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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web sites that provide child-care information and to provide a 
proper model for child-care web sites. Method: The evaluation tool with 23 items including purpose, contents, 
timeliness and reliability, interaction, and function was developed and modified. Quantitative analyses of 48 web 
sites, which were selected using popular search engines, were done. Result: 1) The aim of the web site was 
clearly shown for 24 sites (63.2%) and 17 sites (44.7%) provided the information for judging whether the 
informant was an expert. 2) Most web sites provided information on feeding, nutrition, and common health 
problems, and 11 sites provided information on care of problem behavior, but only 6 sites provided information on 
mother-infant interaction. 3) Timely information was provided on 21 sites, however none of the sites provided 
information sources. 4) Methods for contact the authors were found for 31 sites (81.6%) and 19 sites (50%) had 
active bulletin boards to receive opinions from users. 5) There were 32 sites where information could be found by 
clicking less than 3 times.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hild-care web sites used in 
this study is a tool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web sites with consistency, but there is a need for further study 
to develop standardization of the evalua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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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컴퓨터의 보급과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9년 9월2일

로, 당시 미국 UCLA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15피트 짜리 케이

블로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면서 인터넷이 세상에 첫 모습

을 드러내게 됐다. 그 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들이 속속 선보이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뒤 이메

일이 등장한 데 이어 1970년대 중반에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 TCP/IP가 발명됐다. 이어 도메인 네임 시스템

(domain name system)(1980년대), 월드와이드 웹(WWW)(1990

년대) 등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

넷의 형태가 갖춰줬다(2004년 8월 30일, 연합뉴스). 올해로 35

년째인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현대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부

가 되었으며 변화하는 현대 사회상에 맞추어 계속 진화해가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부모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여성은 62%가, 주부의 51.9%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들 

이용자의 72%가 정보검색을 위해 이용한다고 하여(한국인터

넷 진흥원, 2004)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이 TV 다음으로 주요

한 정보 습득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건강이나 부모의 아동 양육과 관련된 사이트도 증가

하고 있다. 이들 20, 30대 어머니들의 경우 과거에는 가족이

나 이웃으로부터 얻었던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핵가족 현상

이 뚜렷해지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지지체계의 

축소로 인해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이 제공하

는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TV나 신문의 일방

향적 정보제공과는 달리 인터넷은 이용자 서로가 정보와 의

견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고받는 커뮤니티(community)

의 형성이 가능한 쌍방향적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어머니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이와 같은 특성과 장점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관심을 끄는 

많은 육아관련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단순

히 아동의 육아와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전

문가의 육아 상담기능, 육아일기, 아동 발달체크 서비스, 동호

회와 같은 커뮤니티 기능을 지닌 메뉴의 서비스와 개인 홈페

이지 제공 등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

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의 양적인 증

가와 함께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과 신뢰도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본래의 목적이 

부모역할 증진이나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육아정보 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육아관련 상품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인터넷 쇼핑

경험이 50.5%나 되며 30대 주부의 경우 이 중 아동의 유아용

품 관련 쇼핑이 32%나 차지한다고 조사되기도 했다(한국인터

넷 진흥원, 2004). 이러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질 경우 육아관

련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할 우

려가 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정

보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확한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되고 있다

(Impicciatore, Pamdolfini, Castella, & Bonati, 1997). 국내의 육

아관련 45개 사이트를 분석한 이자형 등(2001)도 많은 사이트

가 비전문가에 의해 육아상담이 이루어지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고찰과 규제

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는 없

지만 현재 인터넷의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다(강남미, 

김진, 탁계래, 현태선, 1999; 손애리, 2000; 정영철과 박현애, 

2000). 또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건강정보 사이트를 평가한 

선행 연구들로는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를 

평가 분석한 연구(김정은, 김의숙, 고일선, 강석민, 2003), 인

터넷 금연정보 사이트의 내용평가에 대한 연구(유혜라, 장연

수, 2003), 미국과 한국의 장루 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비

교하고 평가한 연구(Munsbil, Kim, Jihyun Kim, 2003),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를 평가한 연구(서문경애, 이숙자, 

장성옥, 이수정,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웹사이트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각

각 다양하며 따라서 웹사이트의 평가를 위해 평가한 항목은 

목적, 내용의 적절성, 유용성, 정확성, 신뢰성, 권위성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목적이나 설계에 치중된 평가 양상을 보인다. 

한경자와 김정수(2002)는 이러한 기존의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준거와는 달리 인터넷상의 육아관련 사이트는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깊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육아관련 사이트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실제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현재 육아관련 사이트의 실제적인 평가를 반영

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이전에 개발된 육아관

련 사이트 평가 도구를 고찰하여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도구

로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육아관련 웹사이트의 실

제적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도구의 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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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육아 정보제공 사이트를 평가하기 위

한 도구를 고찰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절차
평가도구 의 수정 및 보완

한경자와 김정수(2002)가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했던 

도구의 평가준거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육

아에 필수적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인 주제별로 세분화하였

으며 평가의 준거로서 정보의 시의성, 상호작용, 기능의 범주

로 구체화하고 평가도구의 사용자가 혼동 없이 이해하기 쉽

고 평가하기 용이하도록 보완하였다. 개발도구의 수정 및 보

완 후 2인의 아동간호학 교수와 2인의 간호정보학 교수에 의

해 도구의 각 항목과 범주가 육아관련 사이트의 평가에 타당

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평가 

준거를 확정하였다<표 1>.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육아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1차로 2005년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트 접속 순위 

평가 사이트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육아’의 

카테고리 안에 든 6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들 중 접속하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품광고 문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실제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는 

29개였다.

다음 2차로 2005년 4월 14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야후, 네이버, 다음, 천리안의 검색 엔진에서 ‘육아’나 ‘양육’을 

주제어로 검색하여 얻어진 사이트는 300여 개로 그 중 각각 

야후가 554개, 네이버가 729개, 다음이 689개, 천리안이 210

개로 총 2,182개였다. 그 중 육아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로서 

간주하기에 부적절한 것, 즉 육아라는 검색어는 포함하고는 

있으나 ‘육아종’과 같이 단순히 단어만 포함하였거나 개인의 

육아일기, 육아사진 등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사이트와 1

차에서 수집된 사이트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9개의 사이트

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 검색으로는 해당이 안 되나 영양이나 배

변과 같은 육아의 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배변(기저귀) 관련 사이트 1개, 모유정

보 제공 사이트 4개, 이유식 관련 사이트 3개, 어린이 안전관

련 사이트 2개이었다. 이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육아에 대

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일반적인 육아사이트는 총 38개였

고, 영양, 배설 등 육아관련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한 

전문 사이트는 10개였다.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 평가 및 분석

연구자 2인이 사이트 평가준거를 사용하여 검색된 사이트

를 평가하였다. 평가자 2인의 일치도를 보기 위하여 10개의 

육아관련 사이트를 선정하여 각각 평가한 후 비교하였으며 

모두 일치된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38개의 일반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육아 사이트는 평가도구 내의 5가지 준거를 모

두 평가하였으나 육아의 전문 분야만을 다루는 사이트 10개

는 평가준거 중 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고 목적, 정보의 시의

성, 상호작용, 기능성만 평가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을 이용하여 실수와 %를 사용하

여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평가도구의 수정
1차 도구개발 당시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던 평가

도구는 목적성, 저작성, 환류성, 디자인과 기술의 평가준거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료 및 건강관련 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평가를 위한 도구에 육아관련 평가 내용만 담았으

며 측정 문항 중 객관적 측정이 애매한 문항이 있다는 제한

점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평가에 대한 문

헌고찰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요구도, 육아정보 분석, 육아 

상담 내용 등과 같은 육아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육아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 평가 영역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평가준거의 명칭을 

해당 전문 용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목적

이나 정보의 내용, 정보의 시의성은 해당 평가 준거에 해당하

는 내용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단순화하여 측정

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상호작용 중 사용자의 의

견이 처리되는지 여부는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직접 

보내어 답변이 오는지 확인하였다. 기능성 측면은 주요 내용

을 클릭하고 직접 회원가입을 하면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목적, 정보의 내용, 정보의 시의성, 상호작용, 기능

성의 총 5개 준거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목적은 육아정보 제

공 사이트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며, 정보

의 내용은 필수적인 육아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하여 다

루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모-아 상호작용, 신생아 

돌보기, 수면, 수유 및 영양, 양육환경, 안전 및 사고예방 등 

총 1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육아사이트인 만큼 성인과

는 달리 아동은 성장하는 단계별로 정보가 세분화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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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상의 육아관련 사이트 평가준거
준 거 내    용 예 아니오

목적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가?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가?
정보제공자가 육아관련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경력, 소속기관, 학력, 지명도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정보의
내용

모-아상호작용 
목욕, 기저귀 갈기, 우는 아기 달래기 등 신생아돌보기
수면
수유 및 영양
양육환경
안전 및 사고예방
예방접종
놀이와 학습
성장과 발달
치아관리
통상건강문제관리
행동문제관리
주요 내용을 월령별로 분류하였는가?

정보의
시의성

최근 한 달 이내에 게시판 활용이 활발한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공했는가?
제공된 정보는 최신 내용을 사용했는가?

상호작용
운영자의 연락처 혹은 이메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고 있는가?

기능성
3회이하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주요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가?

중요하므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보의 시의성은 제공된 

정보가 출처가 정확하고 최신 내용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게시판의 활발성을 평가하는 내용 등의 3개 문항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은 운영자와 사용자간에 상호 의사

소통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으로 운영자의 연락처 기재사항과 

사용자의 의견처리 여부에 대한 2개 문항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성은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가 용이한지 여부

를 평가하는 것으로 2개의 문항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사이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가를 위해 검색된 육아사이트는 총 2,182개로 실제 아동

을 양육하고 육아방법이나 돌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분

석 대상 사이트는 38개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이트들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아동용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

몰이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검색 용어에 ‘육아’라는 단어를 

주요어로 입력하였으나 실제 사이트의 내용 중 육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거나 전혀 없었고 상품선전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부적합한 사이트로는 개인이 자신의 육아 경험을 담은 

육아일기나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나 유아나 어린이를 교육하

는 학원이나 체육관에 대한 사이트도 있었다.

일반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를 평가 기준상 목적을 준거로 

살펴보았을 때, 지향하는 목적을 밝힌 사이트는 24개(63.2%)

였고,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으로 31개(81.6%)였다. 개인이나 기업체가 지향하는 목

적이 육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사이트 내에는 쇼핑

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보 제공자의 경력, 소속기관, 학력, 

지명도 등을 밝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육아사이트 정보 제

공자가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17

개(44.7%)였다.

정보의 내용면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수유 

및 영양과 열, 감기, 오심구토, 코피, 변비, 설사, 기저귀 발진, 

딸꾹질, 복통 등을 다루는 통상 건강문제관리가 모두 37개로 

가장 많았고 모아상호작용을 다룬 사이트(6개)나 식사 안 하

기, 손가락 빨기, 심하게 떼쓰기, 심한 잠투정, 영유아 비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저하, 공격성 등에 대한 행동문제관리

를 다룬 사이트(11개)는 적었다. 정보의 내용 중 12개 항목을 

모두 다룬 사이트는 없었고 평균 7.63개의 항목을 다루었다

(7.63±2.36). 정보의 내용을 아동의 월령별로 분류한 사이트는 

28개(73.7%)였다.

다음으로 정보의 시의성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사이트의 활

용이 활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21개(55.3%) 사이

트였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

공한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인터넷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12(1), 2006년 1월 61

<표 2>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 분석 결과                                                                            (n=38)
준 거 내    용

예 아니오

실수(%) 실수(%)

목적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가? 24(63.2) 14(36.8)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가? 31(81.6) 7(18.4)
정보제공자가 육아관련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경력, 소속기관, 학력, 지명도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17(44.7) 21(55.3)

정보의 
내용

모-아상호작용  6(15.8) 32(84.2)
목욕, 기저귀 갈기, 우는 아기 달래기 등 신생아돌보기 26(68.4) 12(31.6)
수면 28(73.7) 10(26.3)
수유 및 영양 37(97.4) 1( 2.6)
양육환경 16(42.1) 22(57.9)
안전 및 사고예방 22(57.9) 16(42.1)
예방접종 24(63.2) 14(36.8)
놀이와 학습 32(84.2) 6(15.8)
성장과 발달 33(86.8) 5(13.2)
치아관리 18(47.4) 20(52.6)
통상건강문제관리 37(97.4) 1( 2.6)
행동문제관리 11(28.9) 27(71.1)
주요 내용을 월령별로 분류하였는가? 28(73.7) 10(26.3)

정보의
시의성

최근 한 달 이내에 게시판 활용이 활발한가? 21(55.3) 17(44.7)
제공된 정보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공했는가? 0( 0.0) 38(100.0)
제공된 정보는 최신 내용을 사용했는가? 21(55.3) 17(44.7)

상호작용
운영자의 연락처 혹은 이메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31(81.6) 7(18.4)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고 있는가? 19(50.0) 19(50.0)

기능성
3회이하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32(84.2) 6(15.8)
주요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가? 7(18.4) 31(81.6)

<표 3> 육아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 분석 결과                                                             (n=10)
준 거 내    용

예 아니오

실수(%) 실수(%)

목적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가? 10(100.0) 0( 0.0)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가? 7( 70.0) 3(30.0)
정보제공자가 육아관련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경력, 소속기관, 학력, 지명도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7( 70.0) 3(30.0)

정보의
시의성

최근 한 달 이내에 게시판 활용이 활발한가? 9( 90.0) 1(10.0)
제공된 정보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공했는가? 4( 40.0) 6(60.0)
제공된 정보는 최신 내용을 사용했는가? 6( 60.0) 4(40.0)

상호작용
운영자의 연락처 혹은 이메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9( 90.0) 1(10.0)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고 있는가? 9( 90.0) 1(10.0)

기능성
3회이하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10(100.0) 0( 0.0)
주요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가? 3( 30.0) 7(70.0)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평가해보

면,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이트는 31개

(81.6%)였다. 그러나 나머지 7개(18.4%)의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자와의 의견교환이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트 상

에 나타나 있지 않았다.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나 혹은 이

메일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고 있는 

사이트는 19개(50%)였다.

사이트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3회 이하의 클릭으로 이용자

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32개(84.2%)였으나 

6개(15.8%)의 사이트는 4회 이상의 클릭을 통해 더 많은 경로

를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회원가입을 해야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7개(18.4%)였다<표 2>.

특정 영역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 평가
그 외 모유수유나 배변 등 한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 육아 사이트는 총 10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목적성에서 모두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으며 

영리목적을 가진 사이트가 7개(70.50%)였다. 정보제공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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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자료를 제시한 사이트도 7개(70.0%)였다. 정보의 시

의성에서 게시판 활용이 활발한 경우가 9개(90.0%) 사이트였

고 제공된 정보에 대한 출처를 제시한 경우는 4개(40.0%)이었

으며 최신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9개(90.0%)였다. 상호작

용면에서 운영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사이트와 사용자의 의견

이 처리되는 사이트가 9개(90.0%)였고 기능성측면에서 10개

(100.0%) 사이트 모두가 3회 이하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

는 10개 중 3개(30.0%)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육아 관련 웹사이트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아동의 건강과 부모역할

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사이트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관련 사이트를 평가하였다.

급증하는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평가하기 위

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는 현 실정에서 1차 개발된 도구(한경

자, 김정수, 2002)를 재검정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특히 평가자의 일관된 평가에 주력하여 용어

나 평가 방법을 단순화하고 의미 전달이 확실하도록 하였다.

분석 대상인 육아관련 사이트는 영리목적을 가진 상업적 

사이트가 대다수였는데 상품이나 개인의 홈페이지, 광고성 사

이트들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인터넷이라는 특

성상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곳에

서 제공하는 정보가 누구나 공간과 시간에 제한 없이 무작위

로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심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즉,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남용은 양육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육아로 인해 영아 및 아동의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 준거별로 살펴보면, 목적 면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과

반수이상(63%)이 밝혔으나 영리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

(81.6%)으로 본래의 목적이 아동의 건강이나 부모역할 증진보

다는 상품판매가 주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

자가 육아 관련 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표시, 연락처를 적절히 표시하

고 있지 못하여 사이트의 권위성이 낮게 평가되며 이로 인해 

정보출처와 자료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김

정은 등, 2003; 서문경애 등, 2005).

정보의 내용면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수유 및 

영양, 놀이와 학습, 통상 건강문제 관리, 성장발달 이었는데 

이는 육아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를 분석한 김

정수(2002)의 연구, 따르릉 아기상담소의 육아상담실태(송지

호, 한경자, 오가실, 조결자, 이자형, 조갑출, 탁영란, 안영미, 

2001)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이트 운

영자들이 부모들의 일반적인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행동문제관리와 같은 전문적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는 적어 단순히 피상적인 육

아정보만으로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김정수(2002)의 연구에서

도 어머니들이 인터넷 육아사이트 이용 시 문제점이나 불편

한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

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젊은 세대인 영유아 어머

니들은 피상적이며 막연한 정보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즉

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국내의 육아상담요구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다(송지호 등, 

2001).

정보의 시의성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게시판 활용이 

활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대상 사이

트 중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공한 사이트는 한 개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김후정(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터

넷상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보 선택기준으로 제시한 정보

의 정확성, 내용의 범위와 깊이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의 신뢰성

과 깊이는 육아 사이트 운영자 대다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인

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와 피

상적인 정보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에 부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면에서는 대부분이 운영자의 연락처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의 의견 처리 여부를 보고자 이메일을 보내어 답변이 

오는지 확인하였는데 많은 사이트가 사용자의 의견을 처리하

고 있었다. 이는 연락처가 없어서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와 사이트의 활성화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

해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반면 비영리목적을 가진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회나 

병원사이트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성도 갖추고 있었으나 

육아 관련 정보의 내용이 영리목적을 가진 사이트보다 매우 

많이 빈약하고 정보의 시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였다. 

또한 웹을 기반으로 어머니 역할 프로그램을 제공한 김정수

(2003)의 연구에서 육아관련 상담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의 정보적 및 정서적 지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추어 육아관련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적 측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기능성 측면은 비교적 단순한 경로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클릭 횟수가 

적었고 회원가입 절차를 필수로 하지 않은 사이트가 많았다.

그 외 육아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 10개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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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정보의 내용 중 한 영역만을 다루는 사이트라 내용

면에 대한 평가 준거를 제외한 평가 준거별 평가 결과 일반

적인 사이트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일

반 사이트에서 참고문헌을 제시한 사이트가 한 개도 없었던 

반면 참고문헌을 제시한 사이트가 4개가 있었다. 이 중 비영

리목적을 가지면서 자료제공자가 전문가임을 밝힌 사이트는 1

개로 간호학 교수가 운영하는 사이트였다. 그러나 정보의 갱

신(upgrade)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계속적인 관심을 유

발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개편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라는 주제에 대해 일회적인 평가를 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이는 웹사이트 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라는 주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연

한이 짧아 관련된 충분한 양의 국내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서문경애 등, 2005). 또한 현재 웹사이

트 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미흡하고 웹사이트의 건강정보 인증기관이 아직 설립되어 있

지 못한 상황도 연관된다(김정은 등, 2003). 따라서 평가기준

의 표준화와 웹사이트 상의 건강정보 인증기관 설립을 위한 

사이트 평가도구 개발과 기초자료 확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 수많은 육아관련 정보제공 사이트가 인터넷상

에 상주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고 심도 깊은 정보에 대한 이용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이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사이트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인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육아관

련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서 표준화된 평가도구 내지 웹사이

트의 인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육아관련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평

가도구를 개발하고 도구를 실제 적용하여 고찰해 보았다는 데

에 의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도구는 아동간호실무 영역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성 있고 심도 깊은 육아사이트

의 개발과 운영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육아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가 아동의 건강과 부모역할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

을 제고하면서 사이트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관련 사이트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

정 결과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의 평가준거로서 목적, 정보의 

내용, 정보의 시의성, 상호작용, 기능성을 평가하는 23개 항목

을 개발하였다. 평가를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된 총 2,182개 

육아사이트 중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육아정보 만을 제공하는 전문사이트 38개와 육아정보 중 특

수 전문영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10개 사이트에 대하여 

개발된 평가준거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을 밝힌 사이트는 24개(63.2%)였고, 사이트 이용

자들에게 사이트 정보 제공자가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17개(44.7%)였다.

둘째, 육아정보의 내용은 수유 및 영양과 통상 건강문제관

리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아동의 행동문제관리를 다룬 사이트

는 11개(28.9%)였고 모아상호작용을 다룬 사이트는 6개

(15.8%)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보의 시의성에서 사이트의 활용이 활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21개(55.3%) 사이트였으나 제공된 정보

의 근거인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제공한 사이트는 없었다.

넷째,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면에서 운영자

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이트가 31개(81.6%)였다.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공개적으

로 사용자의 의견이 처리되고 있는 사이트는 19개(50%)였다.

다섯째, 사이트의 기능성 측면에서 3회 이하의 클릭으로 이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32개였으나 6

개의 사이트는 4회 이상의 클릭을 통해 많은 경로를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회원가입을 해야 접근이 가능한 주

요 사이트는 7개(18.4%)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육아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관성 있

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

며 이와 같은 도구는 아동간호실무 영역에서 이용자의 요구

에 부응하는 신뢰성 있고 심도 깊은 육아사이트의 개발과 운

영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육아정보에 대한 평가기준의 표준화 내지 웹사이트의 

인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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