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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의미와 중요성

⊙⊙ 구글에서 검색되는 정보의 7%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매일 10억 건 이상의 건강정보 검색이 이루어지고
1)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정보검색량은 코로나 19 유행 이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되며, 구글
트렌드를 통해 국가별로 2020년 3-4월 최고 검색량을 기록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방역, 보건, 의료
2)

분야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 전세계적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에 비대면 진료(Telehealth)와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은 크게 주목되고
3)4)5)

있다.

⊙⊙ 이렇게 전자 자원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얻은 지식을 활용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건강행동을 위한 결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로 정의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디지털헬스케어(생태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건강 결정의 사회적 요인에 속하고, 건강 격차와 건강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어,

6)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시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 그림 1 ] 코로나 19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출처)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2020, Vol. 19(6) 458–461)
1) https://www.telegraph.co.uk/technology/2019/03/10/google-sifting-one-billion-health-questions-day/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 19 이후 주요 트렌드 변화. e-세계농업 제3호 p14. 2020.

3) Triana, A. J., Gusdorf, R. E., Shah, K. P., & Horst, S. N. (2020). Technology literacy as a barrier to telehealth during COVID-19.
Telemedicine and e-Health, 26(9), 1118-1119.
4) Brørs, G., Norman, C. D., & Norekvål, T. M. (2020). Accelerated importance of eHealth literacy in the COVID-19 outbreak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19(6), 458-461.
5) Okan, O., Bollweg, T. M., Berens, E. M., Hurrelmann, K., Bauer, U., & Schaeffer, D. (2020). Coronavirus-related health literacy: A crosssectional study in adults during the COVID-19 infodemic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5), 5503.
6) https://www.thenationshealth.org/content/5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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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근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정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은 건강결과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개인의 건강관리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영향력이 크고,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역량이나 활용하는 수준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8)

나타나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소비자들이 디지털 헬스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하며, 언제나 그렇지 않은
9)

사용자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 표 1> 비대면 의료 시스템의 형평성 부여를 위한 권고사항

•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한다
•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생산한다.
• 새로운 기술 배포 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환자 교육에 중점을 둔다
• 의료인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워크플로를 개발한다.

(출처) Digital health literacy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2021 WEDI conference HIMMS

7) McKinsey&Company. Patients love telehealth-physicians are not so sure. 2022.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1.

9) Rodriguez, J. A., Clark, C. R., & Bates, D. W. (2020). Digital health equity as a necessity in the 21st century cures act era. Jama,
323(23), 2381-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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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동향 및 실태

⊙⊙ 보건의료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WHO에서는 디지털 헬스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10)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정책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11)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단위 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디지털헬스케어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미국과 호주에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EU시민의 디지털 건강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유용하고 중요한
지식,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표 2 >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정책 동향
국가

주관

추진내용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Healthy People 2030에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개념 포함
• NNLM, All of Us Research Program을 통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도구 개발 및 제공

호주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Digital health literacy initiative fund 운영
• Good Things Foundation을 통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기술 교육 및 디지털 포용성 개선

영국

NHS Digital

• National survey assessing public readiness for digital health strategies against
COVID-19 실시
• NHS design principles, how to write for NHS digital services 개발 제공

캐나다

Canada Health
Infoway

• 2018년부터 매년 캐나다인의 디지털 건강관리 능력, 자신감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CANADIAN DIGITAL HEALTH SURVEY 실시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iHeal 프로젝트 : 국가 및 유럽 수준에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향상시키는 디지털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지원
• IC-Health 프로젝트 : 유럽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향상 지원
• EuroHealthNet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건강 형평성에 대한 의미를 조사하는 Policy
Précis 발행

⊙⊙ 2000년대 초반부터 e-헬스 리터러시 개념의 등장과 함께 인구집단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한
12)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각 연구마다 디지털 헬스 기술과 정보의 범주에 따라 측정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고, 이런 도구들은 측정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고 평가항목을 조정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Global diffusion of eHealth: ma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achievable: report of the third
global survey on e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11) Van Den Broucke, S., Levin-Zamir, D., Schaeffer, D., Pettersen, K., Guttersrud, Ø., Finbråten, H., ... & Pelikan, J. (2020). Digital health
literacy in general populations–An international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0(Supplement_5), ckaa165-124.
12) Van Der Vaart, R., & Drossaert, C. (2017).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measuring a broad spectrum of
health 1.0 and health 2.0 skills. J Med Internet Res, 19(1), 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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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 도구 현황13)14)15)16)17)
측정도구

개발년도

특징

2006

•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e-health 소비자의 자가 능력 평가
• 건강정보 추구, 건강정보 처리, 건강 관련 지식 전환에 대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측정

2015

• e-health 사용자 및 e-health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특성화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 정보 처리 능력, 건강관리 참여, 디지털서비스 참여, 안전성, 디지털서비스 참여
동기, 시스템 접근 권한, 개인 맞춤 서비스 평가 능력 측정

2017

• 인터넷 기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eHEALS)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 운영 기술, 탐색 기술, 정보 검색, 신뢰성 평가, 관련성 결정, 자체 생성 콘텐츠 추가,
개인 정보보호 능력 측정

eHLQ
(eHealth Literacy
Questionnaire,
15)
2018)

2018

• 사용자의 속성, 기술과 사용자의 상호 작용,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설명하는 7차원 eHLF(eHealth Literacy Framework)를 기반으로 개발
• 기술 사용, 이해, 참여 능력, 안전 통제, 동기, 엑세스 기술, 맞춤서비스 선택 능력
측정

DHTL-AQ
16)
(2022)

2022

• 디지털 건강 기술, 서비스 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 디지털 기능 및 디지털 핵심 문해력 영역에 대해 정보 및 통신 기술 용어, 정보 및
통신 기술 아이콘, 앱 사용, 건강 정보의 신뢰성 및 관련성 평가 능력 측정

eHEALS
(eHealth Literacy
12)
Scale, 2006)
eHLF
(eHealth Literacy
13)
Framework, 2015)
DHLI
(Digit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14)
2017)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일반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주요 전략 내용에 ‘건강정보이해력 제고’
목표가 반영되어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헬스 리터러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평가할 만한
18)

변화라고 여겨진다.

< 표 4 > 국내 디지털 리터리시 관련 조사 현황
대상

주관/시행기관

내용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13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로부터 시작
• 일반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대상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매년)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 일환
• 2021년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13) Norman, C. D., & Skinner, H. A. (2006). eHEALS: the eHealth literacy scal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8(4), e507.

14) Norgaard, O., Furstrand, D., Klokker, L., Karnoe, A., Batterham, R., Kayser, L., & Osborne, R. H. (2015). The e-health literacy
framework: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aracterizing e-health users and their interaction with e-health systems. Knowledge
Management & E-Learning: An International Journal, 7(4), 522-540.
15) Van Der Vaart, R., & Drossaert, C. (2017).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measuring a broad spectrum of
health 1.0 and health 2.0 skills. J Med Internet Res, 19(1), e27.

16) Paige, S. R., Stellefson, M., Krieger, J. L., Miller, M. D., Cheong, J., & Anderson-Lewis, C. (2019). Transactional eHealth literacy:
Developing and testing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4(10), 737-748.

17) Yoon, J. (2020).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digital health technology liter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8) 관계부처합동.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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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조사 연구는 주로 e-헬스 리터러시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되
었는데, e-헬스 리터러시의 개념상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 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모바일 헬스,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 등 더 포괄적인 디지털 헬스 맥락에서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연구에서 디지털
헬스의 제공자로써 보건의료인과 수용자로써 환자의 e-헬스 리터러시는 건강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국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19)20)21)22)23)24)
대상

주요 결과
• 만성질환자의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의료인-환자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으며,
의료인-환자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침

18)

만성질환자(2020)

19)

암환자, 간호사(2020)

•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추구행동과의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남

20)

노인(2020)

• 직장인의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정보 추구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됨
• e-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이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전달시스템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제시

21)

직장인(2019)

22)

보건관련 대학생(2018)
23)

여대생(2017)

• 간호사는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련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암환자의 경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보건관련 대학생은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관심도, 건강관리시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행위에 주요 영향요소로 분석됨
• 간호대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자가간호역량 간의 상관성을 확인했으나, 비전공 여대생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최근 일차의료에서 환자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 건강 측정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2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 내원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 해소 방법
으로써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별과 학력 등 대상자의 특성이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간
접근성과 수용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환자의 순응도와 디지털 친화력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도 활용하기 쉽도록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고, 환자
참여를 권고해야 하는 의료진에게도 디지털헬스케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19) 김미영, 이지애, & 두은영. (2020). 만성질환자의 e-헬스 리터러시가 의료인-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6(2), 73-83.
20) 김현정, & 김미영. (2020). 암 환자와 간호사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 비교 연구. Asian Oncology Nursing, 20(2), 100-109.

21) 송지현, & 신수진. (2020).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e-헬스 리터러시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321-332.
22) 김미나, 유양숙, 황경혜, & 조옥희. (2019). 직장인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리터러시가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관련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357-367.
23) 남영희, & 이승민. (2018). 보건계열과 공학계열 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행위 비교.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10), 1947-1955.
24) 박정우, & 김미영. (2017). 간호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자가간호역량 비교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3(4), 439-449.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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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1.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 관리 필요
⊙⊙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전화처방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건강관리 관심 증가로 건강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디지털 기반 정보를 활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서비스
접근성이나 효과성에 영향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넥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새로운 트렌드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사회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그에 따른 건강형평성 이슈를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단위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조사를 추진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2. 디지털 전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
⊙⊙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IC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정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환자 참여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취약계층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수용해야하는 디지털 기술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항상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국제적인 헬스 리터러시 정책의 경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조직과 시스템의 영역에서 헬스 리터러시
26)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인력과 조직은 스스로의 헬스 리터러시 확보 노력과 함께 국민 또는
환자의 헬스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개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가에게도 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제공자로써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가와 시스템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개인의 참여와 역량
발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6) 조희숙 & 윤나영. (2021). 조직 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건강교육진흥학회지, 38 (2), 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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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헬스 기술, 소비자와 환자 참여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확보 노력해야
⊙⊙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주요 동력은 기술 혁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기회와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은 의료인과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포괄적 가치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의료현장의 수용도를 확보하고 보편적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건강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특성 상
서비스 활용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환자나 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윤리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품질 요소이므로, 기술 개발 시점에서부터 환자나 소비자의 인식과 수요를 고려하고 참여
기회를 제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 체계 내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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