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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경

본 지침 문서는 Novartis가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한 2022년 환자 혁신 및 솔루션을 위한 연합 
및 파트너십(Alliance and Partnerships for Patient Innovation and Solutions, APPIS) 
이니셔티브의 일부이며, 정책 입안자, 정부, 의료계, 학계 구성원 및 디지털 혁신가와 같은 의료 
생태계에서 환자 의사소통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관점을 수렴하여,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의료 소비자를 위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PPIS 이니셔티브는 2022년에 그 주제의 하나로 건강 문해력을 식별했으며, 건강 문해력 중재  
및 솔루션 생성에 있어 환자 목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 조달, 협업 및 의료 개발에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자와 환자 단체의 포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건강과 커뮤니케이션  
및 보건 정책 형성도 식별하였습니다.

목적

환자 단체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건강 문해력 중재의 개발 및 개선하는 데 있어 환자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맞춤화하기 위하여 출발점으로서 이 문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 및 
간병인을 위한 건강 문해력 자료의 개발 및 피드백 제공에 더욱 관여하게 되는 이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환자 단체는 본 지침 내용에서 설명하는 실행 항목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저자로부터 조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이 지침 문서를 사용하여 환자 단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해력 중재를 
구현하는 과정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식별하고 이해합니다.

어떤 중재 영역(들)에 
참여하고 환자 경험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도록 구현하는지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조직,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구축하여 건강 문해력 
관련 콘텐츠 설계, 기술 
구축, 교육 및 피드백에 
더욱 참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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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요

이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건강 문해력에 대한 
APPIS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건강 문해력”과 그 가치 및 적용을 정의하며, 
그 개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이 섹션은 환자와 간병인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역할 그리고 환자 단체가 건강 
문해력 솔루션의 설계, 개발 및 사용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환자를 위한 정보에 
대한 주요 장벽을 강조합니다. 이 섹션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제한된 디지털 문해력, 인터넷 
상의 만연한 틀린 정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동안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의 단점과 같은 도전 과제들의 중요한 
측면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의 세 번째 부분은 파트 2에서 식별된 
각 해당 과제에 대한 실행 항목들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보 배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환자용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각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은 또한 환자가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환자와 간병인을 위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쇄,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파트너,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작성자 및 기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환자 중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개발 및 배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보고서의 네 번째 부분은 모든 제안된 실행 
항목을 다루기 위해 환자 단체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전략을 
권장합니다.

파트 I -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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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해력이란 환자와 간병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의료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anjit Kaur, 회장 , Breast Cancer Welfare Association, 말레이시아 APPIS 
2022

건강 문해 기술은 환자들이 현명한 의료 선택을 하고,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의료 환경에서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춤으로써 자기 자신의 
복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Carrie Mesrobian, Collegis Education의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파트 I - 소개
건강 문해력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환자 및 
환자 단체를 위한 건강 문해력은 서면 및 디지털 건강 관련 자료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문해력에 대한 투자는 공중 보건 결과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간병인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연구에서 건강 
문해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건강 교육 자료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기술적 또는 언어적 장벽을 최소화하여 모든 의료 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고 교차 번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의료 전문가, 간병인, 환자, 환자 단체, 
정책 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제약사 및 기타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시스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환자의 건강 문해력 개선의 목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해력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중소 소득 국가(low-middle-income 
country, LMIC)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통합 솔루션 및 보다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건강 정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 문해력은 환자가 진정한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목소리는 보건 정책의 설계 및 개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이며, 
우리는 이 지식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어 더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극복하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Wai-Fai Lo, APPIS 
정상회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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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 건강 문해력 중재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에서의 격차와 어려움

APPIS 2022 정상회의의 토의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 중 일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환자 및 환자 단체의 건강 문해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경우 
문화, 신념, 사회적 규범 및 의료 환경이 건강 문해력에 미치는 핵심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uth Kuguru, 경영 이사 ,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Communications & 
Engagement), Novartis, 아시아 태평양 , 중동 , 및 아프리카(APMA), APPIS 2022

1.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환자들은 치료 전부터 치료 
후까지 전체 기간 동안 본인의 
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APPIS 2022의 
참여자들은 정보 접근의 주요 
어려움 중 하나로서 환자 단체에 
의한 건강 증진 및 홍보 전략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문해 
수준이 낮은 시골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인구는 건강 
인식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가 
제공하는 다른 지원 서비스 또한 
부족합니다. 전 세계 림프종 
환자 중 최대 48%가 진단 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느낍니다(Lymphoma Coalition 
Global Patient Surv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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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이해에 대한 장벽

유방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학적 인식이 부족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여성 질환이라는 오해는 여전히 환자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유방암 상담에 참석하면 안 된다거나 남성이 유방 
관련 이상에 대한 검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예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검진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방조영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Joy Khoury, 국가 커뮤니케이션 및 환자 협력 책임자 ,  
Novartis Gulf, APPIS 2022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문제는 임상의들이 환자들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환자가 진단 후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의료 시스템이나 임상시험을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치료에 대해 환자가 
알고자 하는 만큼의 정보를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애된 임상의와의 
양질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는 
정보를 찾도록 만듭니다.

의학 전문 용어는 어린이 또는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생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가 그들(환자와 
간병인)에게 흡수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sther Wang, 창립자 , Joytingle, APPIS 2022

환자는 제공된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제공하는 
이해의 양에 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2022년 APPIS 정상회의 
참여자들은 의료 전문가가 진단과 치료 기간 동안 의학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언어보다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의료 전문가의 선호는 
시스템 전체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기술적 언어의 사용은 의료 
전문가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건강 정보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는 종종 의학적 절차를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자연히 어린이가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어린이에게 친근한 언어로 치료를 받는 어린이에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정보 이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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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해력이 낮은 환자들은 종종 이용 가능한 출처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탐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블로그 및 출판물과 같은 인터넷 및 기타 공공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환자들에서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환자, 가장 중요하게 노인 환자 인구는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의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기사와 자료는 환자들이 틀린 정보를 잘못 
믿어 전통적인 의학적 요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자녀의 암 투병 
과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고 있는 경우, 인터넷 상의 정보 탐색이 종종 국가와 
특정 질병 너머로 확장되어, 정보 피로를 초래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외부적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게 됩니다. 인플루언서/블로거의 개인적 일화 또는 경험은 환자에게는 복불복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교육, 의사소통의 부족 및 언어 장벽
건강 문해력 중재에 참여하는 환자와 간병인은 종종 사용되는 언어와 매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관련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는 것에 비해 다른 언어 및 현지 언어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수준을 다루는 데에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 환자를 교육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사용하는 용어 사이에는 격차가 있으며, 때때로 인터넷 상의 정보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접근 가능한 채널의 표준 정보를 사용하여 환자와 

3.  정보 평가 및 탐색에 대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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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상의는 아이의 어머니가 백신 접종을 하나의 예방적 치료로 설명하지 않고 
처벌로서 묘사하여 자녀에게 협조하도록 조용히 시켰을 때 격분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탄자니아 병원은 간병인들이 치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을 
관찰했고, Joytingle에서 설계한 경험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채혈 및 종양학 
수혈을 익숙하게 만들어 낮은 문해력 수준을 극복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Esther Wang, 창립자 , APPIS 2022         

간병인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보는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간호사는 질병과 그 치료에 사용되는 정보 및 언어 제시와 관련된 장벽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환자 커뮤니티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강 교육 자료 및 콘텐츠와 작성자, 저자, 출판자 및 기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간단한 용어로 환자와 간병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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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I – 환자 단체를 위한 지침 원칙 및 
제안된 실행 항목

환자 단체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이 건강 문해력 프로젝트에 대한 다학제적 참여를 이해하기 쉬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APPIS 파트너들 간의 가장 큰 합의는 건강 문해력 중재에 대한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문해력을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장벽들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불가능하거나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재할 능력이나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단체는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중재를 통해 아래 중점 영역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프레임워크1는 환자와 간병인의 건강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하는 모든 국가 
또는 환자 단체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모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 문해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수준의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질병을 겪고 있을 경우, 그들은 그룹 또는 단체에 운명이 맡겨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환자가 특정 통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권한이 있다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창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단체는 교육, 
지원 제공, 동료 연결, 권한 부여 및 소통 기회 창출을 위한 정보 채널일 수 
있습니다.

Dr. Emily Isham, 자문가 , Rare Cancers Australia, APPIS 2022

개인 내 개인 간 조직적 환경적 공공 정책

1 사회적 생태적 모델은 사회 내의 다면적 수준과 개인 및 환경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양한 
인자들과 결정 요인들은 모든 건강 수준에서 존재하여, 모든 수준에서 모델을 다룰 때 예방, 통제,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다양한 레벨이 
중첩되도록 많은 모델 설계가 만들어지며, 이는 모델의 한 레벨이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특정 위험 
인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의 모델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CDC, 2018). 잠재적 문제에 접근할 때, 예방 노력을 가장 잘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모델의 여러 수준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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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환자 단체는 아래 정의된 영역에서 중재를 주도하여, 적합한 경우에 따라 환자를 
위한 건강 교육 정보의 설계, 과정 및 배포에 환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행 항목은 APPIS 정상회의 2022 참여자들의 논의와 합의에서 도출됩니다.

다중 채널 및 
미디어 사용

자료 개발

기술 개발

평가, 참여, 협업 
및 기여

건강 문해력 
워크숍 실시

“KISS” 
원칙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개발

인식 및 정보 
배포를 위해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 사용

콘텐츠 공동 
생성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업 구축

전략적 파트너십 
및 협업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가

정보의 이해도 
향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12

34

정보 평가 
및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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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중 채널 및 미디어 사용

 환자와 대중에게 연락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합니다.
a.  신문, 라디오, 팟캐스트, e-러닝 모듈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채널입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커뮤니티 수준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인식을 위한 Pinktober 및 전립선암 
인식을 위한 Movember은 잘 알려진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Queen 
Sirikit Centre for Breast Cancer[QSCBC] 인식 캠페인으로, 유명인부터 빈민가 여성, 
사업가 여성 등 각계 각층의 공인을 참여시켜 인식을 제고하는 QSCBC 홍보대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또한 남성 및 어린이에게 유방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캠페인 사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촬영하고 교육 메시지는 각 
사진에 인쇄되어 태국 곳곳에 무료 배포되며 물리적 장소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세계적으로 전시됩니다.

b.  인식 캠페인은 많은 소셜 미디어 관심을 이끌 수 있으나, 이것이 적절한 환자 모집단이 
메시지를 보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채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젊은 인구의 경우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노령 인구의 경우 라디오와 신문을 사용하거나, 노동 인구의 경우 
e-러닝 모듈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Indian Cancer Society(ICS)는 암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가장 외진 지역까지 
배포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멀티미디어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ICS는 일반 대중이 자신의 
시간과 속도에 맞춰 암의 기본 사항에 대해 배우도록 암의 기본 사항에 대한 무료 e-러닝 
모듈과 더불어 라디오를 사용하여 외진 지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멀티미디어 전략은 ICS가 교육받지 않은, 시골 또는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도시 
또는 젊은 인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멀티미디어 캠페인인 ‘Raho Cancer se do 
kadam aagey‘(암에 두 걸음 앞서있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2019년에 상영되었으며, 
암을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라는 인식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분짜리 동영상은 8개 언어로 더빙되며 인도 전역에서 40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1.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가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환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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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략적 파트너십 및 협업 개발

a.  병원이나 시청과 같은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위에서 논의된 웹사이트, 챗봇 및 기타 
채널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함께 환자 인식을 위한 교육, 증진 및 
홍보 활동을 전략화합니다.

b.  더 크고 “모체”인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및 대상 
지역(시골 및 외진 지역 또는 호젓한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이들은 
환자가 치료, 의사 및 환자 단체로부터 구할 수 있는 동료 지원 정보에 대한 기존 지원을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개국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옹호 단체는 약물 및 최신 R&D에 대한 접근성 추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청원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CML 옹호 네트워크의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Taiwan Young Patient Association은 의사, 병원, 의료 협회, 정부 또는 지역적 옹호 그룹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하에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LINE 챗봇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여 시골 인구에게 편리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층적 협업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만의 의사, 의료 협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돕도록 교육 콘텐츠와 질병 인식 
프로그램을 공동 생성합니다.

‘희망의 메시지(A Message of Hope)’ 
핸드북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 또는 
그림을 클릭하십시오

2.  정보의 이해도 향상
두 가지 중재 방법, 즉 자료 개발 및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i) 자료 개발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환자 자료를 지원하고 공동 생성합니다.

a.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질병 영역별 콘텐츠를 공동 제작합니다. 공동 제작은 기술적 
언어를 평이한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작성자의 충분한 지식, 
그리고 환자들이 사용할 이러한 자료들을 검증할 환자 단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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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icc.org/membership/taiwan-association-cancer-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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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메시지(A Message of Hope)’는 환자,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는 이해하기 쉽고, 긍정적이며,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따뜻하고 친근한 색상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제공자의 정보를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독자와 대화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며, 조언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의학 용어를 설명하여 메시지를 
간단하고 쉽게 유지하는 방법을 홍보합니다.

Wai-Fai Lo, 프리랜서 편집가 , Breast Cancer Welfare Association 및 
Ms. Ranjit Kaur, 회장 , Breast Cancer Welfare Association, 말레이시아 , 

APPIS 2022

b.  환자에게 건강 및 관련 의료 절차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교육하기 위해 병원 또는 진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건강 
교육 제품 및 환자 참여 기기를 알아보고 
확인합니다. APPIS 2022에서 공유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Joytingle’s Rabbit Ray이며, 
이는 자원이 풍부한 병원과 시골 지역 임상 
환경의 어린이를 위해 놀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의료 절차를 설명합니다. Rabbit 
Ray는 의료 전문가가 의학적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abbit Ray는 또한 성별 및 인종 중립적인 친근한 
물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ii) 기술 개발

환자 단체의 환자 문해력과 기술을 높여 환자의 질병 및 의료 시스템 관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 환자를 안내합니다.

Novartis는 건강 문해력을 높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지지요법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ovartis는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환자 커뮤니티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Novartis는 환자 
커뮤니티와 단체가 동료 옹호자를 교육하는 
현지 프로그램을 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정보 
또는 물류의 형태로 환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ovartis는 “진행성 유방암 
글로벌 연합(Advanced Breast Cancer Global Alliance)”을 통해 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Novartis는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3개의 워크숍을 
조직하고 75명의 환자 옹호자를 교육했으며, 이들이 각 국가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Ms. Ranjit Kaur는 이 프로그램의 동료 네비게이터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

Breast Cancer Peer Navigation Program “PNP” 
Effective collaboration with PAGs and HCPs Expert Steering Committees lead to an impactful patient-to-patient train-the –
trainer program that covered the huge gap for emotional/informational/logistical support craved by Breast Cancer Patients

75 patient advocates from across 
APMEA were trained on PNP 
helping them apply it in 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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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bbit-ray.joytingle.com/index.php/about-joyt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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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가, 참여, 협업 및 기여
특정 질병 영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건강 도구 및 가장 많이 참조하고 
읽은 콘텐츠 자료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건강 기기 회사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확인하여 더 나은 사용자 참여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콘텐츠의 관련성과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 건강 
문해력을 위한 책, 매뉴얼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저자, 작성자 및 출판자를 확인합니다.

a.  예를 들어, APPIS 2022에서 인용된 대로 mShakti App은 Indian Cancer Society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인도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기본 사항, 징후 
및 증상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은 전국 여성들에게 질병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환자 단체는 이러한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피드백 및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CML 
Advocates Network가 개발한 Know My CML 앱으로, 이는 특히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전자 일지와 백과사전 역할을 합니다.

b.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건강 기기 개발자가 환자와 간병인의 개인 건강 여정을 공유하여 
환자에게 유용한 필수 측면을 통합하고 디지털 건강 기기/도구를 탐색하면서 사용자의 
경험도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창출합니다.

c.  예를 들어, MyT1DHero는 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와 부모의 의견을 사용하여 주요 개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들의 피드백을 고려합니다.  MyT1DHero는 10~15세 환자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성 진료 mHealth 앱의 개발 프로세스에 환자 
피드백을 통합하면 디지털 건강 도구에 대한 유용성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평가 및 탐색
건강 정보를 평가하고 탐색하기 위해, 다음 옵션이 권장됩니다.

European Patients’ Forum의 또 다른 예는 환자 역량 강화 캠페인(Patient Empowerment 
Campaign)을 나타내며, 이는 환자를 위한 자기효능감, 자기 인식, 자신감, 대처 기술, 건강 
문해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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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강 문해력 워크숍 실시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직원, 콘텐츠 작성자,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기자 및 기타 관계자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건강 문해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최고의 채널을 식별하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건강 문해 솔루션에 기여합니다. 
워크숍은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 교육의 
중요성 및 기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환자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 단체는 동료 네비게이터 또는 치료나 
질병에 익숙한 번역가로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강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i) “KISS” 원칙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자료 개발

원칙 중 하나는 KISS(Keep It Simple and Straightforward[항상 쉽고 간단하게]) 원칙을 
적용하여 환자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a.  따뜻하고 친근한 색상과 이미지로 컨셉을 디자인합니다.
b.  대상 청중과 독자를 고려하고 공감하는 어조를 사용합니다.
c.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뜻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차가운 임상적 언어를 피함).
d.  독자와 대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문제와 우려사항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환자 

인용을 포함하며, 의학 용어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e.  픽토그램을 사용할 때는 국가 특이적 사항은 피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강 문서에서는 

질병 수준을 낮추려는 환자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 산 경사로로 내려가는 눈에서 
스키타는 사람의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눈으로 덮인 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환자가 이 아이디어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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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재는 한 번에 여러 장벽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은 정보의 접근성 및 이해 능력 둘 모두를 목표로 하는 정보 배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Breast Cancer Welfare Association에서 개발한 유방암 
안내서는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발 센터에서 환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유지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감을 가지는 정서적으로 타당한 메시지가 
문구를 통해 전달되며, 최소화된 전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 사전이 
제공되며 질병(유방암)과 건강 및 복지 모두와 관련된 분홍색과 같은 따뜻한 
색상을 시각적 호소에 사용합니다.

Wai-Fai Lo, 프리랜서 편집가 , Breast Cancer Welfare Association,  
APPIS 2022

(ii) 인식 및 정보 배포를 위해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 사용

미디어(기자/편집자) 및 콘텐츠 제작자(작성자/출판자/디지털 건강 도구 개발자)와 
협력합니다.

a.  특정 질병 영역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위한 신문 기사를 개발합니다.
b.  환자 단체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에서 환자 및 간병인을 위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c.  미디어 직원, 디지털 건강 도구 개발자 및 콘텐츠 제작자와 관계를 구축하여 특정 질병 
영역 및 환자 단체가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을 불러 일으킵니다.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건강 문해력 중재에 참여
환자 단체를 위한 지침 문서18

https://drive.google.com/file/d/1DK3w-_5dh339raJRh8widROjNUda9DQQ/view?fbclid=IwAR1UbM2IulbI-DNGu2ewqynIgOaFbXYrOectgpdIxTMkGzoxLVYlWDvvwn8
https://drive.google.com/file/d/1DK3w-_5dh339raJRh8widROjNUda9DQQ/view?fbclid=IwAR1UbM2IulbI-DNGu2ewqynIgOaFbXYrOectgpdIxTMkGzoxLVYlWDvvwn8


2 https://www.cognitant.com/app/uploads/2021/10/Cognitant-whitepaper_Cocreating-content-with-patients-min.pdf

최종 참고사항: 옹호 캠페인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규정 
준수 및 관리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해 항상 의뢰자의 연간 예산 주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iii)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 구축

질병 교육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면서 질병 인식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 
생성하기 위해 특정 질병 영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 전문 의료 기관, 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와 협력합니다.2

예를 들어, 조지아 암 인식 및 교육 캠페인은 2002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노력을 지원하고, 조지아 주민의 5가지 주요 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적절한 영양, 운동 및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료 광고, 공공 서비스 발표, 지역 커뮤니티 관계, 보도 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및 특별 행사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는 전략적이고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사용되었습니다.

Cognitant는 개인화된 환자 중심 건강 정보와 경험을 통해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 글로벌 
공급자입니다. 환자와 콘텐츠 공동 제작: 생명과학에 대한 모범 관행 지침 백서는 고려되어야 
할 모든 단계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Pints for Prostates (PFP)는 맥주 축제에서, 소셜 네트워킹과 무료 
광고를 통해 의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건강 문해력 중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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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V – 질병 특이적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 시작을 위한 지침

조직 및 국가 수준에서 환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중재 영역을 다루기 위해 제안된 전략 
중 하나는 특정 질병 영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 관련 국내 
환자 단체 자문을 소집하여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파트 III의 제안된 실행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을 
설계하기 위한 예비 단계를 따르도록 제안됩니다.

성공적인 건강 옹호 캠페인의 특징:

 목적이 뚜렷한 캠페인 - 커뮤니케이션 노력의 구체적인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캠페인은 정책 또는 기존 정책이나 법률의 개정을 지원하거나 문제에 대한 인정을 

구축합니다.
 캠페인은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캠페인에는 종종 특별히 정의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 실행에 대한 허용기간이 

종료되는 기한입니다.
 캠페인은 조직화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수반하며 캠페인 메시지 구성 및 

다른 구성 요소를 교육 및/또는 동원하려는 노력이 분명합니다.

옹호 캠페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다른 
정보 캠페인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때때로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룹 또는 개인이 
정보와 서비스를 찾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건강 문해력 중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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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암 인식에 대한 Estee Lauder’s 
“Hear Our Stories” 및 Know Your Lemons.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 개발에 대한 상세한 유인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계획: 위의 내용 외에도 시간과 자금 측면 둘 모두에서 연구와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단체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는 의사소통의 토대이며, 올바른 옹호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목표 정의: 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실행 가능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떠한 실행 항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실시해야 하는지 식별합니다. 장기적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건강 문해력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상 청중 식별 및 참여: 옹호 캠페인이 효과적이려면, 메시지가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환자 단체가 대상 청중을 매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매핑 및 참여: 캠페인에 참여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 목록을 
생성합니다. 각 이해관계자와 실시할 참여와 논의를 명확히 하도록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설계합니다. 진정성, 신뢰성, 박식함이 있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필요한 유형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을 파악합니다. 여기에는 기증자, 정책 입안자, 활동가, 인권 보호자, 미디어, 
블로거, 유명인, 사회적 인플루언서, 시민, 유권자, 커뮤니티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메시지를 명확히 설명: 메시지는 단순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캠페인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간단한 메시지가 확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목표의 재진술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대상 청중에게 매력적인 케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청중에게 
행동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목표한 활동 및 기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식별: 특별 관심 그룹, 공식 회의, 
비공식적인 복도, 행사 중 네트워킹, 공공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노상 활동, 미디어 
인터뷰, 언론 컨퍼런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고, 
공감을 가지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 유명인, 과학 전문가 및 기타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킵니다.

성공 모니터링 및 평가: 무엇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무엇이 효과가 없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파트너/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공감을 받았으며, 캠페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공에 대한 장벽(외부 및 내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성공을 촉진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캠페인 설계의 예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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