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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관련 의료웹포럼을 장기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사회연결망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빈도분석결

과 알츠하이머 병의 의료웹포럼을 2개월 이하로 사용한 유저가 전체의 76%에 해당함을 발견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장

기적으로 사용한 고객들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그룹임을 확인하였고, 상관성분석 결과 연결중심성과 이용기간과의 유의한 상관성

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향후 의료 웹포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의료 웹포럼(Medical WebForum)

I. Introduction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동향[1]중 하나는 메디슨 2.0(Medicine 
2.0). 메디슨 2.0은 헬스케어와 Web2.0 이 결합된 것으로 의료산업의 

주체인 의료서비스제공자, 의료소비자, 의료연구자, 의료산업투자자 

등을 위해 웹환경을 제공하여 정보와 감성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메디슨 2.0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웹포럼 등의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웹포럼이 지식의 공유 뿐만 아니라 감성의 

공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2] 최근 의료웹포럼에 대한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년간의 알츠하이머 의료웹포럼의 

장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상 분석을 시행하여,  장기사용

자들의 영향력을 도출함으로써 의료웹포럼에서의 장기사용자들의 

역할을 규명하여 향후 의료웹포럼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의료웹포럼 이용자는 병에 대한 신규 치료법, 유능한 의료진/병원 

등의 의료정보, 간병인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적지지 기능과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주변인들로부터의 응원의 메시지

들을 받는 행위들은 감성적지지 기능을 기대하면서 의료웹포럼을 

이용한다[2,3]. 이와 같은 의료웹포럼의 사회적지지 기능은 상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Ellison 외[4]는 온라인 

케뮤니케이션 활동들은 사회관계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어,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사람들 보다 오프라

인 친구들이 많다는 연구를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웹포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사용관점에서 사용자 네트워크 분석을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웹포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회연결망상의 우위를 측정함으로써 웹포럼에서의 대인관계의 사회

자원으로써 역할과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HealthBoards17)내 5년간의 알츠하이머 게시판 데이

터를 수집하고, (2)사회적연결망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를 도출하였고, (3)이들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사용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17) http://www.healthbo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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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포럼 이용기간별 이용자 수

<Fig. 1> 에서는 알츠하이머 게시판을 이용한 5년간의 이용자는 

총1,090명으로 이용한 월의 수에 해당한 이용자수를 나타내었다. 
의료웹포럼의 경우는 2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이탈한 이용패턴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2개월 이하로 사용한 이용자수가 

76%에 해당하였다. 

웹포럼 이용기간 그룹의 사회연결망 

(●은 9개월 이상, ●는 18개월 초과한 장기이용자 그룹)

의료웹포럼에서 원글과 댓글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노드 크기는 연결중심성지수(total degree 
centrality)값을 나타내고, 노드 색깔은 이용기간을 나타내는 그룹을 

의미한다. ●은 9개월 이상, ●는 18개월 초과한 장기이용자들을 

나타내는 그룹이며 사회연결망네트워크 상의 중앙에 높은 연결중심성

지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중심성지수와 이용기간

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0.443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관련 의료웹포럼을 장기적으로 사용한 사람

의 사회연결망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장기적

으로 사용한 고객들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그룹에 해당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76%가 2달 이하로 사용하여 웹포럼 유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개월 이하 사용자들이 장기사용자로 전환될 수 있는 웹포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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