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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의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의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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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Medical Professionals’ Review of YouTube Videos Pertaining to Exercises for the Constipation Relief (Korean J Gastroen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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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일상 생활에 주는 영향이

원을 선정하고 검토위원에는 의과대학 교수, 임상의사, 동영

매우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기가 빠

상 사용자, 의료 회사 관련자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평가는

르고 간편해졌고, 이를 통하여 건강과 의학 지식에 대한 정보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영상을 평가

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2011년 통계에서는 59%의 성인이

하였으며 이 중 DISCERN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
온라인 상의 건강 정보를 찾아본다고 하였고, 현재에는 기하

DISCERN 방법은 신뢰도를 0-5점으로 평가하고 aim, bal-

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미디어는 의학 정보

anced/unbiased,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ddi-

를 찾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

tional resource, mention of uncertainty의 항목으로 구성

고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이나 오류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문

되어 있다.

제점이 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검색되는 음식 알러지, 관절
질환, 축농증, 유방 촬영술, 천식 등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보
고된 바 있다.

2-6

그렇지만 이들 유튜브 동영상을 의학적으로

7-9

대부분의 유튜브 동영상 분석 논문에서는 고유의 평가 체
계를 활용하기도 하며 정보의 필요성, 유해성, 자료 출처 및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 여부, 동영상의 유창성을 평가하기도
3,10,11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나 가이드라

하였다.

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code라는 웹사이트 평가를 위한 8개의 원칙을 담은 평가 방

건강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다양한

Heath on Net (HON) Foundation은 HON

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2

1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색어, 조회 횟수, 동영상 분

유튜브 동영상의 의학적 평가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

량, 언어 등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내용에 대한 평가가 주된

1
음과 같다. 1) 검색 용어의 결정, 2) 동영상 포함 기준의 설정,

내용이다. 동영상 내용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복수의 검토위

3) 동영상 신뢰도 점수 체계, 평가 항목 변수 설정, 4) 검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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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동영상 리뷰, 5) 견해 차이 조율 토론 과정 및 최종 결론
도출 과정, 6) 동영상 질 수준 및 신뢰도, 유용성 분석 결과.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는 만성 질환 환자들은 의학 지식
과 더불어 감정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
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13

동영상 정보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만성 질환 환자들을 위하여 개인 경험의
공유와 공감을 주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젊고, 학력이 높은 환자일수록 웹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유튜브와 같은 웹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14

국내에서도 최근 유튜브 동영상의 만성 변비의 의학적 신
뢰성을 평가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필두로 유튜브 콘
텐츠의 신뢰성이 반영되는 체계가 점차 확립되어 만성 질환
환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아울러 환자들의 경
험을 공유하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생성되기
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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