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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상자의 스마트폰 활용에 한 의지와 생각이 생활습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해 수행된 융합 구조모형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남자 549명, 여자 357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하 으며 SPSS 23.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수

정된 가설 모형의 합도는 Q(χ2/df)=3.241, AGFI=0.968, CFI=0.970, RMSEA=0.050(95% CI=0.035, 0.065), SRMR=0.048 이

었다.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활용에 한 생각은 스마트폰 앱 활용 의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신과

환자의 스마트폰 앱 활용 의지는 식습 과 생활습 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본 모형 구축 결과는 사증후군

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 개선 로그램 용 시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달체계를 활용하는 융합 연구가 필요

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의지, 생활습 , 조 병, 융합

Abstract  We aimed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convergence effect of utilizing 

smartphone technology for Therapeutic Lifestyle Change(TLC) amo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A survey using 

a structured self-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549 male and 357 female subject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23.0 and AMOS 21.0. The model fit for the modified hypothetical model was shown: Q(χ2/df)=3.241, 

AGFI=0.968, CFI=0.970, RMSEA=0.050(95% CI=0.035, 0.065), SRMR=0.048. In modified model from hypothetical 

model, the opinions about smartphone use affect the willingness to use smartphone applications. And the willingness 

to use smartphone applications affect dietary and living hab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vergent 

study using various delivery systems such as smartphone technology is necessary to implement TLC, which can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among people with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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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비만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으로 정의되며 오늘날 세계 으로 요하게 다루어

야 할 건강문제 하나이다[1,2]. 일반 으로 비만은 조

기 사망과 련되며 심 질환, 골 염, 고 압, 이상

지질 증, 고콜 스테롤 증, 제 2형 당뇨병 암과 같

은 합병증과 건강의 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4]. 비

만의 원인으로는 유 , 개인 , 환경 요소 간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행동 인 요인, 즉 식이 요법과 신체

활동 부족이 큰비 을 차지한다. 이러한 생활습 문제

로 인한 비만 인구 증가는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에도

향을 미친다[5].

특히 조 병은 사고체계와 감정반응의 반 인 장애

로 인해 자발 인 신체활동의 동기가결핍되고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일반 인구집단보다 비만도가 2배

이상높게 나타난다[6,7]. 조 병환자군의평균수명이일

반 인구집단에 비해 15년 정도 짧은 것으로 보고되며

사증후군 등의 비만 련 신체질환이 그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8].

비만 재 로그램은 비약물 , 약물 수술 인

방법을 포함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만 재 는 환

자에게 동기부여, 비만 리 로그램에 한 순응 참

여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이고 원격 인 심리 , 의학

양 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로그램의 효과를

극 화한다[9,10]. 건강한 생활습 과 체 감량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모바일 폰의 유용성에 한 임상연구

발표에 따르면[10-12], mHealth (mobile Health,

mHealth) 근법은 비만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

다[13, 14]. Daker-White와 Rogers [15]는 스마트폰을 이

용한 비만 리 로그램이 조 병 환자에게 용가능하

고 효과 이라고 하 다.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 리 기

술의 핵심 과제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 을 유지하도록 도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16].

최근 모바일 폰이 상용화되면서 조 병 환자의 휴

화 스마트 폰 소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592 명의 환자를 상으로

스마트 폰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지 조사한 연구에서 스마트 폰을 소유한 환자의 81%가

스마트 폰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하

고 유용하다고 응답하 다[17].

특히 국외에서는 조 병 환자를 상으로 자가 모니

터링 자가 정신건강 리 목 의 련 어 리 이션

(application, app)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미국 정신

질환자 연맹(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은

AIR(Anonymous. Inspiring. Relatable, air)라는 자체 모

바일 앱을 출시하 고 iTunes Android 마켓에서 조

병 증상 리를 돕는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18]. 그

러나, 국내에서는 조 병 환자를 한 실용 인 앱이 소

수에 불과하고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해 개발된 스

마트 폰 로그램의 임상 용에 해서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비만 극복을 해 재활 단계에서 행동요법을 용할

때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상자를 추 리할 수 있다

면 생활습 재 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향상되었다

[14]. mHealth 근법은원거리 환자가언제 어디서든보

다 건강한 생활습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제 2형 당

뇨병, 고 압 심 질환 등의 사성 증후군을 감소

시키는데 유용하다[19-21]. 그러므로 치료에 한 환자의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최 의 자가 모니터링 방법에 해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일반 인 경우와 달리, 조 병은 생활자극에 한 반

응 의욕을 상실한 무의욕증으로 인해 비만 극복을 한

로그램 용 시 략 근이 요구된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을 통해 제공하는 mhealth 활용과

생활습 개선이 정 상 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23]를 토 로 조 병 환자의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

각과 스마트 폰 활용 의지가 식습 과 생활습 에 미치

는 향 정도를 알아보기 해 모형을 구축하 다. 이는

스마트폰 활용에 한생각이향후 스마트 폰앱 활용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치료 인 생활습 변화를 유도

하여 사성 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에기반을 둔다. 즉, 조 병 환자의 스마트폰 활용에

한 생각을 설명하고, 식습 과 생활습 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 향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 병 환자의 스마트 폰에

한 생각을 원인 변인으로 두고 매개변인인 스마트 폰 활

용 의지가 조 병 환자의 식습 과 생활습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모형 경로를 Fig. 1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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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thetical model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활용에 한생각의정도는 앱활용의지

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스마트폰 앱활용의지의정도는 식습 생활습

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스마트폰 활용에 한생각의정도는 식습 생

활습 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

과 앱 활용 의지가 식습 과 생활습 에 미치는 향력

을 악하고 가설 모형의 합도 변수들 간의 계를

검정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정신보건기

을 이용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환자 연구의 목 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 으로 동의한 자로

하 다. 상자 선정을 하여 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기질 뇌손상혹은 신경계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 타당성 확보를 해 K 학교

생명윤리 원회(승인번호: 40525-201605-HR-109-03)

승인을 통보받고 2016년 6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본 연

구자가 안내문을 공고하여 모집된 상자에게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정신과 병동에

입원 인 상자와 정신재활시설에 내소하는환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강원, 구경북, 경남 지역의

10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시설과 3개

정신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하고 있는 상자를편의 표

출하여 총 968명을 상으로 자료수집 하 다. 그 답

변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62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906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상자가 이용 인 정신

건강기 의 종류,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의 종류로 구성된 일반 특성

과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 스마트 폰 앱 활용에

한 의지, 식습 , 생활습 을 측정하 다. 설문지는 2013

년 Ben-Zeev 등[24]의 연구와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

용 실태조사[25], 2015년 정보격차 지수 실태조사[26]

의 내용 역 범 를 기 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 다. 스

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 스마트 폰 앱 활용에 한 의

지, 식습 , 생활습 은 설문지 내용의 합성을 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정신건강 문요원 3인과정보통신기기

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5

Likert척도를 사용한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에 의해 산출되었는데[27], 본 연구

에서는 CVI=318/450=0.71로 내용구성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항상 그 다’

의 5 까지 Likert Scale로측정하 다.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은 6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폰 활용에 한

상자의 극 인 생각을 나타내며 Cronbach-α 0.644

의 신뢰도를 보 다. 스마트 폰 앱 활용에 한 의지는

치료 인 생활습 을 해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할 의지

가 있는지에 한 자가보고식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며

수가 높을수록 앱 활용 의지가 강한 것을 의미하고

Cronbach-α 0.912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식습 은 과식

이나 편식 등 식습 에 한 자가보고식 질문 6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비만을 유발하는 습 이 있음을 의미하

고 Cronbach-α 0.562로 나타났다. 생활습 은 식습 이

스트 스 리 등 생활 사건에 향을 받는지에 한 질

문과 운동습 에 한 질문 6문항으로 구성되며 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에 한 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하고 Cronbach-α 0.727를 나타냈다.

2.4 료분

상자의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 식습 , 생활습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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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먼 SPSS 23.0을 활용하여 기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 측정 변

수는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하

다. 요인분석은 각 도구 내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고유값

이 1이상이 되는 요인수를 구하고 Varimax법에 의한 요

인회 으로 묶인 항목들을 하나의 측정변수로 정하 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Amos 21.0 로그램을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 인 모형에서 출발하여 모

형 합도와 추정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여 모형을

개선하 으며 Heywood-cases가 발생할 때에는 한

상수 값으로 고정하여 최종 개선한 모형을 기 으로 하

집단 변수별 모형 합의 차이 을 재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연구 상자 906명 정신병원 이용자가 73.1%로 가

장 많았고, 정신건강센터는 22.5%, 정신입소시설 4.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0.6%로 여성의 39.4%

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0세 미만이 32.1%, 50 28.7%,

40 26.9%순으로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3.7%로

많았고 종교를 가진 상자가 71.3%로 종교가없는 상

자의 28.7%보다 많았다. 교육은 고졸이 46.1%로 많았고

졸이상이 26.5%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상자가 40.2%, 3G이하 휴

폰을 20.4%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가 39.4%이었다.

3.2 스마트폰 련 특

스마트 폰활용에 한 생각은 ‘폰 사용법을배울것이

다’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폰 기기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다’와 같은 정 인 생각의 평균이 3.30, 표 편차

가 1.06으로 나타났고, ‘폰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폰 기

기를 부수어버릴 것이다’, ‘폰 기기를 팔아버릴 것이다’,

‘폰 때문에 스트 스를 받아서 증상이 심해질 것이다’와

같은 부정 인 생각의 평균은 2.13, 표 편차는 0.79로나

타났다.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는 ‘앱의 지시에 따라 걷기운

동, 식습 조 , 생활습 조 , 약물 복용, 수면습

리를 받는 것’에 해 평균 3.06, 표 편차 1.06으로 나타

났다. 식습 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배가 고 것

을 참을 수 없다’, ‘야식을 먹는다’, ‘편식을 한다’에 해

평균 2.08, 표 편차 0.75가 나타났으며 ‘식사시간이 15분

이내에 끝난다’, ‘물은 하루에 8잔 미만 마신다’가 평균

2.91, 표 편차 1.07로 나타났다. 생활습 은 ‘과식이나 폭

식을 하지 않는다', ‘스트 스를 잘 극복한다’는 항목의

평균이 2.70, 표 편차가 0.95로 나타나 ' 연한다’, ‘술 마

시는 것을 조 한다’의 평균 3.30, 표 편차 1.40보다 낮

게 나타났다. '일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늘린다', '유산소

운동(걷기, 뛰기, 자 거 타기 등)과 근력운동(아령, 철 ,

팔굽 펴기 등)을 골고루 한다'는 평균 3.29, 표 편차

2.06으로 나타났다. Table 1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Variables Number items

Opinions about Smart Phones
SP1 2 3.30±1.06 1-5 -0.40 -0.27

SP2 4 2.13±0.79 1-5 0.91 1.13

Willingness to use applications Apps 5 3.06±1.06 1-7 -0.18 -0.31

Dietary Habits
Diet1 4 2.08±0.75 1-5 0.89 0.77

Diet2 2 2.91±1.07 1-5 0.37 -0.15

Living Habits

Lifestyle1 2 2.700.95 1-5 -0.23 -0.73

Lifestyle2 2 3.301.40 1-6 0.55 -0.46

Lifestyle3 2 3.292.06 0-6 -0.11 -1.29

Note. SP1=I think positively about using the phone, SP2=I think negatively about using the phone, Apps=Applications use with regard to walking
exercise, dietary habits, lifestyle control, taking medication, and managing sleep habits etc., Diet1=Unbalanced, overeating habit or midnight snack,
I keep on eating even if I was already full, Diet2=Meal time is less than 15 minutes, Drink less than eight glasses of water a day,
Lifestyle1=Overcome stress without overeating or bingeing, Lifestyle2=No smoking, Controls alcohol drinking, Lifestyle3=Increase physical activity
in everyday life, Adequate aerobic and strength exercis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N=906)



스마트폰 앱 활용 지가 정신질환  생활습  개 에 미치는 합적 효과 329

3.3 조 형 분

가설모형 검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측정변수의 정규성은 Shapiro-Wilk 검정결과 모두

p<.05로 정규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없었지만 이는 표본

크기가 큰 계로 통계 검정의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Q-Q plot이 약간 S형을 띄고 있으나 거

의 각선 형태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의 값이

부분 1 미만이어서 어느 정도 정규성은 만족된다고

단하 다. 이들 측정모형의 모형 합도는 Q(χ
2/df)=4.230으로 합한 수 에 미치지 못하 으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는 0.961,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RMSEA)는

0.060 (95% 신뢰구간[CI]=.045-.075),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RMR)은 0.040, Comparative Fit

Index(CFI)는 0.959으로 반 으로 그 임계치들을 만족

시켜 모형이 자료에 잘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있어측정

모형의 구성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Fig. 2).

Fig. 2의 가설모형에서 기존의 잠재변수는 유지하면서

유의하지 않은 모수의 추정을 배제하여 자유도를 증가시

켜 모형 합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이 식습 으로 가는 경로(β=0.01, p=.937)와 생

활습 으로 가는 경로(β=0.03, p=.596)를 제거하 다.

Fig. 3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합도지수를 살펴보면, Q

값은 3.241로 나타났으나, AGFI=0.968, CFI=0.970,

SRMR=0.048, RMSEA=0.050 (95% 신뢰구간[CI]=0.035

-0.065)로 나타나 체로 합도지수가 수용기 에부합

되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Fig. 3

Fig. 2. Hypothetical model (/df=4.230, AGFI=0.961, CFI=0.959, RMSEA=0.060(95%[CI=0.045, 

0.075], SRMR=0.050).

Fig. 3. Modified model from Hypothetical model (/df=3.241, AGFI=0.968, CFI=0.970, 

        RMSEA=0.050(95%[CI=0.035, 0.065]), SRMR=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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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정 형  효과분

상자의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는 식습 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p=.00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 은 생활습 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스마트폰 활용에 한생각과 앱 활용 의지가 식습

과 생활습 에 미치는 직 효과, 간 효과와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수정된 모형에서 부트스트 핑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외생변수들이 내생변

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식습 에는 스마트폰 앱 활용

의지(0.104)가 미치는 직 효과가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0.048)의 간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생활습

에는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0.124)이 미치는 간

효과와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0.095)가 미치는 직

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Estimate S.E. C.R. p β

Opinions about Smart phones → Willingness to use apps .520 .208 2.493 0.013 .464

Willingness to use apps → Dietary habits .066 .021 3.157 0.002 .104

Dietary habits → Willingness to use apps .095 .021 4.610 <.001 .268

No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t-value), p=p-value, β=Standardized estimate

Table 2. Estimated Coefficient for the Modified Structural Equation Model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p)

Standardized
total effect(p)

Opinions about smartphones → Dietary habits - .048 (.002) .048 (.002)

Willingness to use apps → Dietary habits .104 (0.002) - .104 (0.002)

Opinions about smartphones → Living habits - .124 (<.001) .124 (<.001)

Willingness to use apps → Living habits .095 (<.001) - .095 (<.001)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for the Modified Structural Equation Model

3.5 조절효과 형 분

하 집단 변수를 넣은 구조 모형에서 정신병원(sample

size=662)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Q값은 2.422로 나

타났으며, AGFI= 0.984, CFI=0.972, SRMR=0.045, RMSEA

=0.046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센터(sample size=204)를

하 집단 변수로 분석한 결과, Q값은 1.605로 나타났으며,

AGFI= 0.929, CFI=0.966, SRMR=0.068, RMSEA=0.055로

나타나 체 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Fig. 4)

Fig. 4.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mental health center subgroup ( /df=1.605, AGFI=0.929, CFI=0.966, 

SRMR=0.068, RMSEA(95% CI)=0.055(0.001-0.091), sample size=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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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집단 변수로는 성별, 나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

기, 거주형태, BMI 정도, 자료수집 기 , 결혼상태, 학력

등을 확인하 다. 그 자료수집 기 에서 정신병원의

스마트 폰 활용 의지가 식습 으로 가는 경로(β=0.15,

p=.001)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정신건강센터의 스

마트 폰 활용 의지가 식습 으로 가는 경로(β=0.02,

p=.756)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

원과 정신건강센터의 차이 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건

강센터를 이용하는 상자는 정신병원을 이용 인 환자

에 비해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가 식습 까지 바꾸는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

4. 논

상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으며,

유병기간이 길고 비만 유병률도 높아증상 리뿐만 아니

라 생활습 , 식습 과 신체건강에 한 심과 한

리가 요구된다[28]. 조 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스

마트폰 이용률은 2011년 4.7%에불과했으나[29] 본연구

에서는 40.2%로 나타났다. 3G 이하 휴 폰 사용자를 포

함하면 60.4%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 병 환자의 요구를 반 한 스마트 폰 어 리 이션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연구는 정신과 환자의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

과 스마트 폰앱 활용 의지를 악하고, 식습 과 생활습

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 향력을 분석

하고자 실시하 다.

첫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상자의 생각은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마트 폰앱에 해 정 인

생각을 나타내는 수가 부정 인 생각보다더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30]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상자들이 스

마트 폰을 이용한 건강 리 로그램을 선호하고 높은

동기를 보 던 결과와 일치한다. 스마트 폰앱 활용 의지

로 가는 경로에서 스마트 폰 활용에 한 부정 인 생각

(β=0.16)보다 정 인 생각(β=0.90)의 향이 큰것으로

보아 상자가 스마트 폰 활용에 해 정 으로 생각

할 경우 보다 극 으로 재 로그램 참여 의지를 나

타낼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헬스 어 이용의도에 미치

는 향요인을 연구한선행 논문[31]에서 새로운시도에

한 정 인 태도가 정 인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결

과와 다르지 않다.

둘째, 스마트 폰앱활용의지정도는 식습 과 생활습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

신질환 치료에서 한 약물복용과 증상 리는 필수

이다[32]. 면 면 로그램 외에 다른 안이 없는 상황

에서 상자의 증상을 리할 때 도움 받을 장소가 원거

리인 경우 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재발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33]. 그러나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한다면

시간이나 장소와 상 없이 상자는 필요에 따라 증상

리를 받을 수 있다[13, 34]. 모바일 건강 리 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선행연구[20, 23, 35]에서이러한 근법이

실 가능하고 임상 으로유용하다는 것을보여 주었다.

특히 조 병 환자에게 병원 퇴원 후 최 6개월 동안

FOCUS 모바일 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

재가 능동 인 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고 험 기간에

도 근이 용이한 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상자의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는 건강한 식습 과 생활

습 을 실천하는 극 인 건강행 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병의 특징 증상인무의욕증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상자의 생활

자극 반응을 증가시켜 건강한 생활습 을 실천하는 의지

를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36].

셋째,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의 정도는 식습 과

생활습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이 정 일지라도 의지가

부족하다면 식습 이나 생활습 을 변화시키는데 실질

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행연구[37]에서 조

병 환자의 건강행 실천을 해 동기 유발의 방법으

로 화, 인터넷, 사회 계망 등을 이용했을때 재효과

가 더 크고 장기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병 환자가 건

강한 생활습 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지

지체계의 꾸 한 리가 뒷받침되어야 직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자료수집 기 정신병원은 스마트 폰을 활용

하여 조 병 환자의 식습 을 변화시키는데 향을 미치

는 하 집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33]. 이는 정신건강센

터보다 의료인과 더 자주 만나고 할 수 있는 정신병

원에서의 식습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비만

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로그램은 주변의 심이 결과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37]. 한 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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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비만율이 외래환자보다 2∼3배 낮

게 나타난 선행연구[33]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외래환

자 즉 지역사회 조 병 환자를 상으로 시간이나 장소

와 상 없이 생활습 을 개선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본연구는 상자의 스마트 폰 활용에 한생각과 스

마트폰 앱활용 의지, 식습 , 생활습 과의 계를 구조

으로 규명하기 해 가설 모형을구축하고 검정하여

이를 토 로 건강행 이행을 진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스마트 폰에 한 생각이

향후 스마트 폰 앱 활용 의지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치료 인 생활습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측

가능하다. 특히 조 병 환자는 사고체계와 감정반응의

장애로 인해 무의욕증과 정 인 생활패턴을 보인다. 그

러므로 비만 리 로그램 용 시 다양한 에서

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앱 활용의지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38,39].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게 스마트폰 앱에

한 상자의 생각이나 앱을 활용하려는의지가 식습 이

나 생활습 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36]. 따라서, 이를 토 로 실무 인 측면에서심

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자에게 생활습 을스스로 조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

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연구는 강원, 구경북, 경남 지역의 정신질환자 총

906명을 상으로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생각과 의지를

확인하고 식습 , 생활습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변

인 간 경로를 검정하고자 시도된 구조모형 연구이다.

상자는 건강 리를 한 매개체로 스마트 폰을 사

용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마트 폰 활용에 한 의지가 식습 과 생활습 을 변

화시키는 직 인 요소로 확인되었다[40]. 이상의 결과

를 통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연구 상자의 생활습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연구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할 수 있다. 정신질 환

자의 생활습 개선은 스마트폰 활용에 한 생각을 결

정하는 정확한 정보 달이 이루어지는 인지 근이 필

요하며 이는 상자의 앱 활용의지에 향을 다는 ,

건강한 생활습 실천을 한 의지는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하여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직 인 생활습 에 향

을 다는 이다.

그러나 상자의 생활습 개선에 향을 주는 질환

의 정도나 유병기간,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하 향요

인으로 반 하지 못한 은 본 연구의 제한 이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상자 맞춤형 스마트 폰 어 리

이션과 상자의 건강한 생활습 실천의지를 강화시키

는 다양한 지지체계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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