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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헬스 어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심에서 방 리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리하는 트 드와

더불어 모바일 헬스 어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 헬스 어의 기술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수용

은 다소 부진하다. 이에 모바일 헬스 어와 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헬스 어의 신 확산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이 향

계에서 신 성향의 조 효과를 검정하 다. 연구 결과 모바일 헬스 어의 상 유익성, 합성, 찰 가능성,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복잡성, 시험 가능성,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신

성향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 성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신 확산 요인과 이용의도와의

향 계에서 주요한 조 변수임을 확인하 음에 시사 을 갖는다. 한 모바일 헬스 어의 공 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신 성향을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모바일 헬스 어, 모바일 헬스 어 이용의도, 신확산요인, 신성향, 조 효과

Abstract  The technology of mobile healthcare is steadily growing, but acceptance of consumers is sluggish. Various 

studies related to mobile healthcare have been conducted, but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diffusion factors of mobile health care on the intention to use,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propens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observability, and usefulness of mobile health care affect the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the 

innovation propensit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complexity, trialability, and usafulness on intention 

to u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innovation propensity has been confirmed as a major control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diffusion factors and utilization intention.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consumers' innovation tendency is a factor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uppliers of mobil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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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스마트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

체 상태를 기록 분석하여 질환의 사 측이 가능한

모바일 헬스 어(Mobile Healthcare)는 새로운 헬스 어

패러다임의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 건강 련

산업과 IT 기술이 융합되어 탄생한 모바일 헬스 어는

의료기 에서 의료진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진단 리

를 개인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의료비 감 치료의 효율성 증진, 기 의료에

한 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헬스

어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심에서 방 리

심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의 범 한 보 으

로 일상에서 쉽게자신의 운동량, 압 등 건강상태 기록

리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리하는 트 드

와 더불어 모바일 헬스 어 련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

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헬스 어는 의료산업, 제조업, 소 트

웨어 산업, 통신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이

러한 성장세는 소비자의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소비자

의 수용과 불균형을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Apple 앱스토

어의 헬스 피트니스 련 애 리 이션의 이용률은

62%로서 체 애 리 이션의 이용률보다 2배 이상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헬스 어 기술을 경험한

소비자는 미국 인구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 한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10%가 모바일 헬스

어 련 웨어러블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30%

가 6개월 이후 사용을 단하 고, 1년이상 사용하는 경

우는 50% 미만으로 보고되었다[2]. 이 듯 모바일 헬스

어가 지닌 장 을 보다 증진시키기 해서는 소비자가

모바일 헬스 어를 극 으로 수용하고 이용의도를 장

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할 수 있다.

모바일 헬스 어와 같은 신 기술에 한 소비자의 더

딘 수용은 공 자 측면에서 해당 기술에 한 성과를 인

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모바일 헬스 어 련 연구는 기술의 수용 련

연구에서 활용되는 TAM[3, 4], TPB[3], UTAUT[5, 6]

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부분의

선행연구[7-10]는 기술 특성 기능 측면이 사용자

의 이용의도 채택에 한 향 계에 집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신 성향을 세분화하여 연구

하지 않은한계를가지고있다. 신에 한 상 이 ,

복잡성, 합성 등의 요인이 수용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핵심 요인은 소비자 개

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헬스

어의 활성화를 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앱 개발

등 기술 문제도 요하지만, 사회 으로 수용될 수 있

도록 공 자와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는 본래 사용했던 경험이 있거나 기존

에 사용했던 제품에 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

으며, 변화에 한 거부감을 표출한다[11]. 모바일 헬스

어는 소비자가 직 제품을 사용 측정하여 건강 련

정보를 제공받는 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 특성은 의료서비스의 공 자와 수요자 간 단면 이

고 일방 인 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에게

정 으로 인지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가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계를 설명

하는 신확산의 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신 수용의 에서 소비자는 신 성향에 따라 요한

차이가 있다[12]. 높은 신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시

장이 형성되는 기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신에 신 한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는 주류시장에서 역할

을 한다[13]. 즉, 신의 확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신성향

은 시장의 주된 역할을 구분하고, 집단간 차이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써 신확산과 소비자의 이용의도 계에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헬스 어의 신 확산 요인

이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이 향 계에서 제품 소유 성향과 정보 탐색 성향으로

세분화한 소비자의 신 성향의 조 효과를 악함으로

써 수요자의 신 기술 수용을 확 하는 방안의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2.1 모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 어는 건강정보 제공, 건강증진 로모

션, 처방 안내, 환자 모니터링, 원격 진료, 환자 데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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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등의 건강 련활동을모바일기기를활용한의학

공 건강 업무를 뜻한다[14]. 한 개인 건강 지침 시스

템이나 건강정보 약 복용 알람과 같은정보를제공하

는 애 리 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14]. 이처럼 모바일

헬스 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소

트웨어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 어는 의료서비스 공 자 심에서 수요

자인 환자 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종 수요자인 각

개인의 권한과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4]. ‘삼성 기어

S’, ‘Apple Watch’, ‘Fitbit’ 등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스스로 측정하고[15],

수요자 개인의 건강 련 정보에 한 근성 권한이

향상되고 있다. 한 의료기 과의 연결 원격 진료 등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병에 한 사 감지 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건강 리비용을 획기 으로

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16].

이러한 모바일 헬스 어는 세계 으로 지속 인

성장이 망되고 있다. 2014년 기 210억 달러 던 모바

일 헬스 어 시장 규모는 2020년에 4.8배에 달하는 1,015

억 달러로 망되고 있다[17]. 한 스마트폰 애 리 이

션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2014년 시장규모는 69억 달

러에서 2020년 531억 달러로 연평균 40.5%의 성장률이

망되고 있다[17].

이와 같이 모바일 헬스 어 산업이 발 함에 따라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옥희와 함승우(2017)는 모바

일 헬스 어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이용 의도 요인에 미

치는 향요인을검정하 다. 연구 결과 서비스품질,

신성, 이용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정 인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한 Zekun Zheng(2015)은 건강신념모형

(HBM)과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이론을 기반으로

모바일 헬스 어 애 리 이션의 수용에 련된 향

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사회 향과 질병에 한

심각성 인식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며, 진조건, 질

병에 한 민감성 인식과 지각된 장애요인이 실제 이용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와 같이 모바일

헬스 어와 련된 연구는 이용 의도와 연 된 요인을

밝히기 하여 기술 수용 상 에 집 되어 논의되

어 왔다.

2.2 신 산 론(Diffusion of Innovations)

Rogers(1962)가 제시한 신확산이론은 새로운 기술

의 수용 혹은 채택이 되는 과정을 악하는데 유용한 이

론 틀로 용되어왔다[18]. 신확산이론에서는 상

유익성, 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찰가능성, 용이

성 등이 신 기술의 채택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상 유익성(Relative Advantage)은 신 기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되는 비용 혜택의 비율을 뜻

하며, 소비자가 모바일 헬스 어의 수용을 해서는 이

용에 한 불편함이 고 건강을 한 시간과 노력이

약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익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

다. 합성(Compatibility)은 신 기술이 개인의 가치

경험, 생활방식과의 부합 정도를 뜻한다. 신 기술이 개

인이 기 추구하는 요인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은

확산되지 못한다[19]. 복잡성(Complexity)은 신 기술이

사용자로 하여 이해하기 쉽거나, 이용하기 쉬운 정도

를 뜻한다. 신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하기 어

려울 경우 신을 수용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20]. 시험 가능성(Trialability)은 사용자가 신 기

술을 시도하거나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신

기술에 한 근 시도가 어려운 경우 신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다[21]. 찰가능성(Observability)은 신

기술에 한 결과를 찰할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사용

자의 주변에서 신 기술을 간 으로 할수록 신

기술에 한 평가 논의에 한 자극을 받게 된다[22].

용이성(Ease of Use)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정

신 ·신체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이다.

2.3 신 향

신제품 수용과 련된 선행 연구들은 소비자 신성

(Consumer Innovativeness)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18, 23]. 신은 기술의 발 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며, 신기술에 정 인 태도를 갖는 소비자

는 신을 정 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18].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신 수용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제품정보와 련된 신 개

념과 제품 자체와 련된 신 개념이 혼재되어 연구되

어 왔다[24, 25]. 한 정보통신의발달과 정보 획득

근성이 용이해 지면서 신 련 제품 시장의 소비자는

다양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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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출시되고 빠르게 구입하는 성향을 가진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와 같이 다른 잠재 소비자보다

빠르게 신을 수용하는 소비자군이 있으며, 신제품에

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함으로써 정보획득과 확산에

극 인 소비자군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신성향을 신 제품

에 한 소유 체험을 추구하는제품 소유 성향과 신

제품에 한 정보 소유를 추구하는 정보 탐색 성향으로

세분화하여 신 성향의 조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3. 연  

3.1 연  제  연  모  정

본 연구는 모바일 헬스 어 신확산 요인이 이용의

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두 요인의 향 계

에서 신성향의 조 효과를 검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 연구 문제 1. 모바일 헬스 어 신 확산 요인은

이용의도와 어떠한 향 계인가?

� 연구 문제 2. 모바일 헬스 어 신 확산 요인과

이용의도와의 향 계에서 신 성향은 조 효

과가 있는가?

설정된 연구 문제를 검정하고자 신확산 요인을 독

립변수로, 모바일 헬스 어 이용의도를 종속변수, 신성

향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연구모형을 설정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헬스 어 신확산 요인과 이

용의도의 향 계와 신성향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해 설문지를 조사도구를 활용하 다. 설문에 앞서 모

바일 헬스 어에 한 설명과 화된 제품들의 사진을

제공하 다. 설문의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 변수

일반 특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Likert 5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모바일 헬스 어 신확산 요인에 련된 문항은

Rogers(1962)[18]의 연구에서 개발된 항목을 바탕으로

신 확산요인의 향 계를 연구한 마윤성 외(2014)[25],

마윤성 외(2015)[12], 윤승욱(2016)[26]의 연구에서 활용

된 문항을 모바일 헬스 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 다. 상 유익성은 “기존 건강 리 방식 비

유익한 정도”, “제품의 가격 비 효과 정도”, “제품 사용

으로 인한이미지 향상” “기능 편의성 정도” 의 4문항,

합성은 “건강 리 유지 효율성”, “건강 리 방식의

합 정도”, “생활방식과의 합 정도”, “타 제품 비 욕

구 충족 정도”의 4문항, 복잡성은 “제품 기능이 쉬운 정

도”, “제품 련 용어 이해가 쉬운 정도”, “제품 사용을

한 기술 지식 요구 수 ”의 3문항, 시험가능성은 “제

품 구매 용이 정도”, “시험 삼아 사용하기 쉬운 정도”,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서비스 기능 악 정도”의

3문항, 찰가능성은 “주변 사람 매체를 통해 제품사

용 찰 정도”, “제품을 사용하는 지인 정도”, “제품을 통

해 도움 받는 지인 정도”의 3문항, 사용 용이성은 “건강

리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제품이 유익한 정도”, “효과

인 건강 리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3문항을 도출하

여 사용하 다.

한 신성향과 련된 문항은 Goldsmith et

al(1995)[23]이 제시한 제품소유성향에 한 문항을 “지

인의 신제품 소유 정도”, “지인의 신제품 사용 경험

정도”, “ 신제품에 한 정보가 없더라도 제품 구매 정

도”, “신제품 출시시 타인보다 빠른 구매를 하는 정도”,

“ 신제품 구매 정도”의 5문항을 추출하 으며, Lee and

Khan(2007)[27]이 제시한 “신제품 출시시 제품정보 탐색

노력 정도”, “신제품 출시시 시험 삼아 사용하고 싶은 정

도”, “신제품 발견시 정보 탐색 정도”, “신제품에 한 정

보 민감 정도”, “신제품 출시시 사용방법에 한 궁 한

정도”, “신제품 출시시 제품에 한 정보 탐색 정도”의 6

문항을 정보탐색 신성향으로 활용하 다.

3.3 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 을 충분히 교육된

조사원 5명이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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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추출된 인원에게 온라인설문지를 배포하

다. 조사기간은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체 300부를 배포하여 100%

수거하 으나, 응답이 락된 3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297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방법은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검정하기 하여 신뢰성분석과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한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활용하 으며, 모든 실증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4. 실  

4.1 본  적 특

4.1.1 본  통계학적 특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5%, 여성이 44.5%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가

44.4%, 30 가 9.4%, 40 가 10.4%, 50 가 29.0%로나타

났다. 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0.6%, 학 재학

졸업이 43.4%, 학원 재학 졸업이 25.6%로 나타났으

며, 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28.3%, 100만원~200만원이

11.8%, 200만원~300만원이 19.5%, 300만원~400만원이

18.9%, 400만 원 이상이 21.2%로 나타났다.

Category n %

Gender
Male 165 55.5

Female 132 44.5

Age

Below 20 2 .7

20 - 29 132 44.4

30 - 39 28 9.4

40 - 49 31 10.4

50 - 59 86 29.0

60 and Older 18 6.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91 30.6

University 129 43.4

Graduate School or Higher 76 25.6

Monthly Income

Less than KRW 1 million 84 28.3

KRW 1~2 million 35 11.8

KRW 2~3 million 58 19.5

KRW 3~4 million 56 18.9

Over KRW 4million 63 21.2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4.1.2 본  모  헬스케어 사용 경험에 따  

연령별 포

모바일 헬스 어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 가 47.5%, 30 가 11.3%, 40 가

7.1%, 50 가 27.0%, 60세 이상이 6.4%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헬스 어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연령별 분

포를 살펴보면 20 가 41.7%, 30 가 7.7%, 40 가

13.5%, 50 가 30.8%, 60세 이상이 5.8%로 나타났다.

Age
Mobile Healthcare Use Experience

Yes No

Below 20
1
(.7%)

1
(.6%)

20 - 29
67

(47.5%)
65

(41.7%)

30 - 39
16

(11.3%)
12
(7.7%)

40 - 49
10
(7.1%)

21
(13.5%)

50 - 59
38

(27.0%)
48

(30.8%)

60 and Older
9

(6.4%)
9

(5.8%)

Total
141

(100.0%)
156
(100.0%)

Table 2. Age Distribution Based on Mobile Healthcare

Use Experience

4.1.3 모  헬스케어 신 산  기술 통계

연령에 따른 모바일 헬스 어 신 확산 요인의 평균

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60 이상의 집

단이 상 유익성(RA)에 한 평균 3.657, 합성

(CPA)에 한 평균 3.644, 복잡성(CPX)에 한 평균

3.491, 시험가능성(TRA)에 한 평균 3.544, 사용 용이성

(EOU)에 한 평균 3.736으로 가장 높았으며, 50 집단

Age
Mean(S.D)

RA CPA CPX TRA OBA EOU

Below 20
3.416
(.721)

3.250
(.433)

3.333
(.577)

3.333
(.577)

2.886
(.509)

3.110
(.190)

20 - 29
3.118
(.766)

3.140
(.824)

3.261
(.708)

3.160
(.794)

2.930
(.856)

3.314
(.835)

30 - 39
2.931
(.761)

3.086
(.631)

3.218
(.496)

3.126
(.704)

2.597
(.741)

3.034
(.747)

40 - 49
2.965
(.866)

2.951
(.836)

2.796
(.829)

2.833
(.664)

2.721
(.863)

3.064
(.872)

50 - 59
3.347
(.906)

3.410
(.952)

3.171
(.851)

3.186
(.967)

3.943
(1.003)

3.459
(1.004)

60 and
Older

3.657
(.760)

3.644
(.830)

3.491
(.788)

3.544
(.772)

3.367
(1.133)

3.736
(1.009)

Table 3. Average of Diffusion of Innovation Factor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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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찰가능성에 한 평균이 3.943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4.2 측정항목  신뢰 과 타당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하여 Cronbach’s α

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도 분석 결

과 상 유익성 .890, 합성 .888, 복잡성 .865, 시험가

능성 .850, 찰가능성 .827, 용이성 .892로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직각회 방식인

Varimax 방식을 활용하 으며, 요인 재량이 .500 이상,

아이겐 값이 1.00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 다. 요인분석

에 앞서 KMO 값이 .931(>.500)로 요인분석에 합한 표

본임을 확인하 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χ
2=3675.220(p<.000)로 단 행렬이 아닌 것을 검정하 다.

요인분석 결과 신 성향은상 유익성, 합성, 복

잡성, 시험가능성, 찰가능성, 상 용이성의 6개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체 요인에 한 분산설명력은

74.389%로 나타났다. 각 측정 항목의 요인 재량은

.906~.605, 공통성 .618~.898로 나타났다.

Construct Item λ C EV VE α

Relative
Advantage

RA1 .831 .664

5.292 26.461 .890
RA2 .812 .655

RA3 .809 .753

RA4 .708 .707

Compatibility

CPA1 .850 .716

2.390 11.950 .888
CPA2 .736 .998

CPA3 .721 .694

CPA4 .695 .716

Complexity

CPX1 .780 .861

2.232 11.162 .865CPX2 .707 .862

CPX3 .643 .898

Trialability

TRA1 .825 .731

1.858 9.288 .850TRA2 .791 .684

TRA3 .657 .618

Observability

OBA1 .784 .783

1.857 9.286 .827OBA2 .616 .802

OBA3 .615 .706

Ease of Use

EOU1 .906 .788

1.249 6.244 .892EOU2 .615 .806

EOU3 .605 .76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χ2=3657.220(p<.000), KMO : .931, Total
Variance Explained : 74.389%

* λ : Factor Loading, C : Community, EV : Eigen-Value, VE :
Variance Explained, α : Cronbach’s α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items

4.4 모  헬스케어 신 산  용 도  

향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1을 검정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바일 헬스 어 신 확

산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는Table 3의 1단

계 결과에 나타내었다. 검정 결과 상 유익성(β=.380,

t=4.416), 합성(β=-.158, t=-1.652), 찰 가능성(β=.151,

t=2.800), 용이성(β=.476, t=7.216)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헬스 어의

상 유익성, 찰 가능성, 용이성이 높아질수록 이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헬스

어의 합성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5 신 향  조절 과 검정 결과

4.5.1 정보 탐색 향  조절 과 검정 결과

모바일 헬스 어 신 확산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

는 향 계에서 정보 탐색 성향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정보 탐색 성향을 조 별수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조 효과를 살펴본 3단계의 회

귀식의 R2 변화량이 .026(p<.000)으로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함이 검정되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탐색 성향의 조 효과를 검정한 결과, 복잡성(β

=.101, t=1.760)과 시험가능성(β=-.144, t=-2.558)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정보 탐색 성향이 조 변수

로 작용하여 모바일 헬스 어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헬스 어에 한 복

잡성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탐색 성

향이 작용하면 이용의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시험가능성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탐색 성향이 작용하면 이용의

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5.1 제   향  조절 과 검정 결과

모바일 헬스 어 신 확산 요인이 이용의도에 미치

는 향 계에서 제품 소유 성향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재품 소유 성향을 조 별수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조 효과를 살펴본 3단계의 회

귀식의 R2 변화량이 .030(p<.000)으로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함이 검정되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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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유 성향의 조 효과를 검정한 결과, 시험가능

성(β=-.150, t=-2.538)과 용이성(β=.115, t=1.661)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제품 소유성향이 조 변수

로 작용하여 모바일 헬스 어 이용의도에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시

험가능성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품 소

유 성향이 작용하면 부정 인 이용의도가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용이성은 정보

탐색 성향과 작용하여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시사점

모바일 헬스 어는 의료산업과 IT기술이 융합하여 의

료서비스의 공 자와 수요자의 단면 이고 일방 인

계에서 다면 이고 양방향 인 계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헬스 어의 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래

하 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한 한 처는 산

업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헬스 어의 신 확산 요

인이 수용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Relative Advantage .380 4.416*** .331 3.975*** .300 3.612***

Compatibility -.158 -1.652* -.169 -1.829* -.120 -1.310

Complexity -.043 -.773 -.012 -.222 .011 .193

Trialability .009 .765 -.018 -.333 -.016 -.299

Observability .151 2.800*** .128 2.474*** .100 1.917*

Ease of Use .476 7.216*** .477 7.519*** .432 6.730***

Information Propensity .209 4.974*** .175 4.006***

Relative Advantage × Information Propensity .071 .861

Compatibility × Information Propensity .017 .181

Complexity × Information Propensity .101 1.760*

Trialability × Information Propensity -.144 -2.558**

Observability × Information Propensity .007 .131

Ease of Use × Information Propensity .065 .955

F 50.741*** 50.588*** 29.688***

R2 .512 .551 .577

△F 24.745*** 2.934***

△R2 .038 .026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Propensity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Relative Advantage .380 4.416*** .356 4.186*** .318 3.789***

Compatibility -.158 -1.652* -.159 -1.685* -.115 -1.235

Complexity -.043 -.773 -.036 -.659 -.043 -.773

Trialability .009 .165 -.019 -.332 -.022 -.398

Observability .151 2.800*** .119 2.209** .073 1.362

Ease of Use .476 7.216*** .504 7.697*** .507 7.806***

Product Propensity .139 3.220*** .091 1.992**

Relative Advantage × Product Propensity .149 1.619

Compatibility × Product Propensity -.062 -.637

Complexity × Product Propensity .085 1.417

Trialability × Product Propensity -.150 -2.538**

Observability × Product Propensity -.008 -.143

Ease of Use × Product Propensity .115 1.661*

F 50.741*** 46.379*** 27.549***

R2 .512 .529 .559

△F 10.371*** 3.158***

△R2 .017 .030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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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 계에서 수용자의 신 성향의 조 효과를 검

정하여 모바일 헬스 어의 이용의도를 제고시키기 한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연구의 검정된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

바일 헬스 어의 신 확산 요인 상 유익성, 합

성, 찰 가능성,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수태 외(2013)[28]의 연구

에서 신 확산이론의 주요 구성요인 복잡성을 제외

한 모든 요인이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하다고할 수 있다. 기존건강을 한 행 보

다 모바일 헬스 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격 편의성 뛰

어나다고 인식할수록 이용 의도는 높아졌다. 한 모바

일 헬스 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찰할 수

있거나, 유용하게 지각 할수록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요

인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 어가 기존 가

치·경험·생활방식과의 합함을 인지할수록 이용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헬스 어가 가

지고 있는 기능을 소비자의 건강유지 리에 합하

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악할 수 있는 시사 은 모바

일 헬스 어의 이용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소비자에게

기존 건강과 련된 행 보다 모바일헬스 어를 활용한

행 가 상 으로 유익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획이 필

요하다. 특히 모바일 헬스 어는 기존 의료서비스와 다

르게 커뮤니 이션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악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한 사용자가 모바일 헬스 어를 쉽게 시도하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에게 모바일 헬스 어의 사용이기존 건강

리 생활 방식에 합함을 인지시키기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모바일 헬스 어 서

비스 제공자는 기술의 효과성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사용

자들에게 효율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바일 헬스 어의 신 확산 요인과 이용 의도

와의 향 계에서 복잡성, 시험 가능성, 유용성이 신

성향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성

과 정보 탐색 신성향과상호 작용할 경우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헬

스 어에 한 이해가 쉽다는 요인만으로는소비자의 이

용 의도를 이끌어 낼 수 없지만, 사용자의 정보 탐색

신 성향과 상호작용을 이룬다면 이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시험 가능성이 신 성향과 상호 작

용을 하면 이용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성향을 지닌 사용자가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시

도 응이 용이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모바

일 헬스 어가 어떠한 서비스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악할수록 이용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바일 헬스 어는 쉽게 시도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도 기존 헬스 어 련 제품과 큰 차

이가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학술 시사

을 가진다. 모바일 헬스 어에 한 연구가 여러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부분 기술과 사용자의 수용

채택에 집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사용자의 특성을 고

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 제

품에 한 신 성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신 확산

요인과 이용 의도와의 향 계에서 주요한 조 변수

임을 확인하 다. 한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 시

사 을 가진다. 모바일 헬스 어의 공 자 입장에서 소

비자의 신 성향을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모바일 헬스 어가 가지는 특성과 신 성향이 상호

작용할 경우 이용 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함에 따라 공

자는 제품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주된 타겟 고객을 공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모바일 헬스 어가 가지는 다양한 콘텐츠

를 세분화하여 진행하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모바일 헬스 어는 건강 정보 제공 건강 리

등을 한 애 리 이션과 같은 소 트웨어 콘텐츠와 스

마트 당측정기와 같은 하드웨어 모바일 기기등 다양하

다. 따라서 모바일 헬스 어의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이

용 의도와의 향 계를 살펴보고, 향력의 차이를 비

교 분석한다면 모바일 헬스 어 수용의 더 많은 시사 하

는 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모바일 헬스 어 서

비스를 사용 인 집단과 미사용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

단 간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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