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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and accessibility of toxic substances provided to 

Internet websites.

Methods: From August 1, 2020, to August 31, 2020, we analyzed eight internet websites 

regarding toxic pharmaceuticals, pesticides, and chemicals. The website-evaluation criteria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for information and five categories for website convenience.

Results: All eight websites about toxic substances were hosted by reliabl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nd provided accurate information in terms of informational relevance. The website run 

by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scored the highest with 100points. Analysis of the websites’ 

accessibility to non-members’revealed that six (75.0%) were accessible, but two (12.5%) provided only 

limited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mobile apps was only available in three of the 

eight cases (37.5%).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Internet websites about toxic substances. 

Toxicological information that can be viewed only with membership and manager approval 

requires membership in advance of viewing. In addition,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orking at 

a site or hospital should be familia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oxicity 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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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손상은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극

을 받는 것으로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결과

를 가져온다[1].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경로는 의도

적, 비의도적으로 다양하다. 먼저 비의도적 중독

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인구 100,000명당 

46.7명으로 비의도적 손상 환자 중 네 번째를 차

지하고, 사망환자는 100,000명당 1.2명으로 교통

사고와 낙상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2]. 의도적인 

중독은 주로 자살 시도이며, 자살 시도 환자 중 

중독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3-5].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독은 치료 목적으로 활용

되는 약물이 가장 많았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비의도적 중독 중 의약품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84%까지 이른다고 제시한다[6-8].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비의약품의 판매 장소가 확대

되면서 비의도적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9]. 비의

도적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진정 수면제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진통제가 두 번째, 호

흡기계와 심혈관계 약물이 그 뒤를 이었다[9]. 의

도적인 중독인 자살에서도 진정 수면제가 가장 높

았고 진통제가 두 번째, 살충제 및 농약이 세 번

째로 나타났다[10].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한 사

례도 26%로 높았다[10]. 의도적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는 남녀 모두 농약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성별에 따라 원인 물질이 달랐다[11]. 남성은 일산

화탄소 및 가스였고 여성은 부식제, 일산화탄소 

및 가스였다[11]. 이와 같이 병원 전과 병원 내 응

급의료종사자가 독성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정

보를 확인하는 것은 중독으로 노출 또는 복용하게 

되는 독성물질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병원 전 독성물질 중독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 

이송 등의 업무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서 소방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되었다[12]. 2017년 시행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 상담 자료에 따르면, 병원 전 단계의 독성물

질 상담과 응급처치는 부족하였고, 독성물질의 종

류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

다[12]. 이에 병원 전 중독물질이 노출되는 경로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119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

의 상담과 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였다[12].

일반인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급

상황센터로 신고를 한다. 하지만 질병이 아닌 사

고의 성격을 갖는 중독환자의 원인은 광범위하여 

독성물질의 종류를 식별하고 응급처치와 부작용 

등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반

인에게 정확한 독성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취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119 구급상황센터

에서는 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독성물질에 대한 자

료를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약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

다[13]. 의학 분야의 학술정보는 전문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이 높아야 한다[14]. 의학 분야 

연구자들은 학술정보를 검색할 때, 연구기관 및 

도서관과 협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보

다 학술검색을 직접 할 수 있는 펍메드(PubMed)

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주로 이용한

다[14]. 따라서 연구자는 중독환자 발생 시 원인 

물질의 식별, 성분, 작용 및 해독제 등에 대해 임

상의학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권위있는 웹사이트

를 검색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독성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자료는 응

급의료종사자가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는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향후 이 연구는 응급의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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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독성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고 있는 독성정보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분

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성정보를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로 검

색하고 정보의 접근성, 정보의 내용, 검색 방법, 

제공정보의 항목으로 나누어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관별 정보 검색의 특징을 살펴보고 웹

사이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된 독성

정보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분석대상

이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독성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서 통합 검색 시에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광고 등을 제외하고 개발자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거나, 임상에서 주로 

검색에 활용되는 웹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선행연

구[9-11]를 참고하여 연구자는 독성정보를 의약

품, 농약,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주제별 키워드인 

‘의약품 정보’, ‘의약품 검색’, ‘약 검색’, ‘농약 정

보’, ‘농약 검색’,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검색’, 

‘독성정보’, ‘독성정보 검색’로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웹사이트 중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을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웹사이트는 총 8건이며 

의약품 2건, 농약 2건, 화학물질 3건, 종합 독성

정보 1건을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독성정보에 대한 웹사이트의 평가 기준은 정보

성 측면과 웹사이트 편의성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

하였다. 선행연구[15,16]에서 사용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정보성 50점과 편의성 50점으로 분류하

고 총 100점으로 평가하였다<Table 1>. 정보성 

측면은 정보의 정확성, 참고문헌, 응급처치 정보, 

개발자 정보, 개발자의 연락처 제시로 분류하고 

편의성은 웹사이트 접근성(비회원 접근성), 모바

일 접근성, 검색 기능, 웹 구성도 제공(site 

map), 웹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정보가 제시되

는 경우는 ‘정확’으로 10점, 정보가 부족한 경우는 

‘부족’으로 5점,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정

보 없음’으로 0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응급의학과 교수 1인과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이 독립적으로 독성정보를 검색하여 평가

하고 평가자 간 평가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항

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에게 의뢰하여 최종 점

수를 산정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25.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

였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중독정보의 종류에 따라 

빈도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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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ore

Information

Information accuracy
 Range of the content, Depth, Consistency,
 Conformity with the subject

10

References
 Source of data,
 Presentation of reference materials

10

First aid information  Presentation of reference materials 10

Developer information  Agency information provision 10

Developer contact  E-mail, addess, telephone number 10

Convenience

Website accessibility  Non-member information accessibility 10

Mobile accessibility  Android, iPhone app accessibility 10

Search function  Searching for information within a website 10

Web configuration map  Site map 10

Web design  Combination of text and graphics 10

Total score 100

Table 1. Evaluation score criteria

Ⅲ. 연구결과

1. 독성정보 검색 웹사이트 특성

1) 의약품 검색 웹사이트

독성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Fig. 

1>과 같으며 크게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 종합 

검색으로 분류된다.

의약품 검색에는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안전나라

가 있다. 약학정보원은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

전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2001년 대

한약학정보화재단이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 표준

의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웹사이트이다. 

약학정보원은 비회원도 의약품 검색과 식별은 가

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성분정보와 복약정보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국내 생산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통합검색, 

제품명, 성분명, 회사명, 보험코드, 효능과 효과를 

검색할 수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 의약품정

보, 식별정보, 복약정보, 성분정보, 질병정보, 학

술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안드로이

드와 애플 마켓에서 약학정보원 어플을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와 의약 전문가가 

의약품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고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는 안전정보 웹사이트이다. 정보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정보를 살펴볼 수 있어 웹사이트 

접근성은 높았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국내에

서 생산된 의약품 및 수입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

고 상세검색, 낱알검색(식별정보), 업체명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정보는 의약품의 기본정보, 원료약

품 및 분량,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DUR), 재심사 

보험, 기타정보, 생산실적, 수입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는 독성중독에 대한 치료적 

정보는 없다.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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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eb page title Web site address Web site 

Medication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http://www.health.k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ttps://nedrug.mfds.go.kr/index

Pesticide

Korea Corp 
Protection 
Association

http://www.koreacpa.org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http://pis.rda.go.kr

Chemical
substance

National Fire 
Agency

http://hazmat.mpss.kfi.or.kr

KOSHA http://msds.kosha.or.k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ttp://ncis.nier.go.kr

Total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http://nifds.go.kr/toxinfo

Fig. 1. Websites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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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모바일 App으로의 접근은 할 수 없다.

2) 농약 검색 웹사이트

농약 검색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가 있다. 한국작물

보호협회는 1973년 국내 농약 단체인 농약공업협

회로 설립이 되었고 2006년 한국작물보호협회로 

개칭되었다. 매년 4월 30일까지 등록된 농약을 작

물보호제 지침서(구, 농약사용 지침서) 책으로 발

간된다. 정보 접근은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다. 농

약 정보는 등록된 농약의 사용 지침서로 제공되고 

해독제의 사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내용이 간략

하여 일반인 수준의 정보이고 임상적 치료 정보는 

없다. 병원에서 환자 치료 정보로는 내용이 간단

하다. 참고문헌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검색 방

법은 품목명, 상표명, 용도, 작물명, 병해충 잡초 

등으로 검색하고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이 가능하

다. 제공되는 정보는 농약의 급성경구독성치

(lethal dose 50%)와 계통에 따른 중독증상과 치

료법에 관한 내용을 파일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는 농약과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

적으로 등록된 농약의 정보와 시험성적서(이화학 

분석, 약효·약해, 인축·생태 독성, 작물·토양

잔류 등)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농약정보는 

농약과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

원가입 절차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제

공 독극물 분류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농약의 생산, 유통이 불가하므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약은 전수가 등록되어 있다. 검

색 방법은 품목명, 용도, 일반명, 상표명, 작물명, 

병해충 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로 다운받

을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 항목은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등록일은 알 수 있지만, 의료적인 정

보나 중독 시의 치료적 정보는 없다<Fig. 1>.

3) 화학물질 검색 웹사이트

화학물질 검색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위험물정보시스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화

학물질정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이 있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

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의 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법이나 전문처치법에 대

한 정보는 없다. 회원가입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

하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지정된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성 물질(위험물)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적용받지 않는 유해화학물질(비위험물) 약 

3,000종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

은 물질명, 관용명, 위험물 분류명,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number, UN number,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 적용 소화약제를 통해 검

색한다. 제공정보 항목은 기본물질정보, 폭발 및 

화재위험성, 누출 시 대처요령, 물리·화학적 특

성, 취급 시 주의사항, Global Harmonized 

System(GHS) 정보와 간단한 일반인 수준의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는 화학

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

공하는 자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한다. 모바일 App이 개발되어 있어 안드로이드 

및 애플 App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검색하면 회원가

입 절차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독

극물 분류는 19,79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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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특히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3,000종은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

(CHEM-i)를 적용하여 취급 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를 표준문구와 삽화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발한 맞춤형 화학

물질이다. 검색 방법은 물질명(관용어/동의어), 

CAS number, UN number이다. 제공정보 항목

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과 위험

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처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

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

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은 화학물

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

하기 위해 화학물질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체 유해성과 독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는 

자료도 일부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정보는 없다. 안드로이드 및 애플 마

켓에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을 검색하면 어

플이 있다. 회원가입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화학물질 기본정보

(45,839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1,832건) 및 

시험자료(519건)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을 제공한다. 제공정보 항목은 일반정보, 물질번

호 및 함량정보, 고시정보, 분류표시, 시험자료, 

기타자료이다<Fig. 1>.

4) 종합정보 검색 웹사이트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독성

정보제공시스템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

보제공시스템은 식품과 의약품 등에 원료로 사용

되는 성분의 독성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3

개의 독성정보, 중독정보, 상품정보로 나누어서 

구성되며 임상적으로 유용한 자료이다. 일반인에

게 중독정보와 그에 연계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

고 올바른 식품과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응급의료센터에서 중독사고의 상담 및 

치료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독성정보제공시

스템이다.

독성정보는 일반인, 전문가를 위하여 상세 독성

정보를 한글로 제공한다. 상세정보는 총 8개 항목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거

나, 인쇄를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식품

(167종), 의약품(470종), 화장품(79종),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19종), 농약·살충제·동물용 의

약품(19종), 중금속(25종), 기타(1,408종)로 총 

2,431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검색어

를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 분류 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고 한글이나 영문 인덱스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정보 항목은 물질정보, 용도, 독성정보, 독성 

동력학 및 대사정보, 응급의료정보, 표준(관련 규

정), 물리·화학적 특성, 참고문헌을 제공한다.

중독정보는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의약

품, 농약, 가정용품, 동·식물, 기타의 중독정보를 

전문가를 위해 한글로 제공한다. 총 10개의 항목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허가해야 회원가입

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에 미리 가입해 놓아야 한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

류는 의약품(310종), 농약(46종), 가정용 화학물

질(69종), 동식물(77종), 한약재(17종), 기타(69

종)로 총 588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항목 분류로 검색

이 가능하다. 한글이나 영문 인덱스로 검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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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valuation score by website.

도 있다. 제공정보 항목은 임상 서론, 독성 동력

학, 급성중독 시 임상 양상, 만성중독 시 임상 양

상, 중독의 진단, 검사실 소견, 중독 현장 및 응급

실 처치, 전문적 치료와 해독제, 비고, 참고문헌이 

제공된다. 상품정보는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

는 가정용품, 의약품, 농약의 3군으로 나누어 상

품정보를 제공하고 중독정보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신청 후 관리자가 허가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정보제공 독극물 분류는 가정용품, 의약품, 농

약의 3가지로 세분화되어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 분류목록

으로 검색하거나 한글이나 영문 인덱스로 검색한

다. 그 외 성분정보 검색(국문 물질명, 영문 물질

명, CAS number), 제조사 정보 검색(대표 제조

사명, 국문 제조사명), 식별검색(상품의 포장 재

질, 색깔, 모양, 분할선, 투여경로 등)을 할 수 있

다. 제공정보 항목은 상품정보, 성분정보, 제조사 

정보, 판매사 정보가 있다<Fig. 1>.

2. 웹사이트 평가 점수

독성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평가 점

수는 <Fig. 2>와 같다. 독성정보를 정보성 측면과 

웹사이트 편의성 측면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웹사이트는 100점으로 안전보

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이다. 국립환경

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이 90점으로 나타났

다.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에는 임상적 의료정보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독성정보

제공시스템은 75점이었다.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은 

웹사이트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독성정보는 회

원가입 절차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나, 중독정

보는 회원가입을 한 후 관리자가 허가해야지만 회

원가입이 완료되고 정보를 볼 수 있다. 상품정보

도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모바

일 app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의 site 

map을 살펴볼 수 없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

낸 것은 한국작물보호협회이다. 응급처치 정보는 

일반인 수준의 간단한 정보였다. 모바일 app이 

개발되지 않았고 웹사이트의 site map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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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ccuracy Lack None

Information

Information accuracy 8(100) 0(0.0) 0(0.0)

References 5(62.5) 0(0.0) 3(37.5)

First aid information 3(37.5) 1(12.5.) 4(50.0)

Developer information 8(100) 0(0.0) 0(0.0)

Developer contact 8(100) 0(0.0) 0(0.0)

Convenience

Website accessibility 6(75.0) 2(25.0) 0(0.0)

Mobile accessibility 3(37.5) 0(0.0) 5(62.5)

Search function 8(100) 0(0.0) 0(0.0)

Web configuration map 6(75.0) 0(0.0) 2(25.0)

Web design 8(100) 0(0.0) 0(0.0)

Table 2. Accuracy of toxicity information

3. 독성정보의 정확성 분석

인터넷 웹사이트의 독성정보의 정확성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보성 측면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8건

(100.0%)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 관련 참고문

헌을 제시한 웹사이트는 5건(62.5%)을 나타냈으

며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한 웹사이트는 3건

(37.5%)으로 낮았다. 개발자 정보와 개발자의 연

락처는 웹사이트 8건 모두 제시되었다. 편의성 측

면을 살펴보면, 비회원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파

악한 결과, 6건(75.0%)은 가능하였지만, 2건

(12.5%)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안드로이드

와 애플 App이 개발되어 모바일에서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는지 접근성을 파악한 결과, 3건(37.5%)

에서만 가능하였다.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모든 웹사이트에 있었다. 웹 

구성도(site map)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6건

(75.0%)이었고 웹 디자인 영역은 글자와 그래픽

의 조화와 제공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웹사이트에

서 정확하게 제공되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국내 인터넷 웹사

이트에 제공된 독성정보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

된 독성정보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되었고 정

보의 정확성을 살펴본 결과, 독성정보의 범위와 

깊이, 주제의 적합성 등에서 8개의 웹사이트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독성정보는 비회원이 

정보를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이었고 모바일 App이 

개발되지 않아 모바일로 정보를 검색하기는 어려

움이 있었다.

의학 분야의 학술정보는 정보 집약적이고, 최신

성과 신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술정보 역할

이 중요하다[14].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학술정보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별도로 

있으며 펍메드(PubMed)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가 여기에 해당한다[14]. 이와 같이 독성

물질만 종합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가 존재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독성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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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스템이며, 이 웹사이트는 의약품, 농약, 화학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만 별도로 종합 검색할 수 

있다. 독성정보, 중독정보, 상품정보로 나누어 정

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한 자료이

다. 의약품(310종), 농약(46종), 가정용 화학물질

(69종), 동식물(77종), 한약재(17종), 기타(69종)

로 총 588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전과 

병원 내 응급의료종사자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

여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가정용품, 의약

품, 농약 등을 분류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중독환자는 주로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

에 내원한다[11]. 중독환자의 신고를 받는 119 구

급상황센터의 역할은 독성물질 중독환자의 현장 

출동 및 병원 이송뿐만 아니라, 의료상담 역할까

지 수행해야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119 구급상

황관리센터는 저독성 중독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2].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은 식품과 의

약품의 독성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독환자를 

치료할 때 참고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통

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인터넷 웹사이트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8건의 웹사이트 중 2건에서 회원가입을 시

행하고 승인된 회원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의도적

인 중독사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인 웹사이트 접근은 옳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현장과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의 검색의 특

징을 알아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사전에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

율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국민의 94.8%가 보유하

고 있으며 자료와 정보를 찾기 위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였다[17]. 일반인은 정보

를 검색할 때,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

는 모바일 인터넷 웹사이트와 어플을 이용한다. 

특히, 모바일 App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고 손쉽

게 의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운동, 의료기관, 

의약품 영역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실생활에 적

용되고 있다[18]. 하지만 연구 결과, 독성정보를 

스마트폰 App으로 개발한 기관은 8건 중 3건에 

불과하였다. 독성 중독사고는 종류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독성물질을 가정 내에서 먹거나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담과 응급처치

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보 접근은 간단

해야 하고 편리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

가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 생활

물질 등의 독성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독성정보 모바일 어플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웹사이트를 분석하였으나, 가변성이라는 

인터넷 정보의 특수한 성격으로 연구의 결과는 제

한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독성정보에 관한 신뢰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정보의 내용과 웹사이트의 편리성, 접근

성의 특징을 전달하였기에 의미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독성정보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

이트의 정보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고,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

넷 웹사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독성정보의 검색 방

법을 점검하고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병원 

내 단계의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종사자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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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성정보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독성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독성물질을 

종합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

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이 있었으며 회원가입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는 독성물질을 검색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확인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제한된 정보에 접

근하기 위해서 병원 전과 병원 내 응급의료종사자

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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