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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Many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are participating in the online community. 

Thyroid cancer patients write and read a variety of posts in the online community, and there is a great deal 

of data genera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However,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online community of 

thyroid cance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nline community to understand the interest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thyroid cancer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17 to September 2019 using statistics from an online community of thyroid cancer patients.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by collecting the members’ gender, age, average usage time, time-of-day 

views, average monthly visits, device distribution, online community inflow query, query within online community, 

and content of a post with more than 1000 views per month. Results: Analyzing the online community of thyroid 

cancer patients, women accounted for 80.4% of the total, and the age group of people in their 30s and 40s 

accounted for 77.5%. Online community subscribers averaged 0.7 visits a day using mobile, with the most 

frequent use time between 10pm and 12pm. Frequently used queries are medical staff names, surgery, 

recurrence and scar. Posts showed informational and emotional exchanges. Conclusion: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have searched for a lot of information about surgery and recurrence. Analyzing the online communit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hyroid cancer patien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communit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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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해 의료 정보를 얻는 암환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

다.1,2) 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은 유용한 의료 정보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

를 찾게 된다. 인터넷은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함께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람들과 교

류와 관계의 기회도 제공한다. 여러 소셜 네트워킹 사이

트(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중 온라인 커뮤니티

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가능한 매체

로, 암환자의 약 20%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 같은 질환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질병 특이적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3)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

용자 중심의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의료 

환경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의견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4)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양한 글을 게시하고 읽으며, 정

보와 감정을 교환한다.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서 사용하는 단어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글과 단어에

서는 사회심리적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5)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

한 측면이며, 의료진은 이를 통해 환자들의 관심사 및 

정보추구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헬

스케어 영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지원도 모색할 수 있다.

갑상선암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암으

로 한국에서는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6-8) 갑상선암은 악성이지만 진행이 느리고 예후

가 좋은 암으로 장기간 생존한다.9) 그러나 갑상선암 환

자들은 다른 암환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높지 않으며,10) 

재발, 사망, 치료의 부작용, 삶의 질 저하,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암환자들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감정적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 

생존기간동안 정보적 정서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다.12)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암생존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수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갑상선암 환자의 온

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갑상선암 환

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이를 활용해 갑상선암 환자들의 

관심사 및 정보추구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온라인 커뮤

니티의 활용과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

니티를 분석하여, 환자들의 관심사 및 정보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관심사 및 정보추구행위

를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서술적 조

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갑상선암 온라인 

커뮤니티 ‘거북이 가족(https://cafe.naver.com/thyroidfamily)’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거북이 가족은 2012년 4월 갑

상선암 환자들을 위해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N

사에 개설되었으며 2019년 10월 1일 25,71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거북이 가족’은 전체 게시글 수가 약 5.7

만건으로 카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 국내 갑상선암 환자 커뮤니티이다. ‘거북이 가족’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누구든지 가입 및 글 작성이 가능하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술통

계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가 이루어진 종합병원의 임상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면제 통보를 받고 진행하였다. 포

털사이트 N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통계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2017년 8월부터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통계를 활용하여, 가입 회원의 성별, 나이, 평균 사용시간, 

시간대별 조회수, 월평균 방문횟수, 기기별 분포, 온라인 

커뮤니티 유입 검색어,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어, 월조회

수 1000회 이상의 게시글 자료를 수집하였다. N사에서 제

공되는 통계의 한계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어는 2018

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시간대

별 조회수는 2019년 8-9월 두 달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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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ry within online community 

Rank Query within online community N (%)

1 Medical staff names 16,623 (24.7%)
2 Recurrence 5,686 (8.4%)
3 Mepiform 3,716 (5.5%)
4 Tg (thyroglobulin) 3,492 (5.2%)
5 Dermatology 3,109 (4.6%)
6 Scar 2,653 (3.9%)
7 Medical column 2,409 (3.6%)
8 Atypia 2,238 (3.3%)
9 Pregnant 2,158 (3.2%)

10 Hemithyroidectomy 1,704 (2.5%)
11 Lung metastasis 1,305 (1.9%)
12 Nutrients 1,244 (1.8%)
13 Insurance 1,240 (1.8%)
14 Radioiodine 1,207 (1.8%)
15 Anaplastic cancer 1,117 (1.7%)
16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1,060 (1.6%)
17 Robot 1,034 (1.5%)
18 Follicular 990 (1.5%)
19 Thyrogen 876 (1.3%)
20 Total thyroidectomy 782 (1.2%)

Other queries 12,768 (18.9%)
Total 67,411 (100%)

Table 2. Online community inflow query 

Rank Online community inflow query N (%)

1 Online community name 
(Turtle family)

43,147 (14.0%)

2 Medical staff names 31,405 (10.2%)
3 Rump behind the ear 23,115 (7.5%)
4 Pulmonary nodules 20,202 (6.6%)
5 Left rib pain 17,159 (5.6%)
6 Breast nodules 8,983 (2.9%)
7 Synthyroid side effects 8,094 (2.6%)
8 Mepiform 7,788 (2.5%)
9 Reimbursement request form 7,047 (2.3%)

10 Onycholysis 6,981 (2.3%)
11 Vacation form for sick leave 6,787 (2.2%)
12 Synthyroid 5,687 (1.8%)
13 Thyroid cancer 5,634 (1.8%)
14 Recurrence 4,272 (1.4%)
15 Kikkoman soy sauce 4,264 (1.4%)
16 Electronic cigarette indirect smoking 3,595 (1.2%)
17 Premenstrual syndrome medicine 3,215 (1.0%)
18 Cancer hospital 3,027 (1.0%)
19 CT shooting time 3,010 (1.0%)
20 Brazil nuts 2,922 (0.9%)

Other queries 92,089 (29.9%)
Total 308,423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nline community 
member

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2,079 (19.6%)
Female 8,535 (80.4%)

Age ＜30 1,063 (10.0%)
30-39 4,635 (43.8%)
40-49 3,563 (33.7%)
50-59 1,027 (9.7%)
≥60 296 (2.8%)

분석방법

가입회원의 성별, 나이, 평균 사용시간, 월평균 방문횟수, 

기기별 분포, 온라인 커뮤니티 유입 검색어, 온라인 커뮤니

티 내 검색어는 월별 통계를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시간대

별 조회수는 일별 통계를 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

다. 조회수 1000회 이상의 게시글은 월별 통계를 활용하였

으며, 월조회수 1000회 이상의 게시글에 나타난 관심 주제

를 분류하여 10위까지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 분석 연구를 토대로 정보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으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보적 내

용과 정서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분류가 어려운 경우는 

중복하여 표기하였다.3,13) 정보적 내용은 정보 제공의 글과 

정보 요청의 글로 하위 영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정서적 내

용은 정서적 표현 및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

였다.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읽고 분류를 

시행하였으며, 관심 주제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결  과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회원의 특성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가입 회원은 여자

가 8,535명으로 80.4%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30대가 

43.8%로 가장 많았다(Table 1).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입 회원의 일평균사용시간은 1분 8초였으며, 

월평균 방문 횟수는 21회, 재방문율은 68%였다. 기기별 

분포는 모바일 사용이 92%를 차지하였으며, PC 사용은 

8%였다. 시간대별 조회수는 저녁 10시-11시가 7.51%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 11시-12시 6.88%, 저녁 9시-10시 

6.58%, 저녁 8시-9시 5.43%, 오후 5시-6시 5.39%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유입 검색어 분석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월별 순위 20위 안의 

온라인 커뮤니티 유입 검색어는 Table 2와 같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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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of a post with more than 1000 views per month

Rank Topics of interest N (%)

Informational post
Emotional 

postProviding
information

Requesting 
information

1 Doctor’s medical column 40 (14.9%) 40
2 Patient’s surgical experience 39 (14.5%) 38 2
3 Recurrence, reoperation 19 (7.1%) 3 16
4 Patient’s outpatient experience 13 (4.9%) 8 1 4
5 Scar after surgery, wound care 11 (4.1%) 3 6 2
6 Metastasis 10 (3.7%) 5 5
7 Nutritional supplements, vitamins, foods 9 (3.4%) 1 8
8 Anaplastic cancer 8 (3.0%) 1 5 2
9 Hereditary, family thyroid cancer 6 (2.2%) 1 5

10 Weight gain 5 (1.7%) 1 4
Other topics 108 (40.3%) 18 47 46

Total 268 (100%) 109 77 86

커뮤니티 이름인 ‘거북이 가족’이 14%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의료진 이름이었다. 의료진 이름

은 모두 외과 의사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증상과 식품관

련 검색어가 있었다. 

다빈도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어 분석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월별 순위 20위 안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어는 Table 3과 같다. 의료진 

이름이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의료진 

이름의 99%는 외과 의사였고, 1%는 피부과 의사였다. 재

발이 8.4%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빈도 조회 게시글의 내용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작성 게시글 수는 총 23,495건으로 이 중 월별 조회수 

1000회 이상에 선정된 게시글은 268건이었다. 관심 주제

별로 나누어 정보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으로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외과 교수가 작성하는 정보제공 

목적의 진료일지가 1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환자들이 작성하는 갑상선암 수술 후기도 1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여, 그들의 관심사와 정보추구행위를 파악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정보와 정서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으로 인터넷 접속 

기록 및 검색어와 글의 내용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들의 

정보추구행위와 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상선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여

성이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30-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중 여성의 비율은 76.9%으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

다.14)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입하는 연령은 30대

가 43.8%로 가장 많고 40대가 33.7%로 나타났는데, 2017

년 국내 갑상선암 발생자 비율이 20대 이하 7.9%, 30대 

20.6%, 40대 27.9%, 50대 25.2%, 60대 이상 18.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30-40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

용률이 높고 50대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률이 낮

은 것을 알 수 있었다.15) 우리나라의 실제 인터넷 이용자 

수는 40대가 18.4%로 가장 많고,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30-40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가 많

은 것으로 생각된다.16)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들은 92%

가 모바일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0.7회 방문하였다. 실제

로 국내에서 인터넷 이용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

고, 인터넷의 주 이용목적은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및 정

보획득으로 나타났다.16) 그리고 이용시간은 저녁 10시-12

시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 환자들이 가장 편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

에, 늦은 시간에도 손쉽게 정보교환 및 소통이 이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상선암 환자들의 검색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

며, 의료진 이름, 수술, 재발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높았

다. 의료진 이름은 외과 의사의 이름 검색이 99%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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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집도할 외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들은 수술을 받을 외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기존 문헌에서 

환자들은 외과 의사를 선택할 때 외과 의사의 명성과 역량 

및 병원의 평판을 중요시하며, 입소문에 의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7) 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다른 환자들이 인터넷에 공유하는 치

료 경험은 그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의료진의 수술 경험이 담긴 진료일지와 환자

의 수술받은 경험이 작성된 수술 후기의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내 검색어도 전절제, 반절제, 로봇

과 같은 수술과 관련된 검색어가 많았다. 갑상선암 환자

들은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수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발과 전이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에 대한 

걱정이 크게 나타났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1) 이 

외 귀 뒤 멍울, 신지로이드 부작용, 메피폼, 수술 후 흉

터, 피부과, 폐결절, 유방결절, 건강식품, 유전 등 다양한 

검색어가 있었다. 수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수술 후 증상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의 가장 흔한 문제는 피로이

며,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로와 수면에 대한 내

용보다는 귀 뒤 멍울, 신지로이드 부작용과 같은 구체적

인 증상 및 원인과 관련된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후 흉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 피부과와 흉터 

완화 제품인 메피폼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폐결절, 유방결절과 같은 다른 질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영양제와 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어 중 Tg (thyroglobulin),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와 같은 갑상선 혈액

검사에 대한 전문 용어도 볼 수 있는데, 환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환자들은 의학의 전

문적인 지식을 배우며 자신의 치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19) 그리고 갑상선암에서 매우 드문 종류인 미분화

암이 커뮤니티 내 검색어와 게시글 조회수에서 높은 순

위를 보였다. 미분화암은 예후가 좋은 다른 갑상선암과 

달리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공격적인 암으

로 새로운 치료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20) 희귀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슷한 경

험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찾게 된

다.21)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암환자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기도 한다.22) 

미분화암이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생사가 달린 미분화

암 환자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간절한 노력과 함께, 갑상

선암의 위험성에 대한 다른 환자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절박한 환자들은 잘못된 정보

에 쉽게 현혹될 수 있고, 다른 갑상선암 환자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걱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진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야 할 것이다.23)

인터넷 건강 정보에 접근하며 검색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정보 요청을 하며, 

정서적 표현을 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요구하기도 하였

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들에게 정보적 및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하며, 유사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과 연결시켜 대

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유방암 환

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충족되

지 않는 요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갑상선암 

환자들도 병원 진료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고, 정서적 스트레스와 미충족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의

하면 몇몇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 중재자의 도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26) 암에 대한 경험에 환자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진실된 스토리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27) 그리고 암 생존자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는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8) 

의료진은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

하지만 짧은 진료시간동안 환자의 걱정을 인식하고 공

감을 하기는 어렵다. 환자의 우려, 두려움 및 기대를 알

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환자 상담에 도움이 된다.29) 따라

서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

지고, 환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며 함께 공감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암환자의 건강관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해 갑상

선암 환자들의 정보추구행위와 관심사를 확인하는 것

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과 의료진과의 소통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진은 다양한 환자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중재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일개 포털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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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갑상선암과 크게 

관련이 없는 왼쪽 갈비뼈 통증, 조갑박리증과 같은 유입 

검색어도 볼 수 있었으며, 전자담배 간접흡연과 같이 언

론에서 부각된 뉴스가 갑자기 높은 검색어 순위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상선암 환자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암환

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암환자들의 정보추구행위를 확

인하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갑상선암 환자들의 관심사와 정보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갑상선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30-40

대의 여성이 많았고, 수술, 재발, 흉터에 관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들이 정보와 감

정을 교환하며 소통을 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커뮤니티 

내의 검색어와 글에는 그들의 관심사가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갑상선암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며, 맞춤형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 중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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