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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건강관련 심리요인(건강 의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및 건강관련 행위적 특성
(대형 종합병원 선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이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이용 편의성, 의료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했다. 2016년 1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N = 927)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건강 의식은 세 가지 기대 편익 인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5).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이용 편의성(β = .107, p < 
.01)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식(β = .086, p < .05)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 또한 
의료의 질 향상(β = .081, p < .05)과 비용 절감 인식(β = .067,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성별과 
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일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소비심리, 미디어 및 보건학의 융복
합적 관점에서 탐색한 본 연구는 향후 의료소비자 대상 원격의료 관련 홍보 및 교육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 원격의료, 기대 편익, 건강 의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 건강앱 이용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benefit expectancy about telemedicine 
service. Responses from a national online survey of 927 adults (aged 19-59), collected in January 2016, were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1) Health consciousness positively influenced 
all three benefit expectancies (all ps < .05); (2) Doctor-patient communication 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expectancy for convenience improvement (β = .107, p < .01) and service quality improvement (β = .086, p 
< .05); (3) Use of health-related smart applications contributed to positive expectancy for service quality 
improvement (β = .081, p < .05) and cost-saving (β = .067, p < .05). Some of the relationships were 
moderated by gender and residence. This convergence study, which examined public’s perception about 
telemedicine from the perspectives of consumer psychology, media, and public health,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o promote telemedicine service and educate consumers about it.

Key Words : Telemedicine, Benefit expectancy, Health consciousness, Doctor-patient communication, Smartphone 
health apps

* The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5S1A3A2046760).

Received 22 August 2017, Revised 24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ounghwa Choi (Hallym University)
Email: jhchoi@hallym.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47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471-484

1. 서론
100세 시대가더이상낯설지않은말이되었다. 수명

이 길어진 만큼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융합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술

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양

질의의료서비스와다양한편익이제공될것으로기대가

모아지고 있다[1]. 특히,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

근 몇 년 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원격의료를 “비대면상태에서의

사와 환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상담, 진단,

치료 그리고처방등의료행위를행하는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3]. 원격의료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을위한건강검진과건강증진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4].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의료인력

부족및의료접근성이낮은의료취약지역의문제를해결

하기위해미국, 호주, 뉴질랜드를비롯한몇몇유럽국가

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서

비스를 허용하고 있다[5].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의 성공

적인 원격의료서비스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있다[6]. 국내 원격의료의본격적도입및상업

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공적 영역이

든영리적목적이든간에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도입

될것이라는데에이견이없다[7]. 따라서원격의료도입

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욕구와 기대 그리고 수용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원격의료 공급자 측면

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특히원격의료도입에따른쟁

점사항들을 논의한 정성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6].

제한적이나마 국내의 몇몇 연구들은 의료소비자 입장에

서원격의료를어떻게수용하는지에관한연구를수용했

다. 예를들어, 노기영등의연구에서는원격진료를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 수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이용하여 탐색한 바 있다

[8]. 기술수용모델에 개인적 혁신성과 정보보호염려라는

두가지변수를추가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수용하는구

조적관계를검증한연구도있었다[4]. 이들의 연구는기

존의정성적인연구들과달리의료소비자의원격의료수

용에 관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는 한편, 기술수용모델

의주요변인간관계를검증하는데한정되어있다는제

한점이있다. 다시 말해, 기술수용모델의핵심변인인인

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은 이용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

은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떠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해주지 못한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유용성 인식은 이용 편의성, 서비스의

질, 비용절감등다양한차원에서형성될수있는데[1,9],

기존연구는이에대해일차원적(unidimensional)으로개

념화하여 이용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연구는원격의료의유용성을이용편의성, 서

비스의 질, 비용 절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하고,

소비자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기대하는 유용성, 즉 기대

편익(benefit expectancy) 인식이 의료소비자의 어떠한

건강관련인식및행위적특성요인의영향을받는지탐

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소비자의 건강관련

심리적 요인(즉 건강 의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

능감)과 건강관련행위요인(대형종합병원선호, 스마트

기기건강앱이용정도)이 원격의료에대한기대편익인

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

자한다. 건강 의식과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능감은

다양한건강행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밝혀져

왔으며[10,11], 대형종합병원선호와스마트기기건강앱

이용과같은변인은원격의료가테크놀로지를활용한의

료서비스를제공하며기존의료서비스를대체및보완한

다는 점에 있어서 원격의료의 효용성 인식을 예측하는

선행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격의료에 관한 소비자들의 유용

성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각각의 구체적 차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격의료

도입 시 수용 확산을 위해 어떤 유형의 의료소비자들을

전략적 목표공중으로 고려해야 할지, 세분화 된 공중 별

로 어떠한 편익으로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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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편익(benefit)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

게제공되는욕구를만족시켜주는효과를말한다[12]. 소

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는 단순히 제품

자체를구매하는것이아니며제품이나서비스의속성이

제공하는편익을구매하는것이다[13]. 즉, 편익은소비자

의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소비자들

이제품이나서비스로부터기대하는편익을정확하게이

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하다[14]. 소비자가소비전에제품이나서비스의편익에

대해 갖는 기대감을기대 편익(expected benefit)이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은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 달라

진다[13].

일상적인소비와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의소비에있

어서도 편익 인식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그들에 대해 어떠한 편

익을 기대하는지가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만큼[15],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편익을 이해하는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수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이다.

편익에대한인식은다양한차원이있을수있다. 예를

들어 Hjelm은 정보접근의향상, 의료접근성향상, 의료

인프라의 한계 극복, 건강관리 비용 절감 등이 원격의료

를통해얻을수있는잠재적인혜택이라고하였다[9]. 그

중에서도본연구는이용편의성, 의료서비스의질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주요 차원으로 선정한다. 이는 아래

에서 설명하듯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들 편익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이 기존 연구에서 경험

적으로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먼저 “이용 편의성”은 원격의료를이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이용이더욱쉽고편리해질것이라는기대에관

한 인식을 말한다.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

의성에 대한 기대가 원격의료에 관한 중요한 편익의 차

원이라는근거는원격의료서비스가본격화되고있는해

외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 일례로스웨덴의한연구

[16]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은 편의성이 원격의료의 가

장 유용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진료 예약의

어려움과긴대기시간과같은스웨덴의의료서비스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초진 대기시간이 길고,

재진예약에어려움이있다. 그런만큼, 우리나라상황에

서 또한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의 증

대는원격의료유용성인식의중요한차원으로고려된다.

다음으로, “질 향상”에 대한기대편익 인식은 원격의

료 기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

대에 관한 인식을 말한다. 최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가

중요한화두로떠오르면서, 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

스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17].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의료서비스이용에중요한요인이라는것은여러선행연

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Dozier et al.의 연구

에따르면, 의료의질향상에대한환자들의인식이높을

수록 의료기관 이용만족도가 높았으며 의료기관 재이용

률도 높았다[18].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서도찾아볼수있는데, 만성질환환자를대상으로한이

재국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질은 원격의료 재이

용의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쳤으며또한환자의만족

도를매개로재이용의도에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19]. 이처럼 원격의료를 이용함으로써 개인

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인식은 원격의료서비스 편익 인식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은 원격의료를 이용함으로써

의료비뿐만아니라시간을포함한기회비용이절약될것

이라는 기대에 관한 인식을 말한다. 비용은 소비자들이

제품과서비스를구매하는데있어서종종결정적인요인

으로작용한다[20]. 현대마케팅학에서는기존마케팅혼

합전략의 4요소 중 하나인 가격(price)을 비용(cost)으로

재개념화하고있는데[21], 이는단순히소비자가지불하

는금전적비용뿐만아니라기회비용이나심리적비용까

지 고려하여 비용을 개념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이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은 기술수용관련

여러연구에서찾아볼수있다. 제품의구매에따른금전

적 비용은 제품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22],

구매 비용 대비 획득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이러한 기

술수용에 있어서 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Venkatesh

et al.은 확장된 통합 기술수용모델에 비용 합리성(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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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을 변수로 추가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비용

합리성이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

였다[23]. 원격의료에관한 Bon et al.의 연구에서도비용

절약은소비자들이인식하는원격의료의중요한편익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이러한 기존 연구를

종합했을때, 비용절감에대한기대편익인식은원격의

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편익 인식의 차원이라 하겠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용 편의성, 의료서

비스의질향상, 그리고비용절감이원격의료편익의주

요 차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2.2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구매할 제품 또는 서비스와 편

익간 관계를이해할필요가있다[14]. 다양한 개인의특

성 중, 국내외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건강 의

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대형 종합병원 선

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와 같은 네 가지 요인

에 초점을 맞춘다.

2.2.1 건강 의식과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건강 의식(health consciousness)은 개인이 건강에 대

해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25]. Chen은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개념화하여개인이자신의건강을위해무언

가를할준비가되어있는의식상태까지포함하는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26]. 건강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

적 건강행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

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

을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

해 질병을 차단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10,26].

이처럼 건강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일수록 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건강관련 소비재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서비스

자체가기존의료서비스의한계를보완하는측면이있기

때문에, 건강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편익을 다양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건강 의식은 의료소비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즉 (a)이용 편의성 향상, (b)

의료의 질 향상, (c)비용 절감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과 원격의
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개인의 행동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심리적 변인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27]. 자

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다[27]. 건강관련교육, 테크놀로지활용등다양한

영역에걸쳐개인의행동변화에있어서자기효능감의중

요성이입증된바있다[28,29]. 학자들은자기효능감이의

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

어서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이 크게 중요한데, 이

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11]. 의료행위의시작

과끝이의사와환자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이루어진다

는 점에 있어서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특히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잘

설명하고본인의요구사항을전달할수있어야보다질

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환자의만족도또

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의 역할은 원

격의료가본격화되는상황에서더중요해질것으로생각

된다. 향후해외의사례처럼의사-환자간원격의료서비

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의사와 환자가 화상화면을 비롯해 이메일, 스마트 폰을

통해직접적으로상호작용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

환자가 얼마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에따라의료서비스의유용성이영향을받을수있을것

이다. 그런 만큼,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감

은원격의료에대한기대편익인식에영향을끼칠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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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와

의 커뮤니케이션에 자신있는 환자일수록 원격의료서비

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종원격의료서비스를활용하는데있어서편리함을더인

식할것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맥락에서의사-환자커

뮤니케이션 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

해볼수있다. 또한이러한효능감은개인의원격의료서

비스이용비용에관한인식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

상되는데, 의사와의커뮤니케이션에자신이있을수록그

유용성을 높이 인식할 것이므로 편익 대비 비용을 낮게

평가하여, 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가능성이높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의료소비

자의원격의료에대한기대편익인식, 즉 (a)

이용편의성향상, (b)의료의질향상, (c)비용

절감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대형 종합병원 선호와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우리나라의료소비자의대형병원선호현상은오랫동

안 지속되어 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형

종합병원의외래진료비증가율이 174.8%로급격하게증

가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수치가 이를 반증

한다[30]. 의료소비자들이 일반 병·의원이나 중소병원에

비해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최신 장비 보

유, 의료진에대한신뢰, 그리고체계적인진료시스템등

이 꼽힌다[31,32].

이러한 대형병원 선호 의식은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가 상용화된다

면, 자본력과 기술력 있는 대형병원이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에영향력을발휘할것이라는전망이있다[33]. 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병원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이용할수있는기회가확대되는것으로해석될수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 선호 의식이 높은 의료소비자일

수록, 대형병원 서비스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격진료에 대한 편익 인식을 더 높

게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다음과같은가설을제시한다.

가설 3: 대형종합병원선호는의료소비자의원격의료

에대한기대편익인식, 즉 (a)이용편의성향

상, (b)의료의질향상, (c)비용절감인식에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4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와 원격의료
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

오늘날 스마트 기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콘텐

츠, 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폰(feature phone)과 다른큰특징이다. 최근에는건

강앱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2013년 기준, 앱스토

어에 등록된 모바일 헬스케어 앱은 9만 7천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이용자수가 15-20억명에달할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34].

건강관련 스마트 앱의 이용 정도는 새로운 건강관련

기술과서비스에대한개인의혁신성을반영하는것으로

해석해볼수있다. 그리고개인적혁신성이높을수록다

른사람보다더적극적으로기술관련서비스를수용한다

는 것은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관련 이론

[35]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이는 혁신성향에 따라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편익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혁신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의 상대적인 이점을 더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혁신제품의 유용성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요컨대, 혁신성이높은개인들이건강앱을더많이이

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유용성이나 기존 의료서비스

대비상대적이점을더높게인식할것으로예상된다. 특

히 건강앱 이용자들은 앱의 사용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의 유용성을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원격의료를통한새로운의료서비스의효용성에대해보

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는 의료소비자

의원격의료에대한기대편익인식, 즉 (a)이

용 편의성 향상, (b)의료의 질 향상, (c)비용

절감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47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471-484

2.3 성별과 지역의 조절효과
인구통계학적변수인성별은사회심리적변수에비해

시장 세분화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간편하면서도 유용

한 변수이다. 특히 기술수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

음을 시사하는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 성별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성은 모바일

거래환경에서여성들에비해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

사용하는데보다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

는데[37], 이러한차이가어떠한요인에서유래된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기술수용 촉진을 위

한 성별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의 기

대편익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성별에따라차이를보

인다면, 그러한특성을고려한원격의료관련커뮤니케이

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원격의료의 기대 편익

에 대한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의료라는 개념 자체

가 기존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주거 환경에 처해있

느냐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수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개인의건강의식, 의사-환자커뮤니케이

션 효능감, 대형 종합병원 선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가 원격의료에 대

한기대편익인식에미치는영향력은성

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개인의건강의식, 의사-환자커뮤니케이

션 효능감, 대형 종합병원 선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가 원격의료에 대

한기대편익인식에미치는영향력은거

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건강관리와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주제로

실시한조사를통해수집한데이터중일부문항에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건강관련 개인의 인식

과 행위를 비롯하여 건강을 위한 미디어와 기기 활용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2016

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을위해조사회사의온라인패널에등록된전국 16개 시

도의 19세 이상 60세 미만성인남녀 1,500명을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표집방법은 거

주지를기준으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균등할당

표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질 담보를 위해 응답자들의

반응시간, 반응패턴, 개방형질문에대한성실도등을점

검하여 1,000명의응답이최종적으로확보되었다. 수집된

1,000명의응답중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능감에관

한문항에 ‘잘모르겠다’고응답한대상자 73명을제외한

본 설문조사의 유효 응답자는 927명이었다.

원격의료서비스는 조사시점에서 아직 국내에서 상용

화된 의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이

해를 돕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였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통신수단(컴퓨터, 스마트폰)에 의해

의료진이환자의상태를파악하고적절한진료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정의를 제시한 후, 연구 참여자들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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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변인의 개념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에 측정 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연구모형적

합도 지수는 χ² = 313.799, CFI = .927, GFI = .944, TLI

= .904, RMR = .054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2.1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기대 편익
종속변인인원격의료로인한의료서비스기대편익은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의

료서비스 비용 절감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의

측정은리커트 5점척도(1 = 전혀그렇지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세개의문항을활용해측정하였다: ‘원격의료를통해, 여

러 의료서비스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검사 결과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간단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원격의료 기술은 정확한 의료

정보의 전달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에 유용할 것이다’,

‘원격의료기술은신뢰할수있는의료정보의전달을통

해, 의료의 질 향상에 유용할 것이다’, ‘원격의료 기술은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에 유용할 것이다’의 세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은 ‘원격의료 기술은 질병의 조

기발견으로인한의료비절감에도움이될것이다’, ‘원격

의료기술은진료비절감에도움이될것이다’, ‘원격의료

기술은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기

회비용의절감에도움이될것이다’, ‘원격의료기술은교

통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네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2.2 건강 의식
건강 의식(health consciousness)는 Dutta-Bergman

의연구[38]에서사용된문항을활용하였다. ‘건강하게사

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다’, ‘나는나의건강을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적당한 식사와 운동,

그리고 예방을하는것은나의건강한삶을유지시켜줄

것이다’ 등총네개의문항을리커트 5점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Dutta-Bergman의 측정도구는 본래다섯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 보고된 신뢰도는 .72이다.

3.2.3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능감은진료상황에서의료

진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

이 편안하다’, ‘나는 의사에게 내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나는의사에게무슨질문을해야할지안다’, ‘나는

의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와 같은 항목을 구성하여

총네개의문항을사용했으며, 각 문항에동의하는정도

를 “전혀그렇지않다”(1)에서 “매우그렇다”(4)의 4점척

도로 측정하였다.

3.2.4 대형 종합병원 선호
대형종합병원선호는 ‘나는큰질환이아니더라도대

형종합병원을찾는편이다’, ‘나는대형종합병원을방문

하는데거부감이없는편이다’, ‘나는거리가멀더라도대

형종합병원을찾는편이다’, ‘나는대형종합병원의진단

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등 총 4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3.2.5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
스마트기기건강앱(app) 이용정도측정을위해 ‘귀하

는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 기기용 앱(예를 들면, 체중,

혈압, 혈당, 다이어트, 금연, 음주, 운동기록, 성형, 의료상

담, 각종테스트용앱)을 사용하고계십니까?’ 라는 1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전혀사용하지 않음’,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여러번’, ‘매일사용함’의 5점척도에따

라 응답하도록 했다.

각측정항목의신뢰도(Cronbach’s α) 값은 <Table 1>

에제시된다. 다만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의경우, 단일

측정항목을사용했으므로별도의신뢰도측정은수행하

지 않았다. 그 밖에 통제변인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도시 규모별 거주지역(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해 분석하였다. 측

정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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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요인별평균점수를 산출하여회귀분석에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연구의주요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보면, 총응

답자 중 남성은 482명(52%), 여성은 445명(48%)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9.8세로,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19-29세 204명(22.0%), 30대 217명(23.4%), 40대 280명

(30.2%), 50대 226명(24.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

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응답자가 662명(71.4%), 고졸

이하가 265명(28.6%)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규모별 응답

자의비율은대도시 364명(39.3%), 농어촌 294명(31.7%),

중소도시 269명(29.0%)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월가

구소득수준은 200만원미만이 144명(15.5%), 200만원이

상 300만원 미만이 202명(21.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97명(21.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7

명(16.9%) 500만원 이상이 227명(24.5%)로 조사되었다.

4.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7개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는 대형병원선호(r = .054,

p > .05)와 원격의료로 인한 이용 편의성 기대 편익(r =

.063, p > .05)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제외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M SD 1 2 3 4 5 6 7
1 HC 3.53 .56 (.724)
2 DPCE 2.90 .49 .280** (.769)
3 THP 2.43 .73 .128** .154** (.779)
4 UA 1.52 .84 .094** .080* .054 -
5 EC 3.50 .80 .255** .181** .074* .063 (.891)
6 EQI 3.30 .82 .242** .16** .102** .103** .727** (.906)
7 ECS 3.54 .79 .249** .134** .067* .087** .660** .657** (.879)
N = 927, *p < .05, **p < .01,
Note1. Cronbach’s α in the parenthesis,
Note2. HC: Health Consciousness, DPCE: Doctor-Patient
Communication Efficacy, THP: Tertiary Hospital Preference, UA:
Use of health App, EC: Expected Convenience Improvement, EQ:
Expected Quality Improvement, ECS: Expected Cost Saving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4.3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세가지기대편익인식을각각의종속변인으로하

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

는 총 3구역에 나누어 투입되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통제변인들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거주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두 번째 단

계에서는본연구의독립변수인건강의식, 의사-환자커

뮤니케이션 효능감, 대형 종합병원 선호 그리고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상

호작용효과를살펴보기위해관련변수들을투입하였다.

투입 된 변수는 표준화한 후 상호작용항을 생성해 분석

에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2>에제시

하였다1).

1)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간결한 표현을 위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만 표기

DV
EC EQI ECS

Block1

Gender
(female=0, male=1)

.014 .037 .026

Age .019 .072* .098**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below = 0, college
degree or above = 1)

-.055 -.049 -.021

Family income .108** .071* .049
Residence
(Metropolitan areas=0)
Mid-sized cities (1) -.038 -.056 -.061
Rural areas (1) .036 -.018 .005
R2 .016* .016* .017*

Block2

HC .213*** .195*** .212***

DPCE .107** .086* .065
THP .028 .058 .023
UA .035 .081* .067*

ΔR2 .072*** .070*** .063***

Block3

GHP*Gender - - .098*

UA*Gender .124** .108* .146**

THP*Mid-sized cities - .090* -
UA*Mid-sized cities -.096* - -

ΔR2 .010** .006* .014**

Total R2 .098** .092* .095**

Total adjusted R2 .087** .080* .083**

*p < .05, **p < .01, ***p < .001
Note1. Standardized coefficients
Note2. HC: Health Consciousness, DPCE: Doctor-Patient
Communication Efficacy, THP: Tertiary Hospital Preference, UA:
Use of health Apps, EC: Expected Convenience Improvement, EQ:
Expected Quality Improvement, ECS: Expected Cost Saving
Note3. Block 3 presents interaction coefficient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5 for parsimonious presentation.

<Table 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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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4는 의료소비자의건강관련인식및행위적특

성과원격의료기대편익간관계를살펴보았다. 이용편

의성에대한기대편익인식을종속변인으로한경우, 건

강 의식과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모두 긍정적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 1a와 2a 모두지지되

었다(건강 의식 β = .213, p < .001, 의사-환자 커뮤니케

이션효능감 β = .107, p < .01). 즉, 건강 의식이높은소

비자일수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이 높은 소

비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형종합병원선호와스마트기

기 건강앱 이용 정도는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

용 편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대형종합병원선호 β = .028, p = .392, 스마트기기

건강앱이용 β = .035, p = .269). 따라서 가설 3a와 4a는

기각되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을 종속변

인으로분석한결과, 마찬가지로건강의식과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

향을보였다(건강의식 β = .195, p < .001, 의사-환자커

뮤니케이션효능감 β = .086, p < .05). 또한스마트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영향이나타났다(β = .081, p < .05). 따라서가설

1b, 2b 그리고 4b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대형 종합병원

선호가 의료의 질 향상 편익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유의미하지않아가설 3b는 기각되었다(β = .058,

p = .071).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을 종속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 의식과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나타나(건강 의식 β = .212, p < .001, 스마트기기건

강앱이용정도 β = .067, p < .05) 가설 1c와 4c는지지되

었다. 즉, 건강 의식이 높을수록,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

용이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경향을보였다. 그러나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

능감과대형종합병원선호의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

하지않아(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능감 β = .065, p =

.054, 대형 종합병원 선호 β = .023, p = .485) 가설 2c와

3c는 기각되었다.

연구문제 1은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정도와성별의상호

작용효과가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β = .124, p <

.01, 의료서비스 질 향상 β = .108, p < .05, 의료서비스

비용절감 β = .146, p < .01). 상호작용효과의계수는모

두양의부호로, 이는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이원격의

료기대편익인식에미치는영향이남성들사이에서더

강함을나타낸다. 이와더불어비용절감편익인식에대

해대형병원선호도와성별간의상호작용효과또한통

계적으로의미있게나타났으며(β = .098, p < .05), 이 역

시 계수의 부호는 양이었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성별

별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났으

므로, 이 중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와 성별이 비

용절감에대한기대편익인식에대해나타낸상호작용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Fig. 2].

[Fig. 2] Two-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use of health apps on expected cost 
saving

연구문제 2은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

였다. 검증결과, 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정도와거주지

역(대도시 vs. 중소도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이용 편의성

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β = -.096, p <

.05). 상호작용효과의계수는음의부호로, 이는중소도시

에 비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스마트 기기 건강

앱 이용을 많이 할수록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

용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순

기울기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한결과, 스마트기

기건강앱이용과원격의료이용편의성편익인식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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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대도시에서는 정적으로 유의미했으나(B대도시 =

.109, p < .05), 중소도시에서는유의미하지않았다(B중소도

시 = -.051, p = .39). 그리고비록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

는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기대에대해서도비슷하게나타났다(β = -.079, p =

.06).

한편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도와 거주지역 간의 상호

작용효과도발견되었다. 종합병원에대한선호도가원격

의료로인한의료의질향상에대한기대인식에미치는

영향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β = .09, p < .05). 단순기울기검증(simple slope test)

을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 선호도과 원격의료로 인한 질

향상 편익 인식 간의 관계는 중소도시에서는 정적으로

유의미했으나(B중소도시 = .175, p < .05), 중소도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대도시 = -.03, p = .57). 농어촌 도시

(vs. 대도시)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β = .08, p =

.058). 의료비용 절감 인식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의 상호

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건강관련 인식 및 행위적 특

성–즉건강의식, 의사-환자커뮤니케이션효능감, 대

형종합병원선호, 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정도 - 이원

격의료에 대해 기대하는 편익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탐색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을

의료서비스이용편의성향상, 의료의질향상, 의료비절

감효과와같이세가지로구분하여, 그러한개인의건강

관련인식및행위적요인들이각각에어떠한영향을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건강 의식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기대

편익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의식이 높은 의료소비자일수록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서

비스의 이용 편의성 향상, 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 절감

효과등모든기대편익을고루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 의식이 높을수록 건강 서비스에 대

한관심이높아지고이에따라새로운건강서비스에대

한 기대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건강 의식

이높을수록예방적건강행위에적극적관심을보인다는

기존 연구[10,26]와 일치한다.

둘째,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원격의료로

인한의료서비스비용절감기대를제외한다른두개의

종속변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평상시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자신감이 높은 의료소비자일수록 의사와 직접 상호작용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인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반면의사와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원격진료로 인한 비용 절감에 대

한 기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커뮤니케

이션에의한서비스질향상이반드시비용절감과관련

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

된다.

셋째, 대형종합병원을선호하는의료소비자일수록원

격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기대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와 달리 대형 종합병원 선호

와원격의료로인한의료서비스기대편익인식간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만 한정되며, 남성의 경우

에는 대형 종합병원 선호도가 원격의료의 비용 절감 효

과에대한기대인식에긍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또한 나타났는데, 중소지

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할수록

원격의료로인한의료의질향상에대한기대가높은경

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접근

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

료소비자들의 필요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는 원격의

료에따른의료서비스질향상과의료비절감에대해정

적관계를보였고, 이용편의성기대편익에는유의한영

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세가지기대편익모두

에대해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정도의긍정적효과는

남성에게만 나타났으며, 여성의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

용정도는그들의원격의료에대한기대편익인식에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기술수용

에더적극적인 경향이 있으며[39], 이에 따라 기존건강

관련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이 새로운 긍정적 기대를 만

들어내기때문인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와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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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도 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

자일수록스마트기기건강앱이용과이용편의성및질

향상에대한기대편익간의관계가강하게나타났다. 이

는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새로운 건강관련 기술을 더 잘

수용하게되고, 이는또다른새로운기술의수용을강화

하는 지역에 따른 건강정보 격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은 원격의

료 이용 편의성 및 질 향상에 대한 기대에, 나이는 의료

의질향상과비용절감기대에정적으로유의미한변인

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가구월평균소득과연령이

높은 개인일수록 원격의료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선행연구[4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

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이용 비용이 대면진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본연구의결과는, 첫째, 원격의료의잠재적수

용자를대상으로어떠한요인들이이들의원격의료에대

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인지 탐색했다는데 의의를 갖는

다. 그 동안 원격의료서비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논의

된연구가대부분이었다. 여러학자들[4,6,41]이 의료소비

자의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소비자 중심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TAM 모델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원격의료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세분화하고 이들

요인과 의료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적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유용성에 대

한인식을다차원적으로고려하는것은향후원격의료에

대한의료소비자의반응과태도를이해하는데보다구체

적인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원격의료 관련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서 실무

적함의를제공한다. 먼저건강의식과의사-환자커뮤니

케이션 효능감이 높을수록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건강 의식이 높고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을 목표 공

중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격의료 도입 초기에 수용을 확

장시키기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기본

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 편익이 높은 사람들인 만

큼새로운원격의료서비스를적극적으로수용하려고하

는혁신자(innovator) 및초기수용자(early adopter)가 될

가능성이높다. 이들은원격의료확산과정에서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적극적으

로수용하는모습을보인다면다른의료소비자들의수용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

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남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건강

앱 이용이 많은 남성일수록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

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남성 의료소비자 집단

을 목표공중으로 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민의경우보다적극적으로원격의료의편익을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들을 또한 이상적인 목표공중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으며, 이에본연구의결

과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해석되어야할것이다. 첫

째, 본 연구에서활용한데이터는본래지역별비교연구

를 위해 수집된 것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례

할당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균등할당표

집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 과대

표집(over-sampling)된경향이있다 (본 연구농어촌비

율 31.7% vs. 2016년 인구통계 농어촌 분포 7.3%). 이로

인하여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의 분석이 용이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의 차이가 주효과의 결

과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일부

변수 측정에서 오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

기건강앱활용정도를단일문항으로측정했기에응답의

신뢰도를담보하기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19세이상 60

세 미만성인을대상으로함에따라 60세 이상의고령층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연령층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는 점에서 이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것

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향후 60세 이상 고령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

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도왔지만, 이들의 응답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원격의료는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정도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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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따라서구체적으로원격의료서비스가도입되었

을때의기대편익인식과그영향요인은달라질수도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

자들의 추상적 기대 편익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결

정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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