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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자 약 시스템은 오 라인에서 진과 재진환자에 해 병원의 수용능력, 의사별 진료 시간의 차

이, 환자의 진료호응도등의 독립된 요소들이 조합을 이루며 통합 으로 이 진다. 일반 환자들에게서 

SNS를 이용한 약 시스템은 담 스탭이 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그 약 비

율을 참고로 하여 보다 진보된 SNS 약 시스템을 측해 본다...

1. 서론

   최근 소셜 네트워킹 기술의 속한 확 는 세계 모

든 업종에서 독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계

의 신기술 반은 감히 우리 과학도들의 상상을 월할 

정도의 역에 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SNS는 특히 

병원 역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성에 을 둔 약 시스

템으로 발 하고 있으며, 담 스탭의 확보 내지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발굴하는 것과 맞물려 상당히 좋은 증례가 

될 것으로 단한다. 이를 하여 2011년 3월 부터 SNS 

담 데스크를 운용한 CK 인터랙티  산하 이치과병원과 

의료법인에서는 facebook, Twitter, 미투데이, 카카오톡등

을 이용해 약 활성화 시스템을 가동하 으며, 재 1년

여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그 운용율과 안을 세워보고자 

하 다. 

2. 소셜 네트워킹 약 시스템의 개발 배경

   일반인들에게 병원의 약 시스템은 의사와 병원의 환

경에 좌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환자의 편의성

에 맞춰 약 시스템을 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실이다. 특히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재의 도우즈의 기반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의 작업을 행해 

 수 있는 에이 트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SNS

를 이용한 시스템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구축비용

이 들지 않는 장 과 함께 환자들 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내원환자들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 분석

그림 1은 통계범 의 환자들이 선호하는 소셜미디어를 보

여주며,  연령층에서 카카오톡의 분포가 높은 것을 알수 

있으며, 그 이유는 유  기반의 성에서 찾을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0 까지는 하게 카톡의 비율이 높고, 고

령층에서도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톡 사

용자가 약에 호응하는 호응도를 보더라도 실시간 다자

간 속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SNS 공 자별 1년간의 사용빈도

2) 1년간 분석된 SNS 사용 빈도 비교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사된 1200여명의 표본

은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상으로 한 경우 이기 때문에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체 사용자의 결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 

지역  특성상, 경제  여건상, 는 환자들의 소셜미디어

에 한 운용도를 감안할 때, 고령층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의 사용율은 어들었으나, 스마트폰의 보 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체 사용자의 비율이 스마트폰으

로 체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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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후향  추 조사 결과, SNS 약을 이용한 1200

여명의 표본이 평균 3~4회의 약을 가동하기 때문에 실

제 표본은 5천회에 달하 다.

< 표 1> 연령 별 스마트폰과 일반폰의 사용비율

월별 평균 일반 약이 3000회이며, 12개월간 36,000회의 

일반 약을 감안한다면, SNS를 이용한 약 상담과 약

을 비율은 아직 통계  유의 수치로 산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표2~3) 

< 표 2> SNS 약을 지킨 횟수와 부도 횟수 비교

<표 3> 일반 약과 SNS 약의 변화 분포 비교

이는 병원의 요구를 확 하고 환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한 병원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하며, 한 SNS

를 고정화 하기 한 서비스와 마 , 그리고 SNS를 

한 병원내 기반 환경의 하드웨어  기반의 마련에서 기인

한다고 사료된다. 

3, 결론

2011년부터 시도한 SNS 약 시스템을 해 병원내에서

단독 로그램과 어 리 이션 개발을 구상하 으나, 환자

들이 갖게 되는 인지도면에서 비효율 일 것으로 단하

여, 기존 마켓을 이용하기로 하 다

SNS를 이용한 약 시스템은 실제 운용자로서 담직원

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면 약을 하는 오 라인 시

스템과 목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SNS를 이용한 약 시스템의 가장 큰 장

은 의료정보의 달과 함께 이 질 수 있다는 이며, 환

자들과의 실시간 교류(Real-time communication)가 가능

하다는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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