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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Korean websites related to 
nutrition education. A total of 30 websites were ultimately selected through 4 major Internet search engines, 
including Naver, Yahoo, Daum, and Nate, using several key words (i.e., nutrition education, dietary life edu-
cation, nutrition information, nutrition management, etc.).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for each of the 
selected websites based o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website checklist and a data abstract 
form that was adapted from a previous study.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websites were established be-
tween 2002 and 2005, and 46.6% were administrated by public health centers or schools/colleges. The most 
frequently targeted group was the generally healthy population (30.0%). Among the various topics of nutrition 
information provided, “balanced diet” was the topic most often provided by the websites. Also, an increasing 
trend for utilizing multimedia tools was observed; however, little technical support or instruction was provided 
by the websites. Only 50.0% and 63.3% of the sites clearly stated their operators and sources of provided in-
formation, respectively. Overall, the purposes of sites were clearly stated, and were not overshadowed by 
advertising. And most features of design, stability, and content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but several as-
pects, such as establishing a help/FAQ menu, regularly updating nutrition information, and converting provided 
information into a database for easier search and update, needed improvement. In addition, active operational 
strategies are greatly needed to encourage the application of materials found on sites into real education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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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의 활용이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
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
터넷진흥원이 2007년 6월에 실시한 ‘2007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는 3,443만 명(만6세 이상, 
월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85만 명) 상승한 75.5%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
며 중요한 수업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국민이 
지식 정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
민 공통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 통신 시굴 활용 교
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
ment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1).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이유는 
인터넷은 보유한 자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용
자에게 단순한 사실 이상의 지식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율적
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양교
육은 특성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며, 실제로 인터넷
을 활용한 영양교육이 아동의 영양지식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 외에서 보고
된 바 있다(Jung 2004; Kim & Hyun 2006).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개설된 영양교육 웹 사이트
에 대한 양적 및 질적 현황을 평가하여 향후 각급 
학교에 배치될 영양교사가 영양교육 수업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양적 현
황에 대한 평가는 웹 사이트의 개설 시기, 개설 주
체, 대상 집단, 구성 메뉴 및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제공되는 정보 유형에 따른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

는 것에 주안을 두었으며, 질적 현황에 대한 평가는 
운영자의 명확성, 지원체계의 유용성, 운영 목적에
의 부합성, 편리하고 보기 좋은 디자인, 기술적 지
원의 안정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요소를 각 사이트
가 충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양교육 
웹 사이트 질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
여 현재 표준화된 방법으로 알려진 미국 도서관 협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개발한 웹 
사이트 checklist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
1. 대상 웹 사이트의 선정
2007년 국가고객만족지수를 측정하는 통계보고에

서 만족지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된 우리나라의 대
표적 5개 검색엔진 중 ‘Yahoo’, ‘Naver’, ‘Nate’ 및 
‘Daum’ 4곳의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영양교육 관련 
웹 사이트를 선정하였다(Customer Satisfaction Mana-
gement Center 2007).

선정된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어 ‘영양교육’, ‘식생
활 교육’, ‘영양정보’ 및 ‘영양관리’ 등으로 검색하여 
나타난, 157개의 웹 사이트를 모두 인쇄한 후, 영양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동음이의 사이트와 자료가 
부족한 사이트, 그리고 각 엔진 사이에 중복된 사이
트를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URL 주소만 있고 열리지 않는 사이트
를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30개의 사이트를 선정
하였다. 평가 대상 웹 사이트의 선정 작업은 2007년 
5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웹 사이트의 평가
1) 양적 측면 평가도구
영양교육 사이트의 양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영양 관련 웹 정보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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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지를(Yu 2005)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 보
완하여 제작하였다. 포함 항목들은 개설 연도, 개설
주체, 이용대상, 구성 메뉴 및 제공 정보, 정보 제공 
유형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2) 질적 측면 평가도구
웹 사이트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정한 규칙

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성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의 객관적
인 평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Park 2002; Ha 
2004) ALA의 웹 사이트 checklist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7). ALA
의 웹 사이트 checklist는 Roxanne Feldom외 6인으로 
구성된 ALA 내 ALSC(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 좋은 웹 사이트의 선정을 위한 기준
으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인터넷 웹 사이트 각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평가
가 가능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ALA의 웹 사이트 checklist는 모두 4개의 영역(운
영자와 지원, 목적, 디자인과 안정성,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영역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자(authorship)와 지원(sponsorship) 영역은 
4개, 목적(purpose) 영역은 3개, 디자인(design)과 안정
성(stability)은 13개, 내용(contents)은 13개의 항목으로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을 만족하
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여 총 33점을 만
점으로 하였다.

위의 두 평가도구를 이용한 30개 웹 사이트에 대
한 평가 작업은 2007년 7월 초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실시되었다. 평가 작업은 영양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1인과 영양학 전공 교수 2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
며, 본 조사에 앞서 각 항목의 평가 척도와 예시에 
대한 사전훈련을 실행한 후 본 평가에 임하였다. 평
가요원 간의 불일치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이라 판단되
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결 과
Table 1에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30개 영양교육 

관련 웹 사이트들의 주소, 개설 연도, 개설 주체 및 
대상 집단을 열거하였다. 

1. 메타 데이터 분석지를 이용한 평가
1) 개설 연도와 주체
총 30개의 사이트 중 2000년 이전에 개설된 사이

트는 4개(13.3%), 2000년~2001년에 개설된 사이트는 
3개(10.0%), 2002년~2003년에 개설된 사이트는 8개
(26.7%), 2004년~2005년에 개설된 사이트는 12개
(40.0%), 2006년 이후에 개설된 사이트는 3개(10.0%)
로, 2004년~2005년도에 다수의 영양교육 관련 사이
트가 개설되었다. 또한 개설 주체는 학교가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건소, 정부기관, 
그리고 교육청이 각각 16.7%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학회 및 협회가 10%, 나머지는 개인, 기업, 병 ․ 의
원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용 대상
영양교육 웹 사이트의 이용 대상은 복수 개를 기

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웹 사이트 
중 30%가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린이와 부모 대상 웹 사이트는 각각 
23.3%,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는 2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는 10%, 보
육교사 대상은 1%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93.3%), 영양교육 웹 사
이트들이 구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3) 구성 메뉴 및 제공 정보
영양교육 관련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메뉴로는 

대상 사이트 전체가 ‘식품 및 영양정보’ 관련 메뉴
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양상담’ 관련 메뉴는 1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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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address Open year Author / Manager Target group

http://www.ntri.co.kr/ 1997 Individual General population

http://www.dietnote.co.kr/ 1999 Individual Children

http://www.inje.gangwon.kr/health_center/html/index.asp 1999 Inje-gun Public Health Center General population

http://www.foodtower.net/ 1999 Departmen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Busan N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Children

http://www.dietnet.or.kr/ 2000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General population

http://www.dietitian.or.kr/ 2000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Dietitians

http://www.kdclub.com/ 2000 Korean Dietitian Assistant Dietetic teachers / Dietitians

http://www.ifood.or.kr/ 2002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http://www.tnytnykids.niz.to/ 2002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Children

http://www.healthfood119.com/ 2002 Individual General population

http://www.cwslp.co.kr/kor/ sub_01.html 2003 Changwon-city Office of Education Children

http://www.cwslp.co.kr/kor/sub_03.html 2003 Changwon-city Office of Education Dietitians

http://www.cwslp.co.kr/kor/sub_02.html 2003 Changwon-city Office of Education Parents

http://www.e-nutrition.go.kr/ 2003 Dongan-gu Public Health Center Parents / Teachers at child-care 
centers

http://kfda.go.kr/open_content/kids/ 2003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ids Children

http://www.babyfood.or.kr/ 2004 Manan-gu Public Health Center Parents

http://www.food79.net/die-
titian/main.html?OT_ID=dtadmin 2004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ietetic teachers / Dietitians 

http://www.food79.net/ 2004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http://www.food79.net/family/main.html 2004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arents

http://nutrition.kfda.go.kr/nutrition/main/index.jsp 2004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eneral population

http://www.ggi.or.kr/ 2005 Guri-city Public Health Center Children / Parents / Dietitians

http://www.ghc.go.kr/nutri/ 2005 Gwacheon-city Public Health Center General population

http://www.tentenzzang.com/ 2005 Seongbuk-gu Office of Education Adolescents

http://www.inalssin.net/ 2005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Adolescents

http://www.hp.go.kr/ 200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eneral population

http://www.mayjune.co.kr 2005 Mayjune Clinic General population

http://kids_nutri.khidi.or.kr/ 200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ietetic teachers / Dietitians

http://nutrition.kfda.go.kr/foodlife/index.htm 2006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eneral population

http://www.momspace.co.kr 2006 Nongshim Kellogg’s, Inc. Parents

http://health14.net/kor/main.html 2006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dolescents

Table 1.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evaluated in this study.

(43.3%) 사이트에서, ‘영양판정’ 관련 메뉴는 12개
(40.0%) 사이트에서, ‘조리법’과 ‘식단 작성’은 각각 
11개(36.7%), ‘커뮤니티’ 관련 메뉴는 4개(13.3%) 사
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었다(Table 2). 기타 영양 관련 

메뉴로는 영양게임, 영양 노래, 영양 동화, 영양상담 
기법, 미니홈피, 피부 관리, 식사/운동일지, 급식 운
영, 구인구직, 학술자료 등으로 웹 사이트의 이용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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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N (%)

Is a(n) author/manager clearly stated? 15 (50.0)

Is information source provided in a site? 19 (63.3)

Is feedback to a(n) author/manager available? 24 (80.0)

Does a(n) author/manager clearly state a copyright, 
trademark, or ownership of all materials on a site? 25 (83.3)

Table 3. Frequency (%) of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satisfy-ing authorship/sponsorship criteria of ALA web site checklist.Category Content N (%)

Menu bar Food and nutrition 30 (100.0)

Nutritional counseling 13  (43.3)

Nutritional assessment 12  (40.0)

Cooking method 11  (36.7)

Menu planning 11  (36.7)

Community nutrition  4  (13.3)

Others 15  (50.0)

Topic Balanced diet 24  (80.0)

General nutrition 18  (60.0)

Obesity & diet 15  (50.0)

Food 15  (50.0)

Dish & cooking method 14  (46.7)

Diet and disease  9  (30.0)

Food safety  5  (16.7)

Educational syllabus & material  5  (16.7)

Others 15  (50.0)

Table 2. Topics provided by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Criteria N (%)

Is a site’s purpose clear? 21 (70.0)

Is the primary focus of the site clear and not 
overshadowed by advertising? 28 (93.3)

Does the site avoid social bias 
(gender, racial, religious, or other types)? 29 (96.7)

Table 4. Frequency (%) of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satisfying purpose criteria of ALA web site checklist.

로 나타났다. 
메뉴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주제를 살펴 본 

결과, 가장 많이 제공되는 주제로는 24개(80.0%)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며, 그 다
음은 ‘영양소 및 영양소 대사’에 관련된 정보로 18
개(60.0%) 사이트에서 제공하며, ‘비만 및 다이어트’, 
‘식품 소개 및 정보’, ‘음식과 요리’ 관련 정보를 
14~15개(50%)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었다(Table 1). 
그 외 제공되는 정보로는 ‘질환별 식이요법’이 9개
(30%)의 사이트에서, 그리고 식품 안정성 및 유해성 
관련과 영양 교육안 관련 정보 등이 있었다. 

4) 정보제공 유형 
각 영양교육 웹 사이트의 정보제공 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웹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용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정화상’도 전체 웹 사
이트의 90.0%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정보제공 형태
로 나타났다. 반면 ‘동화상’이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
의 23.3%인 7개의 웹 사이트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음향 파일을 이용한 경우도 9개로 나타났다(30.0%). 

전체 웹 사이트의 93.3%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텍스트, 정화상, 동화상, 사
운드 등의 4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웹 사
이트도 전체의 23.3%인 7개로 조사되었다.

2. ALA 평가 도구를 이용한 평가 
1) 운영자와 지원
Table 3에 ALA 웹 사이트 checklist의 운영자와 

지원 영역 내의 각 항목을 만족하는 웹 사이트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운영자를 명시한 웹 사
이트는 전체 50.0%인 15개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출처를 제시한 사이트는 전체의 63.3%인 19개
로 조사되었다. 운영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트
는 24개인 80.0% 비율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저
작권 권리 명시는 25개인 83.3% 비율로 나타났다. 

2) 목적 
ALA 웹 사이트 checklist의 목적 영역 내의 각 항

목을 만족하는 사이트의 빈도와 비율을 Table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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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N (%)

Is information easy to use and find? 26  (86.7)

Is the site design appealing for intended 
audience? 23  (76.7)

Is the text easy to read and not cluttered? 30 (100.0)

Are users able to move around the site easily? 28  (93.3)

Are the links connected to pages well-organized 
and appealing? 20  (66.7)

Is the site design appropriate for intended 
audience? 23  (76.7)

Does a site provide help/FAQ where it is 
necessary?  9  (30.0)

Is the page loaded 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30 (100.0)

Is the page consistently available and is it 
loaded without problems? 29 (96.7)

Are required plug-ins clearly identified?  0  (0.0)

Do the design elements and features enhance the 
site? 30 (100.0)

Are interactive features clearly explained? 25  (83.3)

Is the site free of fees and does it request for 
personal information? 30 (100.0)

Table 5. Frequency (%) of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satisfying design/stability criteria of ALA web site checklist.
Criteria N (%)

Is the title appropriate to the site’s purpose? 26 (86.7)

Is the conten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by 
its intended audience? 24 (80.0)

Is there enough information to make visiting the 
site worthwhile? 19 (63.3)

If there is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n the 
site, is there a search function provided? 19 (63.3)

Are the spelling and grammar always correct? 28 (93.3)

Is the information updated regularly? & Is there a 
‘last updated’ date? 16 (53.3)

Are more links to information on the topic pro-
vided? 20 (66.7)

Are graphics relevant and appropriate to the con-
tent? 26 (86.7)

Is the subject matter relevant to and appropriate 
for the intended audience? 27 (90.0)

Is the presented viewpoint comprehensible to the 
intended audience? 26 (86.7)

Are the skills required to use the site’s features 
and structure appropriate and/or appropriately 
challenging for the intended audience?

28 (93.3)

Is information provided directly related to the 
site’s purpose? 29 (96.7)

Is the material on the site developmentally ap-
propriate for the intended audience? (Health and 
life-education sites may include mature content.)

23 (76.7)

Table 6. Frequency (%) of nutrition education web sites satisfyingcontent criteria of ALA web site checklist.

나타내었다. 사이트의 목적이 제시된 경우는 전체의 
70%(21개)이며, 대부분은 과대한 광고로 인한 내용 
전달의 방해가 없었으며(93.3%), 사회적 편견을 조장
하지 않았다(96.7%).

3) 디자인과 안정성 
Table 5에 ALA 웹 사이트 checklist의 디자인과 

안정성 영역 내의 각 항목을 만족하는 사이트의 빈
도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사이트 정보를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디자인이나 복잡한 구조
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분류된 사이트가 86.7%(26개)
로, 사이트의 의도된 대상에게 흥미를 끄는 사이트
는 76.7%(23개)로 나타나는 등 다수의 항목에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도움말/FAQ가 제공
되는 사이트는 9개인 30.0%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도움말의 주요 유형은 식사/운동일지를 작성
하고 그 추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등으로 조사

되었다. 다수의 사이트에서 주제와 관련된 외부 링
크를 제공하고 있었으나(66.7%, 20개), 개인이나 기
업, 병 ․ 의원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영양교육 관련 
사이트를 제작한 경우에는 외부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Flash나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player 및 viewer 등의 설치에 
관한 안내 문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용
Table 6은 ALA checklist의 내용 영역 내의 각 항

목을 만족하는 웹 사이트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사이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이트 명을 
사용한 사이트는 86.7%로 대부분은 적절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이트의 경우(‘트니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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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N (%)

 < 15  3 (10.0)
15~20  2 ( 6.7)
21~25  5 (16.7)
26~30 13 (43.3)
>= 31  7 (23.3)

Mean±SD 25.8±5.6

Table 7. Distribution of total scores based on ALA web site checklist.

키즈’, ‘키디키즈’, ‘맘스페이스’) 등은 이용 대상은 
알 수 있으나, 영양교육 웹 사이트인지를 유추하기
는 쉽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의도된 대
상에 맞게 내용이 이뤄져 있으나, 20.0%의 비율을 
차지하는 6개의 웹 사이트는 도움말 부족과 빈번한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의도된 대상자 집단에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양정보의 검색기능이 
제공된 사이트는 전체의 63.3%인 19개의 사이트에
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업데이트 날짜가 명시된 
사이트는 53.3%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Media 파일은 대부분 
내용과 관련되었으며(86.7%, 26개) 주제는 대부분 이
용대상에게 관련되고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0.0%, 27개), 내용의 충분성을 만족하는 웹 사이트
는 63.3%인 19개로 조사되었다. 제공되고 있는 정보
는 영양 전문가 또는 영양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자
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은 오류가 없
었으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60.0%에 해당하는 18개의 사이트로 다소 낮게 나타
났다. 웹 사이트 이용에 요구되는 기술 및 절차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용이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으
며(93.3%), 제공된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6.7%).

5) ALA 웹 사이트 checklist 총점
ALA 웹 사이트 checklist를 바탕으로 각 사이트의 

평가점수 분포는 Table 7과 같다. 30개 대상 사이트
의 평균 점수는 25.8(±5.6)로 나타났으며, 31점 이상
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이트는 전체 7개로 23.3% 

비율을 차지하였고, 26점에서 30점 사이의 점수를 
얻은 사이트가 가장 많았다(43.3%). 31점 이상의 점
수를 얻은 7개의 영양교육 사이트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과천시보건소 영양상담실
(http://www.ghc.go.kr/nutri/); 대한영양사협회(www.di-
etitian.or.kr/); 아이날씬(http://www.inalssin.net/); 영양-
건강 길라잡이(http://www.hp.go.kr/); 짱이와 영양친구
(http://www.food79.net/); food79 학부모넷(http://www. 
food79.net/family/main.html); 헬스14(http://health14.net/ 
kor/main.html). 

고 찰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의 이용도가 급격히 증가

한 것과 더불어 인터넷 상의 영양 관련 사이트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이러한 사이
트들에 대한 평가가 영양 연구자들에게 있어 흥미
롭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영양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들을 포괄
적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양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웹 사이트 30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주요 인터넷 검색엔
진을 통하여 이들을 추출하였으며, 질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미
국 ALA의 웹 사이트 checklist를 적용하였다. 

양적인 측면의 평가를 위하여 개설 연도와 주체, 
대상, 구성 메뉴와 정보의 주제, 정보제공의 수단 
등을 살펴보았는데,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
았을 때 전체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웹의 특성 및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는 영양정보 관련 사이트와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띠는 영양교육 사이트 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보
건소, 정부기관, 교육청 등이 개설한 사이트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Yu(2005)와 Bae 등(2006)의 선행연구에서 영양정보 
관련 웹 사이트의 5.6%와 33.7%만이 공신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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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협회,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고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영양교육 웹 사이트는 영양정보 사이트에 비
하여 정보 전달 및 교육의 비영리적 특성을 가지므
로, 개인이나, 기업, 병 ․ 의원보다는 식품영양 관련 
대학 및 기관이나, 보건 및 교육 관련 기관에 의하
여 주로 개설된다고 사료된다. 이용 대상에 대한 결
과도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Yu(2005), Bae 
등(2006), Kang 등(2004)의 연구에서 영양정보 웹 사
이트들의 대상집단이 주로 일반 건강인으로(90.0%)
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약 70.0%에 이르렀
다. 일반적인 영양정보 사이트에 비해, 영양교육 사
이트는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자의 요구를 반
영하고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영양교육 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현상이라 사료된다. 제공되는 정보의 주제
를 살펴본 결과 각 사이트 주 대상집단의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영양교육의 최종 목표인 식행동 변화에 주안을 두
어 제작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행동가능
요인 및 행동강화요인에 초점을 둔 실용적인 정보
의 제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웹 사이트의 구현에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요소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통신환경이 발전하고 사용자들의 
PC 용량이 증가되면서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의 
조사에서는 텍스트, 정화상, 동화상, 사운드 등의 4
가지 정보 형태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영양정보 관
련 사이트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Yu 2005), 본 연구에서는 23%로 약 20배의 증
가율을 보였는데 정보형태의 다각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Flash나 동영
상 파일을 제공하는 다수의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player 및 viewer 등의 설치에 관한 안내 문구를 하
지 않고 있어, 다각화된 정보 유형의 실제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완될 점으로 파악된다. 
웹 사이트의 질적인 측면은 ALA 웹 사이트 

checklist의 체계에 따라 운영자와 지원, 목적, 디자
인과 안정성, 내용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이
루어졌다. 운영자 및 정보출처의 명시는 사이트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바른 정보 공유의 문화를 형성
하는 지름길이 되므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중
요한 항목이다(Kim 등 2006). 선행연구에서 정보출
처를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의 비율을 27.3%로 보고
한 바 있으며(Hyun 등 2001),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
고 있는 정보들이 다른 사이트로부터의 정보를 중
복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Ly 등 
2004). 본 연구에 포함된 30개 영양교육 사이트들 
중 운영자 및 정보출처를 명시하는 사이트들의 비
율은 각각 50%, 63%로 최근 약간 개선되어 오고 있
음을 시사하였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중
복 기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출처의 바른 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인용 자료에 대한 
운영자와 이용자 쌍방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면에서는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의사소
통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나마 긍
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Hyun 등(2001)의 연구가 
58.5%, Jeong 등(2006)의 연구가 73.5%의 비율을 보
고하였던 것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주로 게시판 또는 메일을 통해서 마련
된 이러한 상호작용의 통로가 대부분 사용자의 이
용이 적었고, 운영자의 신속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
도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였다. 웹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
색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웹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의 목적을 밝히는 것
은 사이트를 방문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방문 목적
과 일치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영양교육 사이트의 필수기재 항목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70%의 사이트가 
목적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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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영양정보 사이트의 1/3 이상이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던 것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영양정보 사이트에 비해 영양교
육 사이트는 특성상 더욱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
지고 구축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과 안정성 영역에 대한 평가는 총 1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2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항목에 대하여 다수의 사이트들이 각 항목을 충
족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체의 약 
87%의 사이트가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혼
란스러운 디자인이나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지 않았
다고 분류되었는데, 이는 Hyun 등(2001)의 연구에서
의 58.2%, Jung 등(2006)의 연구에서의 79.7% 보다 
다소 높은 비율이다. 사용자가 스크린 상에서 최종
적으로 접하는 대면 공간인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도움말/FAQ를 제공
하는 사이트는 30%에 불과하여 미비한 항목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움말/FAQ를 제공하는 사이
트에서도 이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움
말/FAQ 기능의 구축과 아울러 이용 빈도 및 활용가
치를 높이기 위한 상세한 이용법의 설명 등의 보완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이트와 관련된 외부 링
크의 제공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 기업 및 병 ․ 의원
에서 개설한 사이트들이 저조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Jeong 등(2006)의 연구에서 비상업 사이트가 개
인 또는 상업 사이트보다 외부 링크로의 연결이 더
욱 용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던 것과 일
관된 결과로서 상업적 사이트의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Jeong 등(2006)의 인터넷 상의 식품영양 관련 정
보에 대한 조사에서 영양정보 검색기능이 제공된 
사이트가 32.2%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던 것에 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약 63%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
분은 게시판에서만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주 
메뉴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
는 주 메뉴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지 않아 메뉴 바

에 의해 구분되며 구성이 간단하여 검색 기능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정보내용을 
database로 관리하지 않고 일시성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어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어
려웠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업데이트 날짜가 명
시된 사이트는 약 53%로 역시 Jeong 등(2006)의 연
구보고에서의 11.2%보다는 높은 비율이 나타나 발
전적이나, 주로 주 메뉴가 아닌 게시판에서만 갱신
일이 표기되고 있었다. 영양교육 사이트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갱신일
을 표기함으로써 학습자의 계획적인 접근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 메뉴도 일시성의 단
순 웹 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관리자가 손쉽게 갱신 
가능하고 동시에 갱신일도 표기할 수 있도록 데이
터베이스화하거나, 주기적인 갱신을 위한 방안이 마
련하는 등의 운영태도 및 기획의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공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항
목도 전체의 약 63%의 사이트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용 영역의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다소 낮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비
율도 60%에 그쳤는데, 이는 이용자의 요구 및 영양
정보의 변화를 신속히 사이트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
이트가 비영리 목적인 관계로 운영 및 관리에 고충
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에서 영양교육과 관련된 웹 사이트 30
개를 선정하여, 양적 정보 분석지 및 미국의 ALA 
(1997)에서 제작한 웹 사이트 checklist를 바탕으로 
이들 사이트의 양적 및 질적 현황을 평가하였다. 현
황 평가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제언을 아래에 요약
하였다.
1. 2004년~2005년에 개설된 사이트가 12개(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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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3년에 개설된 사이트는 8개(26.7%)로 
현재 운영 중인 영양교육에 관련된 사이트는 
2002년~2005년에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주체로는 학교가 23.3%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등 정보 전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교육 사이트의 비영리적 특성을 반영하
고 있었다. 

2. 사이트 이용대상은 전체의 30%가 일반 건강인 
이었으며, 어린이와 부모 대상이 각각 23.3%를 
차지하였다.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청소년 대
상, 보육교사 대상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구체적이면서도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3. 사이트를 구성하는 메뉴로는 ‘식품 및 영양정보’ 
관련 메뉴가 전체 사이트에서, ‘영양상담’ 관련 메
뉴는 전체 중 43.3%의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
으며, ‘영양판정’ 관련 메뉴는 전체 중 40.0%에서 
나타났다. 이 외 ‘조리법’ 관련 메뉴, ‘커뮤니티’ 
관련 메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메뉴를 통해서 가
장 빈번히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주제는 ‘균형 잡
힌 식생활’(80.0%, 24개)이었으며, ‘영양소 및 영양 
대사’(60.0%, 18개), ‘비만 및 다이어트’, ‘식품소개 
및 정보’, ‘음식과 요리’, ‘질병과 식품’ 순으로 나
타났다. 다양한 주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식행동 변화에 주안을 둔 영양교육 웹 사이트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보완된 사
이트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4. 정보 제공 유형은 텍스트와 정화상이 가장 많았
지만 동화상도 전체의 23.3%인 7개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하고 있는 등 멀티미디어 요소가 점점 
다양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player 및 viewer 등의 설치
에 관한 안내 문구를 하지 않고 있어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보다 원활한 활용을 위해 보완될 점으
로 파악된다. 

5. 운영자의 프로필을 제시한 사이트는 50.0%밖에 
되지 않았으며,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

트도 전체의 63.3% 비율로 다소 낮았다. 웹 사이
트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바른 정보 공유의 분화
를 형성하기 위한 운영자와 이용자 쌍방의 책임
감과 소명감이 매우 요구된다. 

6. 사이트의 목적을 제시한 경우는 전체의 70.0%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사이트가 광고로 내용 전달
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지 않았다. 

7. 다수의 사이트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86.7%), 대상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76.7%)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도
움말/FAQ가 제공되는 사이트는 30.0% 비율로 낮
게 나타나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8. 사이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이트 명을 사용
한 경우는 86.6%로 양호하였으나, 도움말 부족 및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이용 대상에
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20%
에 이르렀다. 영양정보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63.3%로 나타났으나 이들 대부분
이 주 메뉴가 아닌 게시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
다. 정보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검색 기
능의 제공이 용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
겠다. 

9. 업데이트 날짜가 명시된 사이트는 53.3%로 다소 
낮았는데, 이 또한 주 메뉴가 아닌 게시판 형태
로 구성된 정보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었다. 최신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도 60.0%에 미치
는데 그쳤다. 사이트 기획 시에 일시성의 단순 
웹 페이지가 아닌 손쉽게 갱신 가능하도록 데이
터베이스화하는 등의 갱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갱신을 시행하고 
갱신주기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계획적인 접근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 ALA 평가 점수가 31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이트는 23.3% 비율로 나타났으며, 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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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사이의 점수를 얻은 사이트도 43.3%로 나
타났다. 비교적 양질의 사이트가 구축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의 운영 방안이 미흡하여 
사용자의 참여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자료로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사이트 운영 모범 사례 등의 전략을 마
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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