

(1순 ~3순 )는 1순 에서 ‘건강콘텐츠(30.6%)’, 2순 에서 ‘자가진단

(24.3%)’, 3순 에서 ‘의료서비스정보(18.4%)’의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주요 이용 정보에 한 응답으로 복응답

(Multiple response)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체 응답자의 34.2%가 ‘자

가진단’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라고 응답하 으며, ‘건강콘

텐츠(24.9%)’, ‘건강소식(16.9%)’, ‘건강지식검색(16.7%)’,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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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5.4%)’, ‘건강App(1.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조사결

과인 ‘건강콘텐츠(28.1%)’, ‘자가진단(26.1%)’, ‘건강소식(20.3%)’와 비

교시 ‘자가진단’비 이 다소 증가한 반면 일부 정보에 편 되었던 응답

이 다른 서비스로 골고루 분산됨으로써 사이트 반 으로 정보  서

비스에 한 유익성이 상승하 다고 볼 수 있다.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한 품질, 만족도, 건강정보 

이용수 과 획득한 건강정보의 이용 등에 한 질문은 6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통계분석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방문빈도에서 ‘처음방문’이

라고 응답한 808명을 제외하고 1,475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조사결

과 정보의 유용성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성 4.84 , 충분

성 4.81 , 만족도 4.66 , 이해용이성 4.66 , 편리성 4.6 , 시의성 

4.55 , 주의사항 게시정도, 4.54 , 항해용이성 4.49 , 근성 4.4  

순으로 나타나 10가지 항목 모두 평균 4.6  이상의 높은 평균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0개 문항에서 과

년도와 비슷한 평균 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 참조)

「건강정보 장」에서 획득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한 질문으로 자신

의 행동변화 여부에 해 4.59 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  방문여부는 

4.33 으로 나타났다. 이는 획득한 건강정보로 의사나 병원을 방문하여 

문 인 조언이나 리( 는 치료)를 받기보다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습 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기 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질 리에 한 요성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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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2011‧2012년 ｢건강정보광장｣ 제공정보 품질, 만족도 및 이용수준비교

「건강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의 주체와 평균 속하는 사이트 수를 묻는 질

문에는 ‘의료기 (47.2%)’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

(30.9%)’, ‘환자커뮤니티(11.9%)’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평균 건강정보

를 획득하기 해서 속하는 사이트 수는 ‘2~3개(69.4%)’, ‘1개

(21.6%)’순이었으며,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강정보는 ‘운동 

 체력(23.3%)’, ‘식이  양(13.0%)’, ‘질병  지환(11.7%)’ 순으

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  스마트폰(태 릿PC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

를 상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평균 시간, 어 리 이션 

보유 황과 건강  의학 련 어 리 이션 보유개수를 묻는 질문은 

통계분석 신뢰도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1,681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조사결과 ‘1~5시간 미만

(47.8%)’, ‘1시간 미만(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4.5%가 

건강  의학 련 어 리 이션을 ‘2~3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38.5%)’, ‘5개이상(2.8%)’순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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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련 어 리 이션 분야로는 ‘운동  다이어트’에 한 어 리 이

션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정보(19.3%)’, ‘질병  질환

(13.6%)’ 순이었다. 

사이트 반 으로 종합하여 평가하면 이용자 실태  수요조사 결과

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강정보 장」의 주요콘텐츠 이용이 건강지식검색

보다 일반 정보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용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건강지식검색에 해서는 이용자

들이 필요한 건강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를 개

선하여 건강정보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건강정보 장」의 처음 방문자가 체 응답자

의 35.4%로 근성 측면에서 홍보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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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존의 치료 주의 공 자 심 서비스에서 

방  건강 리 주의 소비자 심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보건의료 

기술과 ICT를 융합된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받게 되었다. 건강정보는 유무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생체단말기나 각

종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고,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

하여 빠르게 확산 시킬 수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

용은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한 인터넷과 SNS상에서 문가의 개입 없이 일반인들 

간의 건강정보의 유통은 개인에 따라서는 생명안 의 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한 노력을 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건강정보 장을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부터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와 련된 논의를 

시작하여 2002년부터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여 2004

년부터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한 국민 서비스를 실시하

다. 본 보고서에는 운  8년차인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게이트웨이 

시스템인 「건강정보 장」의 추가개발과 운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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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건강정보 장」의 바람직한 건강정보 서비스 구축방안에 한 

시사 을 도출하기 하여 국내외 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최신 인터

넷 건강정보콘텐츠  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외 인 변

화보다는 지속 인 업데이터와 리에 을 두고 있으며 RSS와 블로

그 등과 같은 웹 2.0과 모바일 웹 페이지를 개설하여 최신의 건강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요 외국의 건강사이트들

은 트 트나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 장」에는 SNS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정보 근 편의성과 확산을 한 SNS 기반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의 효율  평가를 하여 「건강정보 장」에서 

매년 사용해 온, 건강정보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에 한 평가지표를 교

차타당성을 통해 검증하 다. 인터넷 서비스 품질 평가의 구조모형의 다

집단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교차타당성이 검증되어 

매년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수용요인에 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 인 인터넷 평가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

하여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제작, 유통, 활용 등  과정에서 품질을 확

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활

용방안으로 노인건강 정보의 활용을 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결과 노인 

연령층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차 증가하면서 만성질환 리  건강증진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셋째, 「건강정보 장」고도화와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한 추가개발

을 실시하 다. 고도화는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RSS의 기능개선을 실시

하 고 개발언어는 기존 PHP에서 JSP/JAVA로 재개발 하 으며 개인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223

정보보호 강화를 해 정보보안에 취약한 MySQL을 Oracle DB로 

환하 다. 그동안 「건강정보 장」은 국가사이버안 센터로 부터 수차

례 불필요한 정보노출, 웹해킹, 비인가 근 등의 정보보안 이벤트 발생

으로 정보보안에 취약하다는 지 을 받아 왔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개

인건강정보호를 한 극 인 처를 요구하고 있는 시 에 정보보안을 

한 지속 인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건강정보 장」의 이용자의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정보

수요를 악하기 하여 정성 ·정량  평가를 실시하 다. 정량  평가 

결과 일일평균방문자 수가 2,488명으로 2011년 3,258명에 비해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건강정보 장」을 연동하여 서

비스하고 있는 연포털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건강정보 장」의 연계를 

단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력기  사이트의 연

계를 한 메타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력기  사이트에 「건강정보

장」콘텐츠와 검색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성  

분석결과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충분성 등의 순으로 평가나 높게 나타

나, 정보의 품질에 해 이용자의 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와 문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본 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건강정보 효율적 평가방안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소비자건강정보는 그것의 사용자  사용의 다

양성, 사용결과의 개인   사회  요성 등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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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요구된다. 이에 각 국가, 련단체, 문가 등은 이러한 인터넷 건

강정보를 비롯한 소비자건강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하여 

왔다.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을 상으로 제공되는 건강정

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이러한 시기에 이에 한 평가도구의 개

발과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 즉 1990년  반에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확보를 한 평가기 의 개발  인증은 HON  

DISCERN과 같이 문가  연구기 을 심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

년  반으로 어들면서 각 국가의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건강정보의 유용성과 유해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한 평가체계, 평가도

구, 인증, 인증  검증된 정보의 제공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본 고의 3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황을 

기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에 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기 은 정보를 생성  공  기 , 제공기

의 정보를 평가하여 인증 는 서비스하는 기 , 환자 는 일반인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기 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소비자 건강정보의 평가기 은 HON, DISCERN 등에

서 정 한 검정과정을 거쳐서 제시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기 들은 신

뢰할만한 정보의 작성, 작성된 정보의 품질, 정보서비스의 질(디자인 포

함) 등에 한 구체 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

기 들은 건강정보 공 기 , 환자  일반국민들의 안 한 사용을 한 

공공 건강정보 웹사이트 운 기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

구기 , 보건의료 문가단체 등) 등이 정보의 신뢰성  질 평가 시에 

충실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  일반인들은 공공 웹사이

트의 인증을 받은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건강/질병정보

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건강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약식

(brief) DISCERN'과 같이 환자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정보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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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용여부를 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인증의 상은 정보를 생성  제공

하는 기 (웹 사이트)를 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Blog 

는 Facebook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건강정

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도 평가인증의 상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정보의 평가인증 원은 3가지 정보평가 측면(신뢰할만한 정

보작성, 작성된 정보의 품질, 정보서비스의 질)에 한 문성을 갖춘 

문가 풀(pool)을 형성하여 운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정보의 평가 

 인증 공정성을 하여 일반 인 평가인증업무에서와 같이 이해 계가 

없도록 평가인증 원의 비 유지, 윤리성 등에 한 윤리   법  규

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정보 평가인증을 기 이 공식 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 의 고유한 문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평

가인증 는 평가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 정부

차원의 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인증된 정보제공기 에 하여 일정한 시간간격( 를 들

면, 2년 는 3년)을 두고, 재평가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사후 리 체계

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 환경의 속성상 기술 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재평가기간 사이에 정보의 변경 는 추

가 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을 고려하여 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HON과 같이 정보서비스의 상태를 검  감시하는 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 함으로써 정보의 수시변동  서비스상태를 검하여 권고 

 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정보제공기 들에 하

여 정보의 작성, 유지 리, 서비스 등에 한 교육을 정기 으로 실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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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원천 인 정보의 질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인증을 통한 품질 확보는 차 요

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성은 양질의 건강정보 활용에 한 수요의 증

가  이를 제공하는 기술  생태계의 진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건강정보의 제공  이용을 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즉 올바른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  이용 생태계는 정

보기반의 선택(informed choice), 개인의 건강생활, 건강상태, 처치  

care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생활, 건강증진, 질병 방, 자기

리 등에 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확보를 한 요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체계는 매우 요하기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제작, 유통, 활용 등  과정에서 

품질 확보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2.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방안10) 

최근 빅 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신 가치 창출의 엔진으로서 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안정 인 

구축으로 이미 수많은 빅 데이터가 장· 리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운용 인 여 리시스템, 요양 여비지 시스템, 건강검

진시스템, 의료보호시스템, 자격, 보험료 여  사후 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데이터를 장· 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웨어하우

스는 보험료 시뮬 이션, 보험료  보험 여비 상승 추계 등의 정보를 

10) 본고는 ‘송태민(2012.11) 보건복지 빅 데이터 효율  활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포럼에 게재된 일부 내용을 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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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청구심사데이터가 비약 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데이터웨하우스를 

구축하여 기 정보, 요양기 정보, 지 정보에 한 데이터를 장· 리

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시에 정보를 분

석할 수 있도록 각 주제 역에 한 통계분석, 시계열분석, 다차원분석, 

추이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용하고 있다. 한 데이터의 

활용목 별로 심사분석 데이터마트, 평가분석 데이터마트, 통계분석 데이

터마트 등을 운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통계(발생율, 사망률, 

생존률) 산출로 암 부담 수 악과 암 리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한 추이 분석 등을 하여 2002년부터 암 등록 자료의 데이터웨어하

우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통합 리망에 

부분의 복지정보가 통합· 리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 리망에는 사회복

지통합 리망 채 , 희망복지, 복지행정, 복지 여통합, 새올행정, 외부

역의 6개 역의 44개 세부업무별로 데이터가 장· 리되고 있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수입식품 황이나 식품 련 DB를 운 하고 

있으며, 통계청과 국책연구기 들은 보건복지 련 각종 통계생산을 

한 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상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공공부분에

서는 이미 수 많은 정형화된 빅 데이터가 장· 리 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각 기 의 홈 페이지나 SNS 서비스를 통해서도 많은 비정형 데이

터가 리되고 있다. 

한편,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이 의료서비스 소

비자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 리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의료 달 체계에 보다 능동 으로 개입하

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차원의 PHR 구축이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PHR은 압과 같은 객

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자료는 측정되어 환자가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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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거나 u-Health 기기를 통해 직  송될 수도 있다. 즉, 24시간 

원격 건강 리 모니터링을 해 u-Health기기를 통하여 송된 PHR정

보는 건강생활습  ( 연, 주, 양, 운동) 확립과 자가건강 리능력 

함양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에 한 

치료에서 방 심의 건강 리를 통한 의료비 감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고의 보건복지분야 빅 데이터의 황 분석을 기 로 건강정

보 빅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통합 으로 리하기 한 범 부처 차원의 가칭

(건강정보 빅 데이터 리 원회)의 운 이 필요하다. 재 건강정보 

빅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통계청 등 많은 정부

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 청, 국책

연구기  등 많은 공공기 에서 리·운 되고 있어 각 기 에서 운

인 정보의 통합과 연계를 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비 정형화된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리하고 있는 민간 기

과의 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 정형화된 건강정보 빅 데이

터는 민간 기 의 검색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생산· 장 되고 있어 민

간기 과의 긴 한 조체계 (가칭: 건강정보 빅 데이터 포럼)가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정보에 해 국가 차원의 오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건강정보의 부

분은 공공부문에서 독 을 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만

큼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상에 공개하는 

것도 요하지만 정부차원의 API를 공개를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0월 기 으로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에서 공개

되어 있는 API는 133종으로 이  보건복지 분야의 API는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제공하는 10종에 불과하다. 국가정보화 략 원회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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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는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  자산이 되는 시 이기 때문에 정

부가 능동 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지식 랫폼을 만들기를 제

안하고 있다11). 넷째,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 시 에는 비 계형, 비 정형 데

이터의 장과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시멘틱 검색 서비스, 추론

에 기반을 둔 상황인식 서비스 등의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와 력하여 건강정보 빅 데이터를 ‘수집→ 장→분석→추론’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표 화가 우선 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섯째, 구조화되지 않은 규모 건강정보 빅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

를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빅 데이터 시 에는 데이터를 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의 

매우 요하다. 이미 로벌 IT업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한 

인재 확보와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2). 따라서 교육과학

기술부와 력하여 건강정보 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략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건강정보 빅 데이터의 융합기술에 

알맞은 다학제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과 정부/기업이 상호 

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강정보 빅 데이터의 개인정보와 기 정보

에 한 보안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정보 빅 데이터는 개

인에 한 거의 모든 정보가 장되어 있지만 아직 법·제도는 미비한 상

황이다. 건강정보 빅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해 가장 요한 

것은 특정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명화(anonymizing)화와 정

11) 국가지식 랫폼은 1,068종 공공지식정보 가운데 351종을 2013년까지 민간에 면 공개하

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  부가가치는 10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12) 이베이는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일을 맡은 직원만 5000명에 이르고, EMC는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을 공한 박사  인재들인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구성된 ‘애
리틱스’ 랩을 운 하고 있으며, 미국IBM은 사내 200명 이상의 수학자 들이 '분석학‘을 

집 으로 연구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2018년까지 14만∼19만명의 문가와 150만명 

정도의 데이터 리자와 분석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측하고 있음(McKinse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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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근  정보처리에 한 통제이다. 그러나 정보 근  정보처리에 

한 통제를 강하게 하면 정보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정

보 빅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한 효과 인 정책이 마련되어져

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사회경제 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라 건강수 에도 계층

간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밝 진바 있다(김동

진, 2011). 특히 노인은 특성상 퇴직으로 인한 경제  능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을 한 근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 수 등 

사회  수 에 따라 의료이용의 근성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진, 2010). 본 에서는 본 연구의 3장에서 사회네트워크 분석 기

법을 이용하여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동향에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노인의 건강정보 획득  이용과 련된 연구에

서는 ‘Self Efficacy’ 요한 키워드로 출 하 음을 볼 수 있었다. 정보

에의 근성을 논할 때 통상 으로 사회  소외계층이라 일컬어지고 있

는 노인들은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Self Efficacy’는 이와 같은 상을 반 하고 있는 매

우 요한 키워드이다.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건강정보를 다소 수

동 이고 피동 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의 정보습득과 련된 특징에 

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 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인터넷 활용

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한 유용성에 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 리  건강증진 행태, 

그리고 응 상황에의 처 등을 해 스스로 건강정보  맞춤형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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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비스를 구하는 행태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 상된다. 한 

재 인터넷에 익숙한 ·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을 가진 개개인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극 이고 능동 으로 

비용 비 효과성(cost-effectiveness) 에서 볼 때 렴한 맞춤식 건

강정보를 찾아 활용할 것으로 본다.

둘째,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의 습득을 한 매체로의 

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Computer Literacy”와 정보격차와 련 지을 수 

있는 “Information Dissemination,” 그리고 “Access to Information" 등

의 키워드들이 출 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보다 극 인 주체로서의 

건강정보 활용을 돕기 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

하며, 노인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건강지식  건강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만성질환 리  자가 간호, 그리고 

궁극 으로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은 폭넓은 주제와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이용이 지속 으로 늘어남13)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의 근성이 낮아지고 있고 노인의 분분 외래방문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임을 감안할 때, 노인성 질환이나 건강 리를 

한 건강정보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노인의 건강지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한 지속 인 

연구를 해서는 노인을 상으로 한 Self Efficacy  Specific Health 

Related Self Efficacy, 그리고 Internet Self Efficacy 개념에 한 고

찰이 필요하며, 노인의 요구를 반 한 사용자 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친화(senior friendly)를 기반으로 하는 웹 

13) 한국의료패 의 분석에서 65세이상 노인이 65세 미만에 비해 2.4배이상 외래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 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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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14)에 한 검토  노인 련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Jung, 

Kang, Suk, & Kim, 2011). 

  4. 스마트 건강정보 어플 제공방안

최근 무선네트워크 속도의 비약 인 향상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

양한 스마트 기기가 핵심수단이 됨에 따라 생활 반에 한 각종 어

을 요한 정책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재 스마트폰

을 이용함으로써 생활 반이 편리해 졌다는 경우가 83.5%로 나타났으며 

무선인터넷  모바일 앱의 이용비 이 48.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78.2%가 최근 1개월 이내 모바일 엡을 다운로드하 으며, 

주평균 모바일 엡 다운로드 개수는 7.8개로 나타나, 스마트 폰을 가진 

모든 사람이 거의 매일 1개 이상의 어 을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5). 본고의 2012 건강정보 장 이용실태  수요조사 결과에서 스

마트폰(테블릿 PC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건강/의학’ 련 어

을 체 54.5%가 2∼3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마트 어 이 생활 체를 변화시키는 핵심수단으로 두됨에 따라 

각종 어 이 요한 정책수단으로 극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정부부

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학  건강정보 어 은 공 자와 수요

자 입장에서 매우 요한 어 로 2012년 8월 재 앱스토어, 안드로이

드 마켓에 소개된 어 의 개수는 무려 11,0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 이 제공하는 어 은 18개(보건의료 15, 사회복지 

1, 출산 2)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어 의 경우 각 부

14) Making your Web site senior friendly - A checklist (NIH/NLM, 2002), Designing 
Web sites for older adults: heuristics (AARP, 2004)

15) 방송통신 원회·인터넷진흥원(2012. 8). 2012년 상반기 스타트폰 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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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로 어 개발 후 기능개선이나 체계 인 리기 되지 않을 뿐만아니

라 정보의 부족이나 홍보의 부재 등으로 활용이 매우 조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공기   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무

료 어 의 약 30개를 평가한 결과 구조  기능  평가에서도 일부 어

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차원의 건강정보 어 에 한 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어 을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공공분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개방 는 공유를 통하

여 국민들이 심 있는 건강정보 엡을 민간차원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재, 공공에서 운 하고 있는 건강정보사이트의 건강

정보 련 콘텐츠를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타 부처와 민간기

과의 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과 부처별와 긴 한 조

를 통하여 건강정보 어 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정부차원의 건강정보 어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뢰성없는 건강정보 어 은 국민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정보 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어 에 한 홍보 략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개발

된 건강정보 어 을 평가하여 우수한 어 에 해서는 정부부처의 홈페

이지나 공공포털을 통해서 극 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건강정보 웹 사이트 품질 향상 방안

인터넷의 활성화는 건강에 한 인 심과 맞물려 보건의료체

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건강정



234∙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 웹사이트의 지속 인 화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최근 건강의학포

털 하이닥에서 조사(2012.08.08~08.22) 발표한 「인터넷 건강정보  

건강 리 서비스 이용 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정보가 필요한 경

우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경우가 응답자의 

61%로 나타나 10명  6명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문사이트」 인터넷 설문조사(2007. 

08.16.~08.30.) 결과 한 국민이 기 하는 건강정보사이트는 국가 는 

보험자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64.43%, 쉽고 이해하기 쉬

운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21.02%, 다양한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12.53% 

순으로 다양한 정보보다는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장」의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양질

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건강정보의 올바른 활용 진 

 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

은 공익 웹사이트의 사회  책임이 요시되고 있는 시 에서 이에 충

분히 부합되므로 웹사이트의 신뢰성  품질향상을 하여 웹표  지침

을 수하고 이를 통한 웹 근성  웹호환성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웹 근성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

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며, 웹 근성 품질마크는 장애

인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근성 표 지침을 

수한 우수 사이트에 해 웹 근성 수 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웹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지침 2.0」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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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 항목(Requirement)의 3단계로 구성

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웹 근성 제고를 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수하기 한 13개 지침  해당 지침의 수 여부를 확인하기 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 수여부를 자동으로 검해주는 웹 근성 자동평가도구로는 사

용자 구나 검이 가능한  K-WAH 4.0 로그램과 웹표 을 수하

여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웹개발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KW3C 로그램이 있다. K-WAH 4.0 로그램은 「한국형 

웹콘텐츠 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사이트가 체텍스트 제공, 제목 

제공, 기본언어 명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이블 제공, 아크

업 오류 방지의 6개 세부지침을 수하는지를 자동으로 검하도록 지

원해 다. 웹표  진단 로그램 KW3C는 웹사이트의 웹표 (html, 

css) 수 여부를 진단하고 웹표  문법오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웹개

발자  콘텐츠 제작자가 웹사이트를 지속 으로 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그램이다.

「건강정보 장」은 웹 근성 자동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웹표  수여

부를 자가진단 하는 등 웹사이트의 지속 인 리와 개선이 필요하며, 비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

는 우수 사이트에 부여되는 웹 근성 인증마크(WA, Web Accessibility) 

획득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페이지 리뉴얼 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유용성, 활용성 향상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

가 개발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웹 개발자나 콘텐츠 개발자 들이 웹표  

진단 로그램을 사용하여 웹표  수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서비스 

사각지 에 놓여있는 「건강정보 장」이용자들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신뢰성  만족도 향상을 해 공익 웹사이트 역할에 지속 으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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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건강정보 보호방안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것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01, 개인정보보호법, 2011].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오

‧남용 등의 근 을 통해 안 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구 을 해「공

공기 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시행(1995.01.18)되던 법률을 타법폐지

(2011.03.29)하고 새롭게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03.29)‧시행

(2011.09.30.) 되었다.

행정안 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병‧의

원 등 의료기 에서 환자정보를 안 하게 보호‧ 리하기 해 지켜야할 

기 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

(2012.09.18)하여 보건복지부(http:/www.mw.go.kr)와 개인정보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배포하 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  운  방법, 질의응답 사례, 련 법령  서식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  실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이해도를 높 다. 「의

료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표 7-1>과 같다.

「건강정보 장」에서 제공되는 부분의 콘텐츠는 건강정보 장 웹사

이트에서 요약을 제공하고, 상세내용은 원문을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

로 연결(이하 링크)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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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연도 주요사업내용

수집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제공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관리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보존‧파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CCTV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간 발표자료, 201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링크된 웹사이트에 제3의 다른 웹사이트가 링

크(이하 재링크)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링크에 재링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게시여부 

 내용 확인, 웹사이트 방문 시 쿠키 수집 여부, 상업  링크  제3자

의 배  고를 통한 정보수집 여부 등을 간과할 수 있다.

재 「건강정보 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  

클릭하는 방법으로 체크해 본 결과 링크되어 있는 부의 웹사이트에서 

재링크되어 있었으며 「건강정보 장」에서 1차로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

트 들은 부분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재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재링크된 웹사이트에서는 미게재 되고 있었으며, 링크도 깨져서 페

이지 오류를 보이는 콘텐츠도 있었다. 

「건강정보 장」은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양질

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건강정보의 올바른 활용 진 

 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환경 구축을 목 으로 하

는 공익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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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생산자의 역

할 수행을 해서는 「의료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여 원문을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링크  재링크 되는 웹사이트들

에 해 개인정보보호원칙 게재 등 개인정보보호법 수여부 등에 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링크 되는 웹사이트  미게재 웹사이트에 

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혹은 해당 웹사이트를 재링크 하고 있는 1차 

링크 웹사이트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조치요청에도 불구하

고 게재요청이 반 되지 않는 웹사이트는 「건강정보 장」에서 해당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웹사이트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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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 ｢건강정보광장｣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이벤트광고 ② 검색엔진

   (네이버, 다음 등)

③ 다른 사이트

   (블로그, SNS 포함)

④ 주변사람 ⑤ 책자

2. 얼마나 자주 ｢건강정보광장｣에 방문하십니까?

① 매일 ② 일주일에 

   1번 이상

③ 한달에 1번 이상 ④ 처음방문입니다

   (8번 문항으로 이동)

3. 한 번 방문 시 ｢건강정보광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분 이내 ② 5~10분 이내 ③ 10~20분 이내 ④ 20~30분 이내 ⑤ 30분 이상

4.  ｢건강정보광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이용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 콘텐츠(전문가칼럼, 건강수칙, 추천 건강 콘텐츠, 건강정보 RSS 등)

② 자가진단(14종 100여개의 건강관련 자가진단 서비스 등)

③ 건강소식(건강기사, 건강강좌/행사 등)

④ 건강지식검색(통합검색, 건강생활정보 검색, 질병정보 검색, ㄱ/ㄴ/ㄷ순검색,

   신체부위별 검색, 연령대별검색 등)

⑤ 의료서비스정보(의료서비스 이용정보, 병의원 이용정보, 의료사전 등)

⑥ 건강App(생활건강, 의학)

⑦ 기타(건강위젯, 블로그, 북마크, 관련사이트 등)

부록

[부록 1] 「건강정보 장」이용자 실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광장(Healthpark)’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정보광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건강정보광장’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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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건강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품질, 만족도, 이용)데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① 매우 동의함 ② 대체로 동의함 ③ 약간 동의함 ④ 별로 동의안함 

   ⑤ 대체로 동의안함 ⑥ 절대 동의안함”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별로

동의

안함

대체로

동의

안함

절대

동의

안함

① ② ③ ④ ⑤ ⑥

7.1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7.2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유용하다.

7.3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이해하기 쉽다.

7.4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는 

믿을만하다.

7.5 정보가 시기적절하다.

7.6
정보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7.7 건강정보광장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7.8 건강정보광장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7.9
낮은 수준의 접근환경에 있는 

이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다.

7.10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

7.11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7.12
이곳에서 찾은 건강정보로 인해 

의사나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5. ｢건강정보광장｣에서 이용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유익하였습니까?

① 건강 콘텐츠(전문가칼럼, 건강수칙, 추천 건강 콘텐츠, 건강정보 RSS 등)

② 자가진단(14종 100여개의 건강관련 자가진단 서비스 등)

③ 건강소식(건강기사, 건강강좌/행사 등)

④ 건강지식검색(통합검색, 건강생활정보 검색, 질병정보 검색, ㄱ/ㄴ/ㄷ순검색,    

   신체부위별 검색, 연령대별검색 등)

⑤ 의료서비스정보(의료서비스 이용정보, 병의원 이용정보, 의료사전 등)

⑥ 건강App(생활건강, 의학)

⑦ 기타(건강위젯, 블로그, 북마크, 관련사이트 등)

6. 귀하께서는 「건강정보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를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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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정보를 얻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제공 주체는 어디입니까?

① 공공기관 및 협회 ② 의료기관 ③ 제약회사 ④ 학회

⑤ 기업체 ⑥ 환자커뮤니티 ⑦ 기타: ______________

9. 건강정보를 얻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접속하는 사이트 수는 몇 개 정도 되십니까?

① 1개 ② 2개~3개 ③ 4개 ④ 5개 이상

10.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이용한 건강정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건강정보를 이용하였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상의 인터넷 사용 포함

ⓞ 없다 ① 운동/체력 ② 식이/영양 ③ 절주/음주 ④ 금연

⑤ 마약/약물중독 ⑥ 스트레스/우울 ⑦ 임신/성/생식보건 ⑧ 질병/질환 ⑨ 예방접종

⑩ 의료기관/보건소 정보 ⑪ 자가진단체크 ⑫ 건강강좌 ⑬ 건강정책 ⑭ 기타: 

1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합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5시간미만 ③ 5~10시간미만

④ 10~15시간미만 ⑤ 15~20시간미만 ⑥ 20시간이상

12. 귀하는 스마트폰(태플릿 포함)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12.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13번 문항으로 이동)

12.1. 그렇다면 스마트폰(태플릿 포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입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5시간미만 ③ 5~10시간미만

④ 10~15시간미만 ⑤ 15~20시간미만 ⑥ 20시간이상

13. 귀하는 스마트폰(태블릿 포함)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1 귀하의 스마트폰에 건강/의학관련 앱(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번 문항으로 이동)

14.2. 귀하의 스마트폰에 건강/의학관련 앱(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1개 ② 2개~3개 ③ 4개 ④ 5개 이상

14.3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의학관련 앱(어플리케이션은) 어느 분야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병원정보 ② 운동/다이어트 ③ 식이/영양 ④ 구강정보

⑤ 육아정보 ⑥ 질병/질환 ⑦ 임신/성/생식보건 ⑧ 자가진단

⑨ 기타: ____________

15. 향후 「건강정보광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국내외 건강웹사이트 ②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자료

③ 영양/다이어트 ④ 건강정책/건강증진동향

⑤ 건강/질병 통계 정보 ⑥ 건강/의학도서

⑦ 온라인 커뮤니티 ⑧ 기타: ___________

16. 「건강정보광장」에서 추가(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① 주제/신체별 검색 기능 강화 ② 건강기사 댓글기능

③ 지역별 건강정보(이벤트,강좌) 한눈에 보기 ④ 멀티미디어(건강동영상) 정보 강화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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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8.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년)

19.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중학교 졸업 ⑤ 초등학교 졸업이하

20.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경우

① 전문･사무직 ② 서비스･판매직

③ 생산관련직 ④ 학생(보건의료계열 제외)  

⑤ 주부 ⑥ 농수･축산

⑦ 교사 및 교수 ⑧ 연구원

⑨ 무직 ⑩ 기타: _______

— 보건의료계열인 경우

⑪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⑫ 보건의료분야연구자(교수, 연구원 등)

⑬ 보건의료관련학과 학생 ⑭ 기타: _______

21. 「건강정보광장」에 관한 어떠한 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의견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발송을 위해 이름, E-Mail,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작성하신 정보는 경품발송에만 사용됩니다).

◎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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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55

1. 목적이 분명한가?

힌트: 출판정보(publication)의 시작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분명한 지시(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오.

- 무엇에 관한 것인가?

- 무엇을 cover 하려고 하는가 (어떤 주제를 제외하려고 하는가?

- 누가 그것을 발견하면 유용할 것인가?
※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No(1)"이면, ”3번“ 질문으로 바로 가시오.

2.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힌트: 출판된 정보가 “1번” 질문에서 그려진 것과 같이 목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시오.

3. 출판정보가 독자들에게 적합한가?

힌트: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오.

- 출판정보가 독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가?

- 치료선택에 관한 조언 및 제안이 현실적인가 또는 적절한가?

4. 정보의 원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저자 또는 제작자 이상의)

힌트: 치료선택에 대하여 작성한 주요 요구사항 또는 서술내용이 증거로서 참고문헌을

      동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오 (예: 연구보고서 EH는 전문가 의견) 

- 참고문헌 리스트 또는 전문가(또는 조직)의 주소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오.

5. 정보가 언제 보고 또는 제작 되었는지 분명한가?

힌트: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오

- 출판정보를 편집에 정보의 주요 원천들을 사용한 날짜

- 출판정보의 수정날짜

- 출판날짜

6. 정보가 균형 잡히고 편견이 없는가?

힌트: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오

- 출판정보가 개인적인 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분명한 안내가 있는가?

- 정보에 관한 하나 이상의 전문적인 원천을 사용한 증거가 있는가?  

[부록 2] DISCERN의 평가 항목  힌트

영역 1: 출판 정보의 신뢰성



256∙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추가적인 정보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가?

힌트: 상태 및 치료선택에 관한 충고 및 정보에 대한 문헌 또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가? 

 8. 불확실한 부분(영역)에 대하여 언급하는가?

힌트: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오

- 치료선택에 대한 전문가의견의 다른 점 또는 지식의 차이(gap)를 논의하고 있는가?

- 치료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을 조심하라. 

※ 주의사항: 출판정보에 기술된 치료들(특정한 치료)에 질문을 적용하라. 이 영역에서는 

자가 치료(self-care)가 하나의 처치유형(a form of treatment)으로 고려되었다)

9. 각 처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힌트: 하나의 치료가 몸에 작용하여 그 효과를 획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가

10. 각 처치의 편익을 설명하고 있는가?

힌트: 여기서 편익(benefits)이라 함은 장기 및 단기적으로 [증상을 통제 또는 제거, 상태의 

재발 방지, 상태의 제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1. 각 처치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가?

힌트: 위험은 장기 및 단기적으로 [부작용, 합병증, 치료 거부반응] 등을 포함한다.

12.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힌트: [치료의 연기, 치료하지 않고 상태의 진전을 감시, 영구적으로 그릇된 치료] 등으로

     인한 위험과 편익을 기술하고 있는가? 

13. 처치방법의 선택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힌트: 치료선택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효과를 기술하고 있는가?

     치료선택의 가족, 친구, 개호자 등에 대한 효과를 기술하고 있는가?

  14. 하나 이상의 가능한 처치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힌트: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오

- 언급한 각 치료선택으로부터 누가 가장 많은 편익을 얻을 것이며,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많은 편익을 받을 것인가? 

- 특정한 치료선택을 선택 또는 기각(거절)의 결정을 하기 전에, 치료선택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거나 탐색하도록 제안하고 있는가?

15. 공유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가?

힌트: 치료선택에 대하여 [가족, 친구, 의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등과 토론하도록

      제안하였는가?

영역 2: 출판 정보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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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부터 15번까지의 척도 및 척도점: 5점 척도, 2가지 유형의 척도점을 제시함

아님 부분적으로 예

1 2 3 4 5

16. 앞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공시된 정보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시오

낮음
중간정도의

(보통의)
높음

심각한

또는

광범위한

결점이 잇음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결점이 있음

마마한

결점이 있음

1 2 3 4 5

영역 3. 출판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Overall Rating of th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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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정의 및 평가문항 필수/선택

신뢰성

(reliability)

정보의 내용이 믿을만한가? (5문항)
 - 학계*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었다.
 - 정확하다.
 - 편견이 없다.
 - 최근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필수

유익성

(usefulness)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3문항)
 - 내용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오용 가능성이 없다.

필수

이해용이성

(understandability)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3문항)
 -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필수

완전성

(completeness)

정보가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였는가? (1문항)
 - 부작용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필수

상업성/공공성

(publicity)

정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문항)
 - 상업적인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특정 상품을 보증(보증 암시)하지 않았다.

필수

[부록 3] 한의학회 건강정보 평가항목

건강정보(콘텐츠) 평가 내용 및 항목

(부적합, 적합, 미해당으로 평가)

* 학계: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나 공식적으로 출간된 학회지

** 의사결정: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질병관리, 건강관리, 의약품 복용 등을 위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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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테이블 ID 테이블 설명
1 ADMIN_IP 관리자접근IP
2 ADMIN_USER 관리자
3 BOARD 공통게시판
4 BOARD_FILE 공통게시판_첨부파일
5 CLINIC_USE_INFO 병의원이용정보
6 CLINIC_USE_INFO_BOARD 병의원이용정보_게시판
7 FEEDBACK 피드백
8 FEEDBACK_ANS 피드백_답변
9 FEEDBACK_QT 피드백_질문
10 FEEDBACK_QT_CODE 피드백_질문_코드
11 H_BOARD 공통게시판2
12 LECTURE 전문가칼럼
13 MOBILE_APP 건강APP
14 MOBILE_APP_SIMILAR 건강APP_비슷한앱
15 PATIENT_COMMUNITY 환우회
16 PATIENT_COMMUNITY_BODY 환우회_신체부위
17 POPUP_ZONE 팝업존
18 RECOMMEND_HEALTH 건강정보
19 RECOMMEND_HEALTH_BOARD 건강정보_게시판
20 SELF_DIAGNOSIS 지가진단
21 SELF_DIAGNOSIS_POINT 지가진단_결과정보
22 SELF_DIAGNOSIS_QUESTION 자가진단_문항
23 SELF_DIAGNOSIS_SUB_QUESTION 자가진단_문항답변

[부록 4] 건강정보 장 개발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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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ADMIN_IP 테이블설명 관리자접근IP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SEQ SEQ NUMBER No Y 　

2 ACCESS_IP 접근IP VARCHAR2(20 BYTE) No 　 　

3 DESCRIPTION 설명 VARCHAR2(20 BYTE) No 　 　

4 REG_USERID 등록자ID VARCHAR2(20 BYTE) No 　 　

5 REG_DATE 등록일 DATE No 　 　

테이블명 ADMIN_USER 테이블설명 관리자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A_SEQ
SEQ_ADMIN_US

ER 참고
NUMBER No Y 　

2 USER_ID ID VARCHAR2(20 BYTE) No 　 　

3 PASSWORD 비 번호 VARCHAR2(20 BYTE) No 　 　

4 USER_NAME 이름 VARCHAR2(20 BYTE) Yes 　 　

테이블명 BOARD 테이블설명 공통게시판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B_SEQ SEQ_BOARD 참고 NUMBER No Y 　

2 BBSID 게시판번호 NUMBER No 　 　

3 WRITER 작성자 VARCHAR2(50 BYTE) Yes 　 　

4 ORGANIZATION 소속기관 VARCHAR2(100 BYTE) Yes 　 　

5 PASSWORD 비 번호 VARCHAR2(20 BYTE) Yes 　 　

6 EMAIL 이메일 VARCHAR2(100 BYTE) Yes 　 　

7 SUBJECT 제목 VARCHAR2(100 BYTE) Yes 　 　

8 SUMMARY 요약 CLOB Yes 　 　

9 CONTENTS 내용 CLOB Yes 　 　

10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11 CATEGORY 분류 VARCHAR2(100 BYTE) Yes 　 　

12 URL URL VARCHAR2(300 BYTE) Yes 　 　

13 DISPLAY 노출여부 VARCHAR2(1 BYTE) Yes 　 　

14 HITS 조회수 NUMBER Yes 　 　

15 PUB_DATE
건강뉴스

기사 일자
VARCHAR2(20 BYTE) Yes 　 　

16 REG_DATE 등록일 DATE Yes 　 　

[부록 5] 건강정보 장 개발 테이블 정의서

⧠ 리자 근 IP

⧠ 리자

⧠ 공통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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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BOARD_FILE 테이블설명 공통게시판_첨부파일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B_SEQ 게시판_SEQ NUMBER No Y 　

2 F_SEQ 첨부파일_SEQ NUMBER No Y 　

3 BBSID 게시판번호 NUMBER No 　 　

4 SAVE_FILE 첨부파일명 VARCHAR2(250 BYTE) Yes 　 　

5 REAL_FILE 저장된파일명 VARCHAR2(250 BYTE) Yes 　 　

6 PATH 경로 VARCHAR2(250 BYTE) Yes 　 　

7 FILE_SIZE 파일사이즈 NUMBER Yes 　 　

8 DOWNCOUNT 다운로드수 NUMBER Yes 　 　

9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CLINIC_USE_INFO 테이블설명 병의원이용정보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C_SEQ
SEQ_CLINIC_USE_I

NFO  참조
NUMBER No Y 　

2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3 IMAGE 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4 DESCRIPTION 설명 CLOB Yes 　 　

5 SORT_SEQ 순서 NUMBER Yes 　 　

6 IS_SUB
Y:  하위게시판있음 

N : 외부링크
VARCHAR2(1 BYTE) Yes 　 　

7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8 SITE_URL 출처URL VARCHAR2(300 BYTE) Yes 　 　

9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10 HITS 조회수 NUMBER Yes 　 　

11 REG_DATE 등록일 DATE Yes 　 　

⧠ 공통게시  첨부 일

⧠ 병의원 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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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CLINIC_USE_INFO_BOARD 테이블설명 병의원이용정보_게시판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B_SEQ
SEQ_CLINIC_USE_INFO

_BOARD  참조
NUMBER No Y 　

2 C_SEQ CLINIC_USE_INFO의 SEQ NUMBER No 　 　

3 DIVISION 분야 VARCHAR2(50 BYTE) Yes 　 　

4 REGION 지역 VARCHAR2(50 BYTE) Yes 　 　

5 CLINIC_NAME 병의원명 VARCHAR2(100 BYTE) Yes 　 　

6 ADDRESS 주소 VARCHAR2(200 BYTE) Yes 　 　

7 TEL 전화번호 VARCHAR2(20 BYTE) Yes 　 　

8 SITE_URL1 소개 URL VARCHAR2(300 BYTE) Yes 　 　

9 SITE_URL2 질의응답(상담) URL VARCHAR2(300 BYTE) Yes 　 　

10 SITE_URL3 지도 URL VARCHAR2(300 BYTE) Yes 　 　

11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12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13 HITS 조회수 NUMBER Yes 　 　

14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FEEDBACK 테이블설명 피드백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P_SEQ 시퀀스 번호 NUMBER No Y 　

2 ANS1_ETC 질문1_5.기타 VARCHAR2(100 BYTE) Yes 　 　

3 ANS7_HP 질문7_핸드폰번호 VARCHAR2(14 BYTE) Yes 　 　

4 ANS7_NAME 질문7_이름 VARCHAR2(20 BYTE) Yes 　 　

5 ANS8 질문8 기타내용 VARCHAR2(4000 BYTE) Yes 　 　

6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FEEDBACK_ANS 테이블설명 피드백_답변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P_SEQ FEEDBACK 시퀀스 번호 NUMBER Yes Y 　

2 QT_NUM 질문 번호 NUMBER Yes Y 　

3 ANS_NUM 답변 번호 NUMBER Yes Y 　

⧠ 병의원 이용정보 게시

⧠ 피드백

⧠ 피드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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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FEEDBACK_QT 테이블설명 피드백_질문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QT_L 질문번호 NUMBER No Y 　

2 QT_S 답변번호 NUMBER No Y 　

3 QT_L_TEXT_CODE 질문 코드 VARCHAR2(150 BYTE) Yes 　 　

4 QT_S_TEXT_CODE 답변 코드 VARCHAR2(100 BYTE) Yes 　 　

테이블명 FEEDBACK_QT_CODE 테이블설명 피드백_질문_코드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QT_CODE 코드 VARCHAR2(4  BYTE) No Y 　

2 QT_TYPE
타입

('M':메인질문,'S':서브질문,'A':답변)
VARCHAR2(1 BYTE) No 　 　

3 QT_NAME 코드 이름 VARCHAR2(150 BYTE) No 　 　

테이블명 H_BOARD 테이블설명 공통게시판2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H_SEQ SEQ_H_BOARD 참조 NUMBER No Y 　

2 BBSID 게시판번호 NUMBER Yes 　 　

3 TITLE 제목 VARCHAR2(200 BYTE) Yes 　 　

4 IMAGE 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5 CATEGORY 분류 VARCHAR2(100 BYTE) Yes 　 　

6 DESCRIPTION 설명 CLOB Yes 　 　

7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8 SITE_URL URL VARCHAR2(300 BYTE) Yes 　 　

9 SORT_SEQ 순서 NUMBER Yes 　 　

10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11 HITS 조회수 NUMBER Yes 　 　

12 REG_DATE 등록일 DATE Yes 　 　

업무

규칙
　게시판번호 건강건동영상:101, 의료사전:102, 의료서비스이용정보:103,  자가진단:104, 웹진:105 　

⧠ 피드백 질문

⧠ 피드백 질문 코드

⧠ 공통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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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LECTURE 테이블설명 전문가칼럼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L_SEQ SEQ_LECTURE 참조 NUMBER No Y 　

2 SUBJECT 제목 VARCHAR2(100 BYTE) Yes 　 　

3 CONTENTS 내용 CLOB Yes 　 　

4 SDATE 시작일 VARCHAR2(20 BYTE) Yes 　 　

5 EDATE 종료일 VARCHAR2(20 BYTE) Yes 　 　

6 REGION 지역 VARCHAR2(30 BYTE) Yes 　 　

7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8 SOURCE_URL 출처URL VARCHAR2(300 BYTE) Yes 　 　

9 DETAIL_URL 상세URL VARCHAR2(300 BYTE) Yes 　 　

10 HITS 조회수 NUMBER Yes 　 　

11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MOBILE_APP 테이블설명 건강APP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M_SEQ SEQ NUMBER No Y 　

2 APPSTORE 　 VARCHAR2(20 BYTE) Yes 　 　

3 CATEGORY1 　 VARCHAR2(20 BYTE) Yes 　 　

4 CATEGORY2 　 VARCHAR2(50 BYTE) Yes 　 　

5 SUBJECT 　 VARCHAR2(100 BYTE) Yes 　 　

6 IMAGELIST 　 VARCHAR2(50 BYTE) Yes 　 　

7 IMAGEVIEW 　 VARCHAR2(50 BYTE) Yes 　 　

8 INTRO 　 VARCHAR2(300 BYTE) Yes 　 　

9 VERSION 　 VARCHAR2(10 BYTE) Yes 　 　

10 VOLUME 　 VARCHAR2(10 BYTE) Yes 　 　

11 VOLUMEUNIT 　 VARCHAR2(2 BYTE) Yes 　 　

12 MOD_DATE 　 VARCHAR2(20 BYTE) Yes 　 　

13 LANGUAGE 　 VARCHAR2(20 BYTE) Yes 　 　

14 DEVELOPER 　 VARCHAR2(100 BYTE) Yes 　 　

15 CONTENTTITLE 　 VARCHAR2(50 BYTE) Yes 　 　

16 CONTENTFLASH 　 VARCHAR2(50 BYTE) Yes 　 　

17 CONTENTS 　 CLOB Yes 　 　

18 URL 　 VARCHAR2(300 BYTE) Yes 　 　

19 GRADE 　 NUMBER Yes 　 　

20 HITS 　 NUMBER Yes 　 　

21 USED 　 VARCHAR2(1 BYTE) Yes 　 　

22 REG_DATE 　 DATE Yes 　 　

⧠ 문가 칼럼

⧠ 건강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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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MOBILE_APP_SIMILAR 테이블설명 건강APP_비슷한앱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M_SEQ MOBILE_APP 의 FK NUMBER No Y 　

2 S_SEQ 비븟한앱의 SEQ 값 NUMBER No 　 　

3 SORT_SEQ 순서 NUMBER Yes 　 　

4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PATIENT_COMMUNITY 테이블설명 환우회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P_SEQ
SEQ_PATIENT_FRIEND 

참조
NUMBER No Y 　

2 TITLE 환우회명 VARCHAR2(200 BYTE) Yes 　 　

3 SITE_URL 사이트URL VARCHAR2(300 BYTE) Yes 　 　

4 SYNOPSIS 개요 CLOB Yes 　 　

5 FEATURE 특징 CLOB Yes 　 　

6 DISEASE_INFO 질병정보 CLOB Yes 　 　

7 MEMBER_CNT 회원수 NUMBER Yes 　 　

8 OPEN_DATE 개설시기 VARCHAR2(20 BYTE) Yes 　 　

9 INFO_DISEASE 제공서비스-질병정보 VARCHAR2(1 BYTE) Yes 　 　

10 INFO_CURE 제공서비스-치료정보 VARCHAR2(1 BYTE) Yes 　 　

11 INFO_NEWS 제공서비스-최신뉴스정보 VARCHAR2(1 BYTE) Yes 　 　

12 INFO_MEDIA
제공서비스-멀티미디어 

정보
VARCHAR2(1 BYTE) Yes 　 　

13 INFO_REHABIT
제공서비스-치료외 

재활요법
VARCHAR2(1 BYTE) Yes 　 　

14 INFO_COMMUNITY
제공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VARCHAR2(1 BYTE) Yes 　 　

15 INFO_ETC 제공서비스-기타 VARCHAR2(1 BYTE) Yes 　 　

16 INFO_MEMBERSHIP 회원제여부 VARCHAR2(1 BYTE) Yes 　 　

17 INFO_OFFLINE 오프라인 모임 여부 VARCHAR2(1 BYTE) Yes 　 　

18 ETC_DESC 기타서비스 내역 VARCHAR2(255 BYTE) Yes 　 　

19 IMAGE 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20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21 HITS 조회수 NUMBER Yes 　 　

22 REG_DATE 등록일 DATE Yes 　 　

⧠ 건강APP_비슷한 앱

⧠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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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PATIENT_COMMUNITY_BODY 테이블설명 환우회_신체부위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P_SEQ PATIENT_COMMUNITY의  SEQ NUMBER No Y 　

2 BODY_NO 신체부위 번호 (머리:1~기타:9) NUMBER No Y 　

3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POPUP_ZONE 테이블설명 팝업존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P_SEQ SEQ_POPUP_ZONE 참조 NUMBER No Y 　

2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3 THUMBNAIL 썸네일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4 IMAGE 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5 IMG_WIDTH 이미지_가로크기 NUMBER Yes 　 　

6 IMG_HEIGHT 이미지_세로크기 NUMBER Yes 　 　

7 IMG_LEFT 이미지_왼쪽여백 NUMBER Yes 　 　

8 IMG_TOP 이미지_위쪽여백 NUMBER Yes 　 　

9 LINK_URL 링크 VARCHAR2(300 BYTE) Yes 　 　

10 CONTENTS 내용 CLOB Yes 　 　

11 USED 전시여부 VARCHAR2(1 BYTE) Yes 　 　

12 HITS 조회수 NUMBER Yes 　 　

13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RECOMMEND_HEALTH 테이블설명 건강정보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R_SEQ
SEQ_RECOMMEND_HEALTH  

참조
NUMBER No Y 　

2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3 IMAGE 이미지 VARCHAR2(100 BYTE) Yes 　 　

4 DESCRIPTION 설명 CLOB Yes 　 　

5 SORT_SEQ 순서 NUMBER Yes 　 　

6 IS_SUB Y: 하위게시판있음 N:외부링크 VARCHAR2(1 BYTE) Yes 　 　

7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8 SITE_URL 출처URL VARCHAR2(300 BYTE) Yes 　 　

9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10 HITS 조회수 NUMBER Yes 　 　

11 REG_DATE 등록일 DATE Yes 　 　

⧠ 환우회 신체부

⧠ 팝업존

⧠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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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RECOMMEND_

HEALTH_BOARD
테이블설명 건강정보_게시판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B_SEQ
SEQ_RECOMMEND_

HEALTH_BOARD 참조
NUMBER No Y 　

2 R_SEQ
RECOMMEND_HEALTH의 

SEQ
NUMBER No 　 　

3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4 SITE_URL URL VARCHAR2(300 BYTE) Yes 　 　

5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6 DESCRIPTION 설명 VARCHAR2(255 BYTE) Yes 　 　

7 USED 사용여부 VARCHAR2(1 BYTE) Yes 　 　

8 HITS 조회수 NUMBER Yes 　 　

9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SELF_DIAGNOSIS 테이블설명 자가진단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S_SEQ
SEQ_SELF_

DIAGNOSIS  참조
NUMBER No Y

2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3 DESCRIPTION 설명 CLOB Yes 　

4 SOURCE 출처 VARCHAR2(100 BYTE) Yes 　

5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SELF_DIAGNOSIS_POINT 테이블설명 자가진단 결과정보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S_SEQ SELF_DIAGNOSIS의  SEQ NUMBER No Y 　

2 P_SEQ SUB INCREMENT NUMBER No Y 　

3 MIN 최소점수 NUMBER Yes 　 　

4 MAX 최대점수 NUMBER Yes 　 　

5 TITLE 제목 VARCHAR2(200 BYTE) Yes 　 　

6 DESCRIPTION 설명 CLOB Yes 　 　

7 REG_DATE 등록일 DATE Yes 　 　

⧠ 건강정보 게시

⧠ 자가진단

⧠ 자가진단 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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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SELF_DIAGNOSIS_QUESTION 테이블설명 자가진단 문항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S_SEQ SELF_DIAGNOSIS의  SEQ NUMBER No Y 　

2 Q_SEQ SUB INCREMENT NUMBER No Y 　

3 TITLE 제목 VARCHAR2(200 BYTE) Yes 　 　

4 YPOINT YES_점수 NUMBER Yes 　 　

5 NPOINT NO_점수 NUMBER Yes 　 　

6 REG_DATE 등록일 DATE Yes 　 　

테이블명
SELF_DIAGNOSIS_SUB_

QUESTION
테이블설명 자가진단 문항답변

　

NO Column명 Column설명 형태 NULL KEY 비고

1 S_SEQ
SELF_DIAGNOSIS_

QUESTION의 F_SEQ
NUMBER No Y 　

2 Q_SEQ
SELF_DIAGNOSIS_

QUESTION의 SEQ
NUMBER No Y 　

3 I_SEQ SUB INCREMENT NUMBER No Y 　

4 TITLE 제목 VARCHAR2(100 BYTE) Yes 　 　

5 POINT 점수 NUMBER Yes 　 　

6 REG_DATE 등록일 DATE Yes 　 　

⧠ 자가진단 문항

⧠ 자가진단 문항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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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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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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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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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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