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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Evalua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Young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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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infants and preschoolers accessible 
through mobile applications and websites. Methods: Using combinations of the terms ‘infant’, ‘preschooler’, and ‘health’ as the 
main keyword or categories, the researchers searched relevant mobile applications and websites in Korean application markets
and popular search engines. Twelve mobile application and 14 websites were finally selected according to our inclusion criteria
and evaluated using DISCERN instrument. Results: The overall quality scor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mo-
bile applications was 2.00 of 5 points, the reliability score was 2.15, and the quality score was 1.76. The overall quality scor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websites was 2.29, the reliability score was 2.40, and the quality score was 1.82. 
Conclusion: The quality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young children was found to be low and to have potentially sig-
nificant drawbacks according to DISCERN criter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evaluate and regulate the 
quality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dditionally, factors that readers can use to judge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such as
references and the benefit versus risks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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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물리적, 시

간적 제약을 넘어 누구든 손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

었고, 이와 동시에 누구든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기준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4,300만 명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8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1], 인터넷 이용자 중 89.1%

인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목적이 정보를 습득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정보를 

찾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건강관리와 건강정보 습득을 위한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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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3,4].

건강정보는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하며 온라인 

건강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되며 유통되는 건강정보를 의미

한다[3]. 의료인이나 서적을 통해 건강정보를 수동적으로 획득했

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 건강정보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

으로 건강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탐색하여 획득한 건강정보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에 영향을 미

친다[5].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누구

라도 건강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근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

고, 생산된 건강정보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검증

되지 않은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매우 높다[6]. 또

한 온라인의 건강정보 양은 매우 방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질 높은 

정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7], 불확실하고 잘못된 건강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는 오히려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8]. 

영유아기는 생의 주기에서 가장 급속한 신체 성장을 이루고 아동

기뿐만 아니라 일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습관과 행위를 형

성하는 시기이므로 영유아기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의 건강관리는 주 양육자인 부모의 돌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

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이러한 이유로 자녀 양육을 위해 많

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예방접종, 응급처치, 질병관리 등 자녀

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얻고자 하며[9,10] 선행연

구에 따르면 약 90%의 부모가 자녀의 건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찾

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1, 

12]. 이러한 부모에게 잘못되거나 모순된 온라인 건강정보가 전달

되면 자녀의 건강관리에 혼란을 가져오고 근거가 입증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

래한다. 예방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온라인 건강정보를 접한 부모들

은 영유아시기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기피하고[13], 불필요한 해

열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며[8], 잘못된 온라인 건강정보를 온라인에

서 무분별하게 재생산하여 예방접종 반대와 같은 비합리적 건강행

위로 이어지기도 한다[14]. 특히 최근 국내에는 ‘안아키’, 즉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와 같은 부적절한 건강정보가 일부 부모들에게 온

라인으로 공유되고 활성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15]. 그러므로 영유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질 평가는 올바른 건강행위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온라인 건강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

로 특정 질병이나 건강 위해 행위와 관련된 웹사이트 위주로 시행

되고 있다[16,17]. 육아 정보와 관련한 온라인 정보의 질 평가 또한 

일부 시행되었으나[18], 최근에 연구는 없었고 성장발달과 영양 등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건강정보 요구도와 온라인 건강정

보에 대한 활용과 신뢰가 높은 영유아 부모에게 올바른 건강정보

가 제공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건

강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 생성 시기, 건강

정보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해 제

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온라

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19]. DISCERN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온라인 건

강정보의 신뢰성과 질을 함께 평가 하고 있다[20]. DISCERN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19-22]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이

며 표준화된 도구로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시

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웹사이트와 애플리

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표준화된 도구로 평

가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 건강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검색 및 선정 과정

1) 평가대상 검색 및 기간

평가할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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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identified through search 
engine and app market searching
․ Applications (n=846)
․ Websites (n=1,010)

10 of 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hand searching
․ Applications (n=2)
․ Websites (n=8)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 Applications (n=541)
․ Websites (n=930)

Records excluded after reviewing informations
․ Applications (n=506)
․ Websites (n=910) 

- Purpose of neonatal management
- Commercial purposes

Records screened
․ Applications (n=35)
․ Websites (n=20)

Records excluded after researchers's discussion
․ Applications (n=23)
․ Websites (n=6)

- Purpose of health maintaining records 
- Other language 
- Not accessible
- Other (game, radio)

Websites and applications included 
in qualitative assessment
․ Applications (n=12)
․ Websites (n=14)

Figure 1. Flow diagram for websites and applications selection.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마

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인터넷 검색엔진인 네

이버, 다음을 통해 검색을 시행하였다. 검색 방법은 검색창에 검색

어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영유아’, ‘건강’, ‘영아’, 

‘유아’를 주 검색어로 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검색을 시

행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과 관련된 검색어인 ‘예방접종’, ‘성

장’, ‘발달’, ‘영양’, ‘구강’, ‘안전’ 및 ‘위생’ 등의 검색어를 주 검색어

와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나 약 5만 건 이상의 웹페이지가 검색되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행연구[19,20]를 참고하여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100개의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대상 선정 여부를 검

토하였다. 이에 수기로 찾은 8개의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마켓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였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건강/운동’, ‘교육’, ‘뉴스/잡지’, 

‘도서 및 참고자료’, ‘라이프스타일’, ‘의료’, ‘출산/육아’, ‘키즈’ 카

테고리에서 추가 검색하였으며,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건강 및 피

트니스’, ‘교육’, ‘도서’, ‘라이프스타일’, ‘어린이’, ‘의학’, ‘육아와 

가족’에서 검색하였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제시하

는 연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 평가대상 선정

평가할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선정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도출하여 이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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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Figure 1). 본 연구의 목적인 영유아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를 위해 검색과정에서 연구진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 선정기준

은 영유아의 정상 성장발달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자녀 건강관리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국내 웹사

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다. 

검색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중 병원이나 전문클리닉 등에

서 특정 질병에 대한 관리를 주목적으로 제공하는 건강정보와 출

산 및 신생아관리를 위해 신생아 반사, 신생아 건강검진, 기저귀 갈

기, 제대관리, 목욕 등의 건강정보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

리케이션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수유량, 식사량, 수면시간과 같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기록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게임, 라디오와 같은 기능제공이 주목적인 애플

리케이션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육아 관련 상품을 광고하거나 개

인병원이나 사설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인 웹사이트와 애플

리케이션도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검색이 되

었으나 접속이 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도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선정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한국어로 제작된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무료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선정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정 질병의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이 주목적인 애플리케이션

과 웹사이트

 출산 및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

션과 웹사이트

 영유아 자녀의 건강기록이나 게임, 라디오 등 단순 기능만 제

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상업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검색은 되었으나 접속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애플리케이션은 846개, 웹사이트는 1,010

개였으며 수기로 찾은 애플리케이션 2개와 웹사이트 8개를 추가하

여 최초 검색을 통해 확인한 분석대상은 총 1,866개였다. 이 중 중복

으로 확인된 애플리케이션 307개와 웹사이트 88개를 먼저 제외하

였다. 그런 다음 마켓과 검색엔진에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 정보를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였다. 이에 특

정 질병관리나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6개와 웹사이트 11개, 상업적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애플리

케이션 500개와 웹사이트 899개가 제외되었다. 제외 후 남은 웹사

이트 20개에 모두 접속하여 검토하였고, 애플리케이션 35개는 스

마트폰에 모두 다운로드하여 메뉴와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중 단순히 건강기록이나 게임 등의 기

능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로 제작되었거나, 다운로드 

또는 접속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23개와 웹사이트 6개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

는 애플리케이션 12개, 웹사이트 14개를 최종 선정하여 온라인 건

강정보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대상 선정률은 애플리케이

션의 경우 검색된 848개 중 최종 12개가 선정되어 1.4%이며, 웹사

이트는 1018개 중 최종 14개가 선정되어 1.4%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1) 온라인 건강정보 질 평가 도구

선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온라인 건강정보 질을 평가

하기 위해 Charnock 등[20]이 개발한 DISCERN 도구를 사용하였

다. DISCERN의 경우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를 위해 이미 여

러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어[19,21,22] 본 연구

의 질 평가 도구로 사용하였다. DISCERN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에서 개발한 도구로 건강정보의 신뢰도 평가(8문항), 건강정보의 

질 평가(7문항), 전반적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1문항) 3개의 영역

으로 나누어져,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평가 문

항은 정보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사용자에게 적절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보의 출처와 생성 시기가 기술이 되

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며, 질 평가 문항은 건강정보 적용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제시되어 있는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신뢰도 평가 문

항과 질 평가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의 신뢰

도와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의 경우 

신뢰도 평가 점수와 질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종 평가를 내리는 것

으로, 신뢰도와 질 평가 문항의 대부분이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 ‘건강정보로써 신뢰도와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여 5점으로 측정하게 된다. 신뢰도와 질 평가 문항에서 

4~5점을 받은 문항과 2~3점을 받은 문항의 수가 비슷하면 ‘건강정

보로서 괜찮은 정보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점을 측정하게 되고, 대부분의 문항이 2점 이하

를 받으면 평가대상이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심각한 결점이 있으

며 건강정보로 유효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평가되어 1점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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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Applications (N=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perator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
Personal (doctor, reporter, etc)

3
2
7

(25.0)
(16.7)
(58.3)

Production 
date

Specified
Not specified

3
9

(25.0)
(75.0)

Year of most 
recent update 

Before 2015
2015
2016
After 2016

2
5
4
1

(16.7)
(41.7)
(33.3)
(8.3)

Number of 
downloads 

500~1000
10,000~50,000
50,000~100,000
100,000~500,000
≥500,000

2
4
1
4
1

(16.7)
(33.3)
(8.3)
(33.3)
(8.3)

Interaction Q&A
Feedback

4
3

(33.3)
(25.0)

Functionality Site map
Search
Links to related applications 

and websites
Membership

2
5
3

3

(16.7)
(41.7)
(25.0)

(25.0)

하게 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weighted κ=.53[20]이

었다. 

2) 온라인 건강정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분석 시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연구진 회의

를 거쳐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평가자들의 DISCERN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평가 도구 지침[20]에 따라 평가 수행 전 평가도구

와 함께 제공되는 평가지침서를 연구진 모두가 숙독하였다. 또한 

평가자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웹사이트 2곳을 선정하여 

함께 평가하며 합의된 평가 기준을 숙지하였다. 그런 후 연구진 각

자가 선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3~5차례 접속하여 반복

적으로 자료를 파악하였으며 각 자료의 운영주체, 제작일자, 업데

이트 시행 여부 및 날짜, 구조적 특성,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정

보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연구진 3인이 독립적으로 평가

한 결과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합하였

으며, 취합 후 3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평가한 내용을 함께 살

펴보면서 연구자 간 이견이 없을 때까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통된 결과를 합의하여 도출하였다. 최종 평가 자료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

트의 개설 현황, 구조적 특성 및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빈도

와 백분율로, 질 평가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여 순위를 

매겼다. 

연 구 결 과

1. 영유아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개설 현황 및 구조적 

특성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

이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운영주

체는 개인이 가장 많았으며(58.3%), 정부기관이 3개(25.0%), 비영

리 민간단체가 2개(16.7%)이었고,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9개(75.0%)이었다. 모든 애플리

케이션이 업데이트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 이전에 업데이트 된 

애플리케이션이 2개(16.7%), 2015년이 5개(41.7%), 2016년이 4개

(33.3%), 2016년 이후 업데이트 된 것이 1개(8.3%)이었으며, 다운

로드 수는 1만회 이상에서 5만회 미만이 4개(33.3%), 10만회 이상

에서 50만회 미만이 4개(33.3%)이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4개

(33.3%),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우편 주소 및 연락

처를 제시한 것이 3개(25.0%)이었다. 기능성 측면에서는 사이트 맵

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2개(16.7%),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 5개(41.7%), 관련 기관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링크해 놓

은 것이 3개(25.0%), 회원가입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3개(25.0%)이

었다. 

2. 영유아 건강 관련 웹사이트의 개설 현황 및 구조적 특성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웹사이트의 경우 운영주체는 정

부기관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50.0%), 법인이 4개(28.6%), 비영

리 민간단체와 학교, 학회는 각 1개(7.1%)이었으며 제작일자를 명

시하지 않은 웹사이트가 8개(57.1%)이었다.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웹페이지가 3개(21.4%)이었으며 2016년 이후 업데

이트된 웹사이트는 2개(14.3%)로 확인되었다. 웹사이트의 구성요

소를 살펴보면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10개(71.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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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Websites (N=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perator Government
Corporation
Nonprofit organization
University
Association

7
4
1
1
1

(50.0)
(28.6)
(7.1)
(7.1)
(7.1)

Production date Specified
Not specified

6
8

(42.9)
(57.1)

Year of most 
recent update 

None
Before 2015
2015
2016
After 2016

3
6
2
1
2

(21.4)
(42.9)
(14.3)
(7.1)
(14.3)

Interaction Q&A
Feedback

10
7

(71.4)
(50.0)

Functionality Site map
Search
Links to related applications 

and websites
Membership

12
11
10

10

(85.7)
(78.6)
(71.4)

(71.4)

Table 3. Content of Applications and Websites

Categories
Applications

(N=12)
Websites

(N=14)

n (%) n (%)

Growth and development 8 (16.3) 5 (11.9)

Vaccinations 9 (18.4) 7 (16.7)

Symptom management 8 (16.3) 4 (9.5)

Mental health 0 (0.0) 1 (2.4)

Safety management 3 (6.1) 5 (11.9)

Nutrition 8 (16.3) 7 (16.7)

Hygiene management 1 (2.0) 1 (2.4)

Oral health 2 (4.1) 0 (0.0)

Emergency care 3 (6.1) 1 (2.4)

Hospitals and medical centers 4 (8.2) 6 (14.3)

Policies for supporting children 3 (6.1) 5 (11.9)

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우편 주소 및 연락처를 개시한 

웹사이트는 7개(50.0%)이었다. 기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이

트 맵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12개(85.7%),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11개(78.6%), 관련 기관이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 10개

(71.4%), 회원가입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10개(71.4%)이었다. 

3. 영유아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제공 정보의 

내용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 관련 정보

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련한 정

보가 가장 많았으며(18.4%), 성장과 발달, 질병 관련 정보 및 영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각 8개(16.3%),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없었다. 웹사이트의 경

우 예방접종과 영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7개(16.7%)

였으며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6개(14.3%), 

성장과 발달, 안전 관리, 영유아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각 5개(11.9%)였다(Table 3). 

4. 건강정보 질 평가

영유아 건강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해 질 평가를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애플리케이션의 신뢰도 점수는 2.15±0.80점이었

으며 건강정보의 질 점수는 1.76±0.80점, 전체 질에 대한 점수는 

2.00±1.04점이었다. 건강정보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가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25±1.36점)로 평가되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수는 3.08±1.56점이었다. 다른 

가능성 있는 영유아 건강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

목이 1.08 ±0.29점, 영유아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

해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 1.00±0.00점으로 낮게 평가되

었다. 웹사이트의 경우 신뢰도 점수는 2.40±0.57점이었으며 건강

정보의 질 점수는 1.82±0.53점, 전체 질에 대한 점수는 2.29±0.99

점이었다.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수가 2.93±0.73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영유아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묻는 항목(1.00±0.00)

과 다른 가능성 있는 영유아 건강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1.00±0.00)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논 의

온라인 건강정보의 제공이 급증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또한 높

아져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

도가 높고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잘못된 

건강정보의 활용은 부적절한 건강신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자녀

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13,14]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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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lity Evalua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Criteria
Applications (N=12) Websites (N=14)

M±SD Rank M±SD Rank

Reliability of information
Explicit aims
Aims achieved
Information is relevant
Sources of information
Currency of information
Bias and balance
Additional sources of information
Reference to areas of uncertainty

2.15±0.80
3.25±1.36
3.08±1.56
2.75±1.29
1.92±1.68
1.17±0.58
2.42±1.24
1.58±1.08
1.00±0.00

 
 1
 2
 3
 7
12
 5
10
15

2.40±0.57
2.93±0.73
2.36±0.84
2.79±1.12
2.86±1.70
2.57±1.40
2.79±0.58
1.93±1.38
1.00±0.00

 
 1
 8
 4
 2
 6
 4
10
14

Quality of information
How informations works
Benefits of informations
Risks of informations
Result if information is not applied 
Effects on quality of life
Possibility of other informations
Support for shared decision-making

1.76±0.80
2.42±1.31
2.58±1.38
1.17±0.58
1.83±1.40
1.50±0.90
1.08±0.29
1.75±1.29

 
 5
 4
12
 8
11
14
 9

1.82±0.53
2.14±0.95
2.86±0.77
1.29±0.73
2.43±1.09
1.36±0.63
1.00±0.00
1.64±1.34

 
 9
 2
13
 7
12
14
11

Overall quality rating of information 2.00±1.04 2.29±0.99

한 질 평가는 활용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건강정보 활용에 있어 중

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대표적인 검색엔진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

케이션을 검색하였으며, 검색어를 통해 처음 검색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중 1.4%만이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관련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

션 수는 2천 건에 달하여 상당히 많았으나 영유아 건강정보가 제공

되지 않음에도 검색엔진에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상업적 이익이나 

홍보가 주목적인 경우가 상위 페이지에 주로 검색되었다. 선행연

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검색어를 통해 수백 건에서 많게는 1억

만 건의 웹사이트가 검색되어 상위에 링크된 웹사이트만 검토하여

도 기준에 부합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약 1%에서 20%에 

불과하였다[19,23]. 이는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의 양이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은 적

으며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적 증가는 오히려 사용자의 혼란을 부

추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나 상업적 목적을 띈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판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왜곡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24]. 그러므로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

이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Gateway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주체는 절반 이상이 개인이었으며 웹사이

트의 경우 정부기관이 가장 많았다. 학교와 학회 등 학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생산하는 온라인 건강정보는 웹사이트의 경우가 2개 

있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의료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있

었지만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다. 개인이 잘못 생성하

거나 편향된 건강정보는 사용자의 건강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

나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한다[8]. 특히 부모가 잘못된 건강정보

를 받아들일 경우 그릇된 건강신념과 태도로 아동의 건강을 해치

므로[13,14]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되고 근거에 기반한 온

라인 건강정보 생성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절반 이상이 제작 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2015년 이전에 업데이

트된 애플리케이션이 16.7%, 웹사이트가 42.9%였으며 업데이트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21.4%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 

발열과 관련한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한 Jeong과 Kim [16]의 연

구에서 47.9%가 웹사이트 개설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결과와 유사

한 결과이다.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의 제작일자와 업데이트 

날짜는 사용자가 건강정보의 생성 시기를 파악하여 정보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

트와 애플리케이션에는 제작일자와 업데이트 날짜를 명시하는 것

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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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담 기능과 의견수렴 기능을 갖춘 애

플리케이션은 적었으나 웹사이트는 절반 이상이 해당 기능을 갖추

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육아정보 웹사이트를 평가한 선행연구[18]

와 유사한 결과로, 상호작용기능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사

용자와의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

보 보충 및 개선을 꾀할 수 있으므로 추천되는 기능이다. 또한 웹사

이트의 경우 대부분 사이트 맵(85.7%)을 제공하고 검색 기능

(78.6%)과 회원가입(71.4%), 외부 웹사이트 링크(71.4%) 등 다양

한 기능이 있는 반면,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사용자 용이성을 높

이는 기능은 적었다. 사용 용이성은 건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

를 높이므로[12]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유아 건강정보의 내

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과 영양 관리에 대한 정보가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정신건강과 응급처치, 구강건강,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는 예방접종과 영양 관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최적의 발달 수준에 도달하도록 치아관리, 응급처치, 정

신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한다[9,10,25].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정보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유

용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는 3가지 영역, 즉 건강정보

의 신뢰성, 건강정보의 질, 신뢰성과 질을 고려한 전반적인 질로 평

가하였고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3가지 영역에서 

3점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DISCERN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

보의 신뢰성과 질이 낮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점이 있다는 평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질 평가점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2.00±1.04점, 웹사이트는 2.29±0.99점으로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정보를 평가한 Hunter 등[22]의 연구에서 측정된 2.63± 

1.05점보다 낮고, 국내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한 Park 등

[21]의 2.0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건강

정보 제공 사이트를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Health On the Net (HON) code와 같은 질 인증마크

를 부여한다[26]. 또한 의료 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7].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에 대한 질 평가와 인증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질이 낮거나 유해한 건강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항목별로 중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신뢰도 평가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언급’에 대

한 항목이 1.00점으로 가장 낮았고,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제시’도 애플리케이션 1.58점 , 웹사이트 1.93점으로 2점 

미만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정보의 편향’도 애플리케이션 2.42점, 

웹사이트 2.7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객관적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건강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비타민과 같은 영

양 보조제 섭취의 효과[28]나 열 관리를 위한 미온수 마사지[29]

와 같이 논란이 되는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보듯이 건강정보는 새

로운 근거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것도 새로

운 근거가 확립되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방법에 편향된 건

강정보는 부모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보 선택에 영향을 미쳐 올바

른 건강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15]. 그러므로 건강정보 제공 시

에는 근거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제시하여 정보가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보의 불확실성과 추후 정보제공에 대한 방법을 함

께 제시하여 사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히 ‘정보 생성 시기 기술’과 ‘내용 출처 기술’에 대한 항목이 각

각 1.17점과 1.92점으로 매우 낮아 중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정보

의 생성 시기와 출처는 사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건강정보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건강정보의 질 평가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절반 

이상의 항목이 2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영유아 건강정보 질의 문제

점을 확인하였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의 제시’에 대한 항

목이 애플리케이션 1.08점, 웹사이트 1.0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

었으며 ‘건강정보 적용으로 인한 위해 언급’에 대한 항목도 애플리

케이션 1.17점, 웹사이트 1.29점으로 질 평가 항목 중 두 번째로 낮

았다. 제공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뿐 부정적인 결

과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건강정보는 잠

정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러므로 건강정보 제공 시 건강관리방법으로 인한 이득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언급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

라인에서의 건강 정보량은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영

유아 부모는 찾은 건강정보의 질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선택하여 자녀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정

보이해 능력(e-Health literacy)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정보 질 평가에서 사용자의 상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 ‘건강정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이 애플리

케이션 1.50점, 웹사이트 1.36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올바

른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

다. 건강정보는 사용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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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적용하여야 

건강정보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30], 영유아 건강정

보 제공 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상황

과 환경을 고려하여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

한 건강정보를 선택하므로, 이러한 측면의 정보 제공은 사용자의 

건강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

법 명시’에서 애플리케이션 1.75점, 웹사이트 1.64점으로 낮게 평

가되어 선행연구[2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는 

건강행위의 길잡이를 해주나 그 자체로 완전한 정보는 아니므로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 병원 진료나 의료인과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한 제

시가 함께 안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자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질 평가도구로 기존의 

제공된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여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

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의 부

모가 이용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산되거

나 공유되는 건강정보와 영유아기에 흔히 발생하는 증상관리나 

통상적 질병관리가 아닌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과 질병관리

에 대한 건강정보까지는 평가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커뮤니티

를 통한 건강정보 또한 영유아 부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질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통해 국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영유

아 온라인 건강정보가 신뢰성과 질이 낮고, 사용자가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상당히 미흡하여 잠재적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온라

인 건강정보에 대한 활용과 요구가 높은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

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영유아 부모가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적절

한 정보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제공시 정보의 신뢰

성과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결 론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맞물리며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양육

과 건강을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온

라인 건강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는 너무 방

대하고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부모들은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는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여 신

뢰할 수 있고 질 높은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최

종 분석에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은 12개, 웹사이트는 14개이며 의

료 정보 평가도구인 DISCERN으로 평가한 결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질 평가 점수와 하위항목인 신뢰도와 건강정

보 질 평가 점수가 모두 3점 미만으로 낮았다. 이는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의 신뢰도와 질이 낮으며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유아 온라인 건

강정보의 신뢰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정보의 생성 시기와 출처도 명

확히 제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건강정보

의 질을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부모가 질 높은 건강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건강정보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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