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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목

재 우리는 주 의 넘쳐나는 의료 고 속에 살고 있다.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에서부터 재 가장 큰 고매체로 여겨지는

인터넷까지 어디서나 의료 고는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다. 재 치과

의과 병,의원은 아주 극심한 경쟁의 상황은 의료법에 반되는

과장 고를 유발하게 하 다.

재 행해지고 있는 의료 고 과 고는 환자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달하게 되어 환자에게 피해를 수 있다.이러한 피해를 일

수 있도록 치과 의과 병,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고

의료법을 반하는 증례들을 의료법 기반으로 분석해보고,심의를

피해가는 고들을 보며 추가 으로 수정해야할 법의 필요성에 해

고찰해본다.

2.방 법

연구의 범 는 재 한국의 2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와 다음(daum.net)에 링크된 의과 치과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개재된 고이다. 고들 의료법에 명시돼있는 의료 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반한 고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율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검색순

상 에 링크되어 있는 치과병,의원과 의과병,의원을 상으로 하여 복된

곳을 제외하고 60개의 치과 의과 병,의원 홈페이지(각 30개)를

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일반인이 근할 수 잇는 모든 세부 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한다.

허 ,과장 고를 정하는 기 은 재 의료법의 의료 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3.결 과

1)총 60개의 홈페이지 33개(치과 11개(36.7%),의과 22개(73.3%))에서

의료 고 심의제도의 기 에 부합되지 않는 허 ,과장 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허 ,장 고를 하고 있는 33개의 사이트에서 평균 으로 치과

1.55개,의과 1.9개의 항목을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각 항목별 반사항을 보면

1.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의과:6건,20%,치과:0건,0%),

2.치료 효과 보장(의과:4건,13.3%,치과:4건,13.3%),

3.다른 의료기 과 비교(의과:1건,3.3%,치과:0건,0%),,

4.다른 의료기 비방(의과:0건,0%,치과:0건,0%),

5.직 인 시술행 노출(의과:1건,3.3%,치과:2건,6.7%),

6.부작용 등 요정보 락(의과:9건,30%,치과:2건,6.7%),

7.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의과:16건,53.3%,치과:6건,20%),

8.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 표 (의과:0건,0%,치과:0건,0%),

9.가격,기간에 한 과장(의과:16.7건,%,치과:3건,10%)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의료 고,과 고,허 고,의료 고법,의료 고 심의제도

학 번 :2011-22431



Ⅰ.서 론

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얻는 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속해 간단히 검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일반인들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해서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의료 지식의 경우는 보통의 지식들과는 다르게 정보의 비 칭성이

크게 존재하는 분야이므로 의료인이나 그에 하는 문가가 아니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려서 취득하기는 힘들다.

재 치과의사와 의사의의 수는 매년 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인터넷 상 치과 의과

의료 고를 하기는 매우 쉬운데,허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의료 고를 한 일반인들은 정보의 비 칭성으로 신체 ,정신 피해를

입을 수 있다.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 공 자들에 한 불신이

늘고 의료 아이쇼핑이 늘어나는 등 의사 치과의사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허 ,과장 고로 인한 의료 고의 해성을 막기 해

의료법에는 의료 고 심의제도를 두고 있다.심의제도는 여러 개정과정을

거쳐왔고 2012년 8월에는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교통수단이나

인터넷뉴스 등의 매체 한 심의 상 매체에 포함시키며 지하철 등에서

쉽게 하는 과장 고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하지만 이러한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치과 의과 홈페이지나 여러

형태의 인터넷 고는 허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심의제도의

각 조항을 일부 어기는 고를 찾는 것을 어렵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재 인터넷 상에서 병,의원의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행해지는 의료 고 개정된 심의제도에 반되는 행태를 분석

비교해보고자 한다.더 나아가 이러한 고들을 제거하기 한 추가

법개정의 필요성를 고찰해 본다.

Ⅱ.연구방법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와 다음(daum.net)에 링크된 의과 치과 병,의원의

개인홈페이지에 개재된 고를 상으로 하 다. 고들 의료법에

명시돼있는 의료 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반한 고들을 분석하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율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검색순 상 에 링크되어 있는 치과병,의원과 의과병,의원을 상으로

하여 복된 곳을 제외하고 60개의 치과 의과 병,의원 홈페이지(각

30개)를 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일반인이 근할 수 잇는 모든 세부

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한다.

과장 고를 정하는 기 은 재 의료법의 의료 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 기 을 다음과 같이 정하 다.동일한 의료기 에서

각 항목의 정을 여러 번 어긴 경우,이를 한 건으로 처리하 다.

1.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2.치료 효과 보장



3.다른 의료기 과 비교

4.다른 의료기 비방

5.직 인 시술행 노출

6.부작용 등 요정보 락

7.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8.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 표

9.가격，기간에 한 과장

정 기 이 되는 의료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의료고사 심의 련법규(의료법)제56조 (의료 고의 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 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한 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 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시행일 2009.5.1]]

1.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한 고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고

3.다른 의료기 ·의료인의 기능 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고

4.다른 의료법인·의료기 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고

5.수술 장면 등 직 인 시술행 를 노출하는 내용의 고

6.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요한

정보를 락하는 고

7.객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



8.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는 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 되는 고

9.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고

10.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한 국내 고

11.그 밖에 의료 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한 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

③ 의료법인·의료기 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 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2.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 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되는 의료 고의 구체 인 기 등

의료 고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번 제57조 ( 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 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하여 보건복지부장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2010.1.18제9932호(정부조직법),2011.8.4][[시행일

2012.8.5]]

1.「신문 등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옥외 고물 등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 고물

수막(懸垂幕),벽보, 단(傳單)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4.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3.19]]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 · 차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탁 등

의료 고의 심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시행일 2012.8.5]]

제89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7조제1항,제58조의6제2항을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연구결과

포탈사이트에 링크된 치과 의과 병의원의 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치과의 경원 총 총 60개의 홈페이지 33개가 의료 고 심의제도의

기 에 부합되지 않는 허 ,과장 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과 고는 30개의 홈페이지 11개(36.7%),의과 고는 30개의

홈페이지 22개(73.3%)가 심의제도에 부합되지 않았다.매우 높은

수치로,의료서비스에 근하는 일반인들은 치료를 받기 포탈사이트

검색을 통해 심있는 의료에 해 알아볼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가 허 과장 고에 노출될 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의료법에 반된 고를 하는 33개의 사이트 치과 홈페이지

11개는 평균 1.55개,의과 홈페이지 22개는 평균 1.9개의 항목을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4개의 항목을 반한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부분의 병의원 홈페이지는 하나 는 두 개의 항목을 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으로는 의과의 고 반이 더 많았다.

각 항목별로 반사항을 보면 ⓵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의과:

6건,20%,치과:0건,0%),⓶ 치료 효과 보장(의과:4건,13.3%,치과:

4건,13.3%),⓷ 다른 의료기 과 비교(의과:1건,3.3%,치과:0건,0%),

⓸.다른 의료기 비방(의과:0건,0%,치과:0건,0%),⓹직 인

시술행 노출(의과:1건,3.3%,치과:2건,6.7%),⓺ 부작용 등 요정보

락(의과:9건,30%,치과:2건,6.7%),⓻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의과:16건,53.3%,치과:6건,20%),⓼ 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

표 (의과:0건,0%,치과:0건,0%),⓽ 가격,기간에 한 과장(의과:

16.7건,%,치과:3건,10%)으로 나타났다.



항목 건수 비율(%)

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0 0

치료 효과 보장 4 13.3

다른 의료기 과 비교 0 0

다른 의료기 비방 0 0

직 인 시술행 노출 2 6.6

부작용 등 요정보 락 2 6.6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6 20

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

표
0 0

가격，기간에 한 과장 3 10

항목별 분석 결과로는 치과 고에서는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이

가장 많았고,치료 효과 보장이 두 번째로 많았다.다른 의료기 과 비교,

비방과 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의 표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치과병의원 홈페이지에서의 과 고 항목>



항목 건수 비율

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6 20

치료 효과 보장 4 13.3

다른 의료기 과 비교 1 3.3

다른 의료기 비방 0 0

직 인 시술행 노출 1 3.3

부작용 등 요정보 락 9 30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16 53.3

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 표
0 0

가격，기간에 한 과장 5 16.7

의과 고에서는 근거없는 내용포함이 가장 많았고,부작용 등

요정보 락이 두 번째로 많았다.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도 높은

비율을 보 다.다른 의료기 과 비방하는 고와 기사, 문가 의견

형태로의 표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의과병의원 홈페이지에서의 과 고 항목>



<그림1항목별 고의 – 치료 효과 보장>

<그림2항목별 고의 – 직 인 시술 행 노출>



<그림3항목별 고의 –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그림4항목별 고의 – 가격,기간에 한 과장>



최근에는 의과,치과 병의원 방문 시 방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병원의 정보를 모두 알아보고 내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병원 홈페이지의 고들은 빠른 기간,

렴한 비용들을 앞세워 환자들을 강력히 유혹하고 있다.이러한 고들을

보고 병원에 내원한 소비자는 제 로 된 치료를 해서는 고에 게시된

것보다 더 많은 기간,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치료 기간이나 가격에 한 과장 고와 함께 근거가 없는 내용

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2014년도 7월 의료 고 심의 기 에

따르면 근거없이 치료 성공률을 표시하거나 환자를 혹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된 치료방법 등의 고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심의기 을 만족하지

못한다.근거 없는 내용은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들은

객 사실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내용을 믿고

치료받았다가 정신 ,신체 피해를 입을 수 잇다.

의과 병원 고는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이 가장 큰 비 을

포함하고 있었다.객 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의제도에서 진료과별로 매우 세부 인 항목을

기 으로 세워 놓고 있다.부작용 등 요정보 락이 두 번째로 큰

비 을 포함하 다.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부분의 사이트가 양악수술의

부작용에 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을

고들 한 큰 비 을 차지하 다. 재 심의제도에서 ‘암치료를 한

세포은행 업무개시’ 련 고,‘지방 기세포’를 이용한 시술 고,

PRP(자가 피부재생술)는 미평가 신의료기술로 고를 지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 으로 의료 소비자가 쉽게 하는 치과,의과 병원의



홈페이지 높은 비율의 홈페이지(치과:36.7%,의과:73.3%)가

의료법에 반되는 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치과보다는

의과 분야에서 허 ,과장 고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성형외과,

피부과,안과,비뇨기과 등에서 새롭지만 검증은 되지 않을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 고 심의제도는 인터넷 신문 고 배 나 포털사이트 배

고등을 고 제한 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에 해당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법에서 정한 심의 상의 매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들이 이러한 홈페이지의 허 ,과장 고로부터의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피해를 이기 하여 의료법 시행령의 " 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 병원의 개인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병원 홈페이지의 심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 불법의료 고 신고 제보를 의료 고심의 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는데 신고건수는 하루에 게는 2건,많게는

7건에 지나지 않는다.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 고에 비해서 매우

은 수치이다.따라서 시민들을 더욱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더 많이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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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analysisofexaggerateddentalandmedical

advertisementoninternet

JongHun,Kim

Collegeofdentist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Purpose

Inthisstudy,advertisementscontainingfalseandexaggerated

informationwhichviolatethemedicallaw werecollectedandthesewere

relativelyeasytobeobtainedfrom websitesofdentalandmedical

hospitalsandclinics,butnottheobjectofregulation.Additionallydental

andmedicalconsumersvisitthesewebsitesandcollectinformationin

commonbeforetheyvisithospitals.Exampleswereanalyzedbasedon

revisedmedicaladvertisementratingsystem andinvestigatedonvarious

methodstobypasstherestrictions.Moreover,theneedsofmorerevision

ofmedicallawswereconsidered.



Themethod

Inthisstudy,dentalandmedicalhospitalsandclinicswhich

havetheirownwebsiteslinkedfrom twocommonKoreanportalsites;

Naver(naver.com),Daum(daum.net)wereinvestigatedonwhetherthose

containedfalseandexaggeratedinformation.Inorderofsearchingword

listexcludingrepeatedwebsites,30websitesofdentaland30websites

ofmedicalhospitalsandclinicswerechosenandallcontentsof

websitesexposedtothegeneralpublicwasinvestigated.

Results

1.33websitesoftotal60(Dental:11(36.7%),Medical:22(73.3%))

containedfalseandexaggeratedadvertisementwhichfailedtocomply

withcriteriaofthemedicaladvertisementratingsystem.

2.11dentalwebsitesincludingexaggerativeadvertisementviolated

1.55criteriaand22medicalwebsitesviolated1.9criteriaandonaverage.

3.To be specific ofviolation,

1)new medicaltechniquewhichwerenoassessed(Medical:6cases,

20% ofDental:0cases,0%)

2)guaranteedtreatmenteffect(Medical:4,13.3%,Dental:4cases,

13.3%),

3)comparisonbetweenothermedicalinstitution(Departmentof:1case,

3.3%,Dental:0cases,0%)

4)slanderonother medicalinstitution(Medical:0cases,0%,Dental:0



cases,0%)

5)direct exposure of medicaloperation(Medical:1case,3.3%,

Dental:2cases,6.7%)

6)omissionof importantinformationlikesideeffects(Medical:9cases,

30% ofDental:2cases,6.7%)

7)inclusionofunwarrantedcontents(Medical:16cases,53.3%,dental:6

cases,20%)

8)expressioninformsofarticlesoropinionsofexperts(Medical:0cases,

0%,Dental:0cases,0%)

9)exaggerationofoperationfeeoroperationperiod(Medical:Articles

16.7,%,Dental:3cas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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