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장학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조사대상 : 30-70대 남녀 115명 

• 조사기관 : 오픈서베이 

• 조사기간 : 2015년 9월 

 

• 제공 : 기획사 ‘프레인’ 

 



대국민이 이해하는 ‘대한심장학회’는? 

국민 10명 중 6명, 

심장학회나 학회 활동에 대해 잘 모름 

62% 
잘 모름 

38% 
들어 본적  

있음, 기타 



심장질환 전문과 = 순환기(심장)내과 

알고 있는 국민 40% 

40%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32% 

흉부외과 

13% 

15% 
기타 

잘 모르겠다 8% 
호흡기내과 5% 
내분비내과 1% 
기타 1% 

대국민이 이해하는 심장질환 전문과는? 



심장질환 이해도 낮고 연령 오해 
고혈압,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 10명 중 3~4명 불가 

중년 질환으로 인식 66% 
노년층 위험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중년의 고비 질환으로 여겨 

39% 
51~60세 

27% 
41~50세 

27% 
61세 이상 

15% 
연령관계 

없음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판막증 

심근증 

심부전증 

부정맥 

돌연사 

성인에서 선천성 …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실신 

잘모르겠다 

대국민이 이해하는 주요 심장 질환은? 

<심장질환 발생연령> 

<알고있는 심장질환> 

30% 
33% 
35% 

80% 



심장학회 및 심장질환인식 정리 
대한심장학회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무엇을 알려나가야 할까? 

    

심장학회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심장질환 

대국민, 미디어에 보여지는 
활동 적어 인지도 낮음 

심장질환 전문과 구분  
못하는 대국민 다수 
심장전문과로서의 인지도 
증대 필요 

질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심근경색’ 등에 편
중 다양한 심장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저조 

대국민에게 ‘대한심장학회’의 역할 및 활동 
심장질환전문과 순환기내과(심장내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심장 

학회를 

통해 

순환기 
(심장) 
내과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질병정보와 예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질병 정보의 창구 역할 

국민심장건강 기여학회 

다양한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방, 진단,  
진료, 시술 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에 특화된 전문과 



학회 홍보의 목표 

• 심장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식 제고 
 

•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학회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대외적인 위상 정립  

 



홍보 방법 

•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나 질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잠재 위험군을 캠페인   

타겟으로 정하고,  

• 캠페인 주요 컨셉과 Key메시지, 슬로건 개발하여   

캠페인 기간 동안 일관된 tone & manner로 지

속적으로 노출하여    

• 타겟의 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고,  

질환에 대한 핵심 메시지와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  

 



미국뇌졸중학회 공동 캠페인  미국심장협회 단독 캠페인   

<심폐소생> <여성 심장질환 인식> <뇌졸중 인식증진> 

2015년 현재 주요 캠페인 진행 현황  

캠페인 발자취 

Be the Beat 
심정지 인식 캠페인 

2009.10. 2009.11. 

Hands-only CPR 
심폐소생술 캠페인 론칭 

2012 

Hands-only CPR  
확장 캠페인 

Power to End stroke 

확장 캠페인 
Go Red 

여성 심장질환 인식 

2012~ 2004~ 

- 비교적 심장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여성 타겟 캠페인 2004 부터 실시 
- 2009년 부터 심폐소생술 관련 캠페인 지속 운영 



• 기간: 2004년~2015년(12회 차 캠페인 진행되고 있음) 
• 목적: 미국 여성 45%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  
 

1.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2.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3. 펀드레이징 

• Fact Sheet 웹페이지 게재 
• Toolkit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 교육 및 오프라인 캠페인 시 사용됨 

• 캠페인 영상 업로드: 홈페이지&YOUTUBE • 기금 모금  
• 다양한 캠페인 관련 상품 판매 

 

4. 빨간 드레스 입는 날 제정 5. 캠페인 홈페이지 운영 6. SNS(Facebook/Twitter)운영 

• 12th National Wear Red Day: 2015. 2. 6. 
• 활동사항:  
  1) 패션쇼] Red Dress Collection™ 진행 
     유명 디자이너 Macy’s, 탑 모델 및 셀 
        러브리티 참여 
     관련 영상, 기획기사 등 언론보도 多 
  2) 제작물] 포스터,비디오, 인포그라픽 등      
      제작 및 참여자 직접 배포 가이드  
  3) 지역 모임] 회원 주변의 지역에 캠페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모임 권유  

• 심장질환 정보, 예방 및 치료법, 캠페인 관련 
소식 등의 컨텐츠 업로드 

<구성> 
1) 심장 질환 정보 제공 
2) 심장 질환 위험 요인 
3) 건강하게 사는 TIP 
4) 나의 이야기 공유 페이지 
5) 나의 심장 질환 예방 방법 



• 기간: 2009년~ 
 

1.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2.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3. 모바일 투어  

•Toolkit 제작 및 제공 (유/무료) • 캠페인 영상 업로드: 홈페이지&YOUTUBE • 거리 프로모션  및 교육 전개  

5. 교육 제공 5. 생존자 사례 공유  

• 12th National Wear Red Day: 2015. 2. 6. • CPR 생존자의 감동 사례를 공유해  



국내 다른 학회들의 캠페인 
 

- 기간 : 2005~ 

-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검진의 중요성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  

   ‘건강강좌, 유방암 역학조사, 

임상 데이터 발표, 일반인 설

문조사, 가두 캠페인, 합창제, 

사랑의 마라톤 등 유방암 인

식 확대와 정기검진 및 예방

의 중요성 강조 

 

한국유방암학회 

핑크리본 캠페인 

- 기간 : 2007~ 

-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항문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대장항문에 대한 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캠페인.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

고 건강강좌, 미니 콘서트, 검

사부스운영 등을 통해 대장항

문질환 관심도 제고 및 예방 

및 진단 중요성 강조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푸른빛 점등식] 

- 기간 : 2007~ 

- 세계당뇨병의 날을 시작으로 

남산타워, 보신각, 국회의사당 

등에서 진행하여 당뇨병의 예

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홍보 

[파란 양말 캠페인] 

- 기간 : 2011~ 

- 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파란양

말 나눔행사, 건강 강좌 등 생

활속에서 당뇨병성 족부병변

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 

대한당뇨병학회 

푸른빛 점등식/ 
파란양말 캠페인 



학회의 전문성 부각 
데이터 발표, 인식 설문 조사, 건강 강좌 진행, 의료진 봉사 활동 

미디어 관계 강화 
개별 RTM 진행 
미디어 needs 파악 프로그램 반영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환우 참여 프로그램 접목 

  회원 참여 프로그램 

외부 단체 연계 시도 
타겟 단체와의 협력 관계 마련  

 
 



‘대한심장학회’, 심장질환 전문학회로서 대국민 심장건강 기여를 위한 

심장질환 정보와 순환기(심장)내과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대국민 캠페인 활동에 따른 통합 메시지 전달로 학회 인지도제고 

주요 논문, 데이터, 연구발표를 통한 심장질환 관심도, 학회 신뢰도 향상 

지속적인 학회 활동, 비젼 등 소개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학회 위상 제고 

1 

2 

3 

‘내 심장점수’ 알기를 통한 심장건강 실천이라는 캠페인 테마에 맞춰 심장점수 관심 유도 미디어 앵글 개발 

캠페인 전개에 맞춘 보도자료 배포 지속적 미디어 활동 진행 

심장질환 정보, 학술대회 발표 논문, 회원 연구 발표 내용 등을 학회타이틀,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통해  

미디어 발표 

학회 임/회원 인터뷰 및 오피니언 코너 등 활용 학회 비젼, 현안, 사회적 관심 필요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심장질환 예방캠페인 

본인 심장질환 위험성을 알려주는 

'개인 맞춤용' 정보 전달 캠페인 

특정 위험근을 위한 캠페인 

중년남성을 위한 캠페인 

중년 여성을 위한 캠페인 

대국민이 기대하는 심장학회의 캠페인 

대한심장학회에 기대하는 캠페인은? 

심장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특정 대상보다는,  

‘본인 맞춤’ ‘예방’ 캠페인 기대  33% 

27% 

15% 

14% 

11% 

본인의 심장 건강상태 

심장질환 예방 및 관리법 

심장질환 대처 및 치료법 

심장질환 위험군 

심장질환과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현재 본인 심장건강상태, 고위험군 등 

‘현재 자신의 심장 상태’에 대한 궁금증 높아 

예방관리, 대처법, 치료법 고른 관심 

31% 

28% 

27% 

14% 



심장질환 예방 캠페인 

 (질환 위험도의 수치화)  

• 기본 취지 :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대중의 

인식을 확산 

• 심장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각인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생활 수칙으로 정착/생활 개선  



대한심장학회 일반인 앱 

대한심장학회 정보위원회 제작 (M2 커뮤니티) 



 





개선 방법 설명/선택 

 



심장질환 예방 캠페인 프로그램 홍보 

• 미디어 배포  

• 주요 기업 연계, 직장인 대상 건강강좌 진행 및        

평가도구 배포  

• 질환 사이트 구축 (학회 사이트 연계) /질환 SNS 운영 

• 국내 심장질환 실태 데이터 및 국내 직장인 심장질환 

위험도 결과 취합 및 분석 데이터화,  

• 각 매체 배포 (기자간담회 진행)  

 



여성 심장질환 인식 캠페인  

• 타겟 : 4050 여성  

• 기본 취지 : 심장질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여성들에게 폐경 이후 급격

히 위험도가 상승하는 심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들의 질환     

예방 의지 고취  

 



여성 심장질환 인식캠페인 프로그램   

• 미국 심장학회(AHA) : ”Go Red for Women”  

 

• AHA, 심장학회의 ‘여성심장질환 연구회’와의 협조  

• 여성 대상 심장질환 인식 조사 및 폐경 여성들의 심장

질환 실태조사 결과 각 매체 배포 (기자간담회 진행)  

• 오프라인 이벤트 : 레드 푸드 페스티벌  

   심장질환에 좋은 레드푸드를 소재로 한 요리 강연회 

및 건강강좌 진행 

• 질환 사이트 구축(학회 사이트 연계) – 심장질환에  

좋은 레드 푸드 소개, 레드 푸드를 이용한              

요리레시피 업로드 /질환 SNS 운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