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요인 분석
송 태 민*

본 연구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행위를 경험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이용하
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요인으로
는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
(Output Quality), 인지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는 TAM변수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 사용태도(Attitude Toward Use),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용성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 실제사용(Actual Use)과 웹 사이트 충성도(Web Site
Loyalty)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
여 사용된 표본선정은 건강길라잡이(http://www.healthguide.or.kr) 회
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통
하여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웹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정보의 질은 유희성,
유용성, 편의성, 충성도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다.
기존 TAM의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행동의도가 실제사용과 충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AM의 매개효과는 매
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정도는 남자
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 보건의료계열의 수용도가
비계열의 수용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TAM
의 확장을 통하여 제시된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의 도구를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성 평가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 요인에서도 TAM의 변수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용어: 건강정보, 웹사이트, 수용성평가, 기술수용모형,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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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수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

Ⅰ.

다. 정보기술의 수용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사용자가 일반적인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채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

1. 연구의 필요성

로 사용하는 모형이 Davis(1986)가 제안한 TAM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TAM과 확장된 TAM 등의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정보기술의 수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개인에게서도 필수적

용성을 증명하고 있다. TAM을 이용한 많은 연구 가운데, 1990년 전반까

인 생활도구가 되었고 개인 및 사회전반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급속

지는 TAM을 단순히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고(Mathieson, 1991;

1)

히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의료정보(이하 건강정

Subramanian, 1994, Szajna, 1996),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TAM의 부족

보)의 유통을 위한 e-Health는 보편적인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TAM을 수정하거나 확장한 연구들이 많이 제안되

e-Health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

었다(Taylor & Todd, 1995; Chau, 1996, Agarwal & Prasad, 1999;

근 할 수 있음에 따라 e-Health 소비자(Consumer)의 역할은 매우 중요

Venkatesh & Davis, 2000). 이 연구들은 실제로 외부 변수들을 구체적으

하다. 특히, e-Health 소비자는 도서관, 보건의료 잡지, 웹 사이트나 온라인

로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TAM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채팅 등으로부터 자신의 병의 증세를 연구하고 이전에는 특정 관련인들에

TAM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의 사무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

만 제공되었던 임상결과나 기타 관련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웨어의 수용행태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웹 사이트의 수용행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Fox & Fallows(2003)는 미국 성인

태에 대한 TAM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 9천 3백만명(전체 성인의 80%)가 건강정보를 얻기 위하여(Online
Health Seekers)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2. 연구의 목적

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84.4%가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3.8%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

본 연구는 기존의 TAM 모형과 확장된 TAM 모형을 기반으로 e-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시원 등, 2003). 또한 국내의 건강정보를 이용

Health 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행위를 경험적이고 이론적

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웹 사이트 수도 증가하여 2004년 11월 현재 5,780개로 1999년 10월 747

음과 같다.

개에 비해 7.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송태민 등, 2004).

첫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발하
였다.

1) 국내에서의 인터넷 이용율은 2000년 12월 전체 인구의 44.7%인 19,040천명에서 2004년
12월 현재 70.2%인 31,580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04).

둘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TAM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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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동의도는 개인의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에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고 있다.

〔그림 1〕합리적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Ⅱ. 이론고찰
1. 기술수용모형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여러 다른 관점에서 사용자의 수용과 사용행동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사회심리학을 바탕

신념과 평가
(Beliefs &
Evaluations)

행동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Behavior)

규범적 신념과 동기
(Normative Beliefs &
Motivation to comply)

주관적규범
(Subjective Norm)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

실제행동
(Actual
Behavior)

으로 하는 의도기반 모형(Intention-based Model)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반을 둔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Models)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의 연구자들은 사용자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내부 심

대표적인 의도기반모형으로서는 합리적행동이론(TRA: Theory of

리에 대한 변수들을 TRA에서 가져왔다. 사용자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

Reasoned Action)과 이를 확장한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는 것으로 조사된 여러 외부변수들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의도에

Planned Behavior), 그리고 TRA를 수정한 정보기술수용모형(TAM: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avis(1989)는 컴퓨터기술과 정보기술의 이용행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들 수 있다.

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TRA이론을 수정하여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제시하였다.

1) 합리적행동이론(Theory nof reasoned action: TRA)
2)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RA는 의식적으로 의도된 행동이 행동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연구된 모델이다(Fishbein & Ajzen, 1980). TRA

TAM은 TRA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정보기술 채택 행동을

는 사람은 이용가능한 자신의 상황과 시간의 제약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Davis(1989)에 의해 개발되어졌다. TAM은〔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에 의해

림 2〕
와 같이 정보기술 수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인지된

결정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Davis et al. 1989; Bagozzi et al., 1992;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편의성(PEOU:

Gallion, 2000; Moon & Kim, 2001). 따라서 TRA는〔그림 1〕
과 같이

Perceived Ease of Use)이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는

실제 사용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Davis,

구체화된 행동(Actual Behavior)의 결정요인이 되며, 그리고 이러한 행

1989). 즉, TAM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편의성 변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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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형성된 태도가 행동의도를 매개변수로 실제사용에 영향을 주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대적 이점(Relative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dvantage), 복잡성(Complexity), 적합성(Compatibility), 시행가능성
(Trialability), 측정가능성(Observability 또는 Result Demonstrability)
5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Davis(1989)의 TAM과 Rogers(1983)의

〔그림 2〕정보기술수용모형(TAM)

혁신모형을 비교하면 TAM에서 제시하고 있는 TAM의 유용성과 사용

외부변수
(External
Variables)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편의성
(Perceived
Ease of Use)

편의성은 혁신모형의 상대적이점과 복잡성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적합성 변수는 TAM에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용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Use)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

실제사용
(Actual
System Use)

그러나 이러한 혁신확산모형은 결정적으로 신념과 채택에 이르는 과정부
분을 간과하고 단순히 혁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제시하고 있
어 혁신확산모형 그 자체로는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충분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이론모형에서 혁신확산 단계
는〔그림 3〕
과 같다(Chen, 2000).

특히 TAM2(Venkatesh & Davis, 2000)는 TAM을 확장시켜 사회적

〔그림 3〕혁신 의사결정 과정

영향 프로세서(주관적규범, 자발성, 이미지)와 인지도구 프로세서(직업관련
성, 산출물질, 결과의 제시성, 사용의 용이성)이 사용자의 수용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An(2005)은 TAM2를 확장/수정하여

인지 혹은 지식
(Knowledge)

신념
(Persuasion)

의사결정
(Decision)

이행 혹은 실행
확증
(Implementation) (Confirmation)

ICTAM(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e-Helath 소비자의 웹사이트 수용형태를 설
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합성(compatibility), 유희성(perceived

2. 웹 사이트의 평가

playfulness), 그리고 충성도(web site loyalty)가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한
바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장 매커니즘에서 힘의 균형이 판매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3)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Model)

인터넷에서의 중심은 기업이 중심이 아닌 고객이 주체가 되고 있다(김소
영 등, 2001). Lee et al.(2000)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웹 사이트의 방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반을 둔 혁신확산모형에서 혁신(Innovation)은

빈도(Visit Frequency)가 높은 고객이 그 사이트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사회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원 사이에서 시간을 거쳐 어떤 경로(채널)를 통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Bucklin & Sismeiro(2000)은 고객이 웹

하여 이전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가정하고 있다. Rogers(1983)는 혁신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사이트에 얼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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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머물었는지 체류시간(Duration Time)과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요청

자인, 저자, 정보의 최신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ysenbach &

했는지를 나타내는 페이지뷰(Pages Views)를 해당사이트에 대한 밀착도

Kohler(2002)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찾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할 때 정

(Stickiness)를 나타내는 중요변수라고 하였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웹 사

보제공기관의 권위성, 사이트 컨텐트의 배열(layout)의 전문성, 이해가능성,

이트 평가에 대한 연구로 Ho(1997)는 웹 비즈니스 목적(제품과 서비스의

컨텐트의 전문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의 활용여부가 주요한 지표라고

홍보, 자료나 정보의 제공, 비즈니스 거래처리)과 가치창출(적시성

제시하고 있다. Jadad & Gagliardi(1998, 2002)는 총 51개의 인터넷에서

(Timely), 고객(Customer), 물류(Logistic), 획기성(Sensational)의 항목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도구를 확인하여 제공하였다. 강남미(1999)

으로 평가하였다. Liu and Arnett(1998)은 웹 사이트의 평가요인으로 정

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기준으로 신뢰도, 내용, 목적, 디자인 및 기술

보와 서비스의 품질(Quality and Information and Service), 시스템 사

등을 제시하였으며, 손애리(2000)는 평가기준으로 내용성, 출처, 목적성, 심

용(System Use), 재미(Playfulness)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 품질

미성, 기능성, 피드백, 사생활보호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영철 등(2001,

(System Design Quality)을 제안하였다. Teo et al(1999)은 조직에서

2002, 2003)은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기준으로 과학적 건전성, 유해성,

개인의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이 자신의 과업에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것

유익성, 균형성, 상법성, 치료와 진단의 이득과 위험, 충실성, 최신성의 10개

(인지된 유용성), 인터넷 사용이 더욱 재미있을 것, 그리고 사용이 쉽다는

의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류시원 등(2002, 2003)은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

믿음(인지된 사용편의성)이라고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사

가기준으로 정보의 품질, 정보의 권위성, 공시, 현재성, 기술적인 문제, 문서

용자에 대한 웹 사이트 수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웹 사이

형식, 네비게이션, 디자인, 접근성, 혁신성의 10개의 지표를 제안하였다.

트)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이용형태에 대한 연구와 웹 사이트의 품질을 평
가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3. 건강정보 웹 사이트 평가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소비자의 형태는 일반 검색사이트 혹

1. 표본설계

은 건강관련 검색사이트에서 해당 질병명, 해당증상 등 특정용어를 검색하
거나, 건강, 의료 등 일반용어로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거나 검색사이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 이용자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요

트에서 기존에 분류된 관련 카테고리(건강, 의료, 의학, 병원 등)에서 시작하

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

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나 웹을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은 많은 장

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대상 사이트로는 국가차원의

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질, 정보의 공급과다로 인한 적절한 정보탐색의 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구축되어 서비

려움, 정보기술의 접근장벽, 이용자들의 역량부족 또는 잘못된 이용 등의 측

스중인 건강길라잡이(http://www.healthguide.or.kr) 사이트의 건강웹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류시원 등, 2003). Paul Kim et al.(1999)

진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건강웹진을 이용하기

는 건강과 관련된 웹 사이트의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를 사이트의 내용, 디

위해 자발적으로 메일링리스트에 등록한 6,8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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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는 총 213명이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13명을 제외하고 총 200명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으로는 인구학적
변수(성, 직업 등), 독립변수(주관적 규범, 결과의 질, 유희성), TAM변수

<표 2>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변수
구분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행동의도), 그리고 종속변수(실제사용, 충
성도)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독립
변수

〈표 1〉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 특성
항목

구분

남자
여자
보건의료계열
직업
보건의료비계열
전혀 건강하지 못함
건강하지 못함
주관적
보통
건강상태
건강함
매우 건강함
느림
보통
인터넷 접속속도
빠름
매우 빠름
성별

응답자수(N)

비율(%)

90
110
77
123
3
24
104
47
21
2
76
100
22

45.0
55.0
38.5
61.5
1.5
12.1
52.3
23.6
10.6
1.0
38.0
50.0
11.0

2. 변수의 정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변수명(영문)

정

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주관적 규범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의 정도와 개인
(Subjective Norm)
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개인이 웹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각정도
결과의 질
건강정보 웹 사이트 정보 및 서비스의 질과 신
(Output Quality)
뢰성
인지된 유희성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질적
(Perceived Playfulness) 인 동기를 충족할 수 있다는 믿음
인지된 유용성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성
(Perceive Usefulness) 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신체적, 정
인지된 사용편의성
신적 수고를 적게 들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Perceived Ease of Use)
믿음의 정도
사용태도
이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 대한 사용태도
(Attitute Toward Use)
행동의도
이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 대한 사용의도
(Behavioral Intention to Use)
성별(Sex), 직업(Job)

건강정보 웹 사이트 이용자의 성별과 직업

실제사용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실질적인 사용정도
종속 (Actual Web Site Use)
타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하
변수
충성도
고자 하는 정도
(Web Site Loyalty)

3. 분석방법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실제 연구모형에 적용된 변
수의 정의는 <표 2>과 같다.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변수들이 TAM을 매개로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
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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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제안된 연구모형

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본과정은 이론적인
배경하에서 측정변수를 통한 잠재요인을 발견하고 잠재요인간 인과관계의

Subjective
Norm

H1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수의 변수사이에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인과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가설 검증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경로도형(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통하여 수정된 연구모형을 제시한 후, 최
종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해 분석도구로 사용

Qutput
Quality

H7

Perceived
Usefulness H5

H2
H3

Perceived
Playfulness

H4

Perceived H6
Ease of Use

Independent
Variables

H9
H8
Attitude
Behavioral
Toward to Use Intention to Use H10

TAM Mediator Variables

Actual
Website Use
H11

Website
Loyalty
Dependent
Variables

된 프로그램은 AMOS 5.0을 사용하였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판단지수

Ⅳ.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제2장의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고찰한
TAM(Davis, 1986, 1989), TAM2(Venkatesh & Davis, 2000), 그리고
ICTAM(An, 2005)을 토대로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행위를 예측하
기 위한 평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부합지수
2

x
절대부합지수 df
(Absolute Fit Q(x2/df)
Measures)
GFI(godness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증분부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Incremental Fit AGFI(adjusted godness Fit Index)
Measures)
CFI(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 PGFI(Parsimonious godness Fit Index)
(Parsimonious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Fit Measures)

최적모형 부합치

near to degree of freedom
The greater, the better
≤2; ≤3 or 5
≥0.9; ≥0.8
≤0.05 or 0.08
≥0.9
≥0.9; ≥0.8
≥0.9
The greater, the better
The greater, the better

모형의 인증(Model Identification)은 제안된 연구모형이 가치있는 모형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의 모형의

<표 3>에서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 판단 지수에 따른 연구모형의 전체적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절차

인 구조모형(Overall Construct Model)의 검증결과는 <표 4>과 같다. 검

라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표 3>과 같이 기본적

증결과 절대부합지수(Q=19.5)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평가지수가 판단지수

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용하여 가설검증

Fit Measures),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등을 이용한다.

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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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였다. 수정지수는 연

<표 5> 수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모형의 적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수로 Joreskog
& Sorbom(1993)는 적어도 5이상 보수적인 경우에는 10이상으로 제시하

x2
모형
수정모형 86.039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정지수는 보수적인 10을 적용하였다.

acceptability : **(acceptable), *(marginal)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2. 연구가설

2

x
모형
연구모형 487.969

2

df Q(x /df) GFI
25 19.5** 0.630

RMR
0.350

NFI
0.584

AGFI
0.334

CFI
0.592

PGFI
0.350

PNFI
0.405

RMR
NFI
AGFI
CFI
PGFI
df Q(x2/df) GFI
18 4.78** 0.920** 0.177* 0.927** 0.800* 0.940** 0.368

PNFI
0.463

앞 절의 수정모형의 경로를 기준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acceptability : **(acceptable), *(marginal)

본 연구의 수정지수를 사용하여 새롭게 발견된 경로를 연결한 수정모형
은 <그림 5>와 같다.

인과관계

Fishbein & Ajzen(1975)은 주관적 규범을“의문에 대한 행동 수행여

〔그림 5〕수정된 연구모형

부를 생각하는 사람의 지각”
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

H1-2

Subjective
Norm
H1-3

H2-1

범을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인 우월감
H4-2

Perceived
Usefulness

H3-1 H2-3

Perceived
Playfulness

의 정도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개인의 웹 사이트를

H1-1
H2-2
H2-2
H2-2
H2-2

Qutput
Quality

1)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유용성, 웹 사이트 충성도, 인지된 유희 성과의

H5-1

Perceived
H3-2 Ease of Use

H7-1

H4-1

H6-1
Attitude H6-1
H6-1 Behavioral
H6-1
Toward to Use Intention to Use
H5-2
H3-3

H7-2
H2-4

Actual
Website Use
H8-1

Website
Loyalty

이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각정도로 정의한다. TRA(Fishbein & Ajzen,
1975)와 TBA(Ajzen, 1991)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의 직접
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주관적 규범은 행동이나
행위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시스템 관계자가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였다면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Venkatesh & Davis,
2000). Taylor & Todd(1995)는 주관적 규범이 사용에 대한 행동의도에

2

수정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표 5>와 같이 x =85.614, Q=4.76,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반면, Mathieson(1991)은 주

GFI=0.921, RMR=0.178, NFI=0.927, AGFI=0.801, CFI=0.941로 대

관적 규범이 사용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부분의 적합도 평가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 연구모형은 적합한

검증하였다. TAM과 TRA의 비교연구(Davis et al. 1989)에서는 주관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규범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 이상으로 사용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TAM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Kelman(1958)은 개인은 집단내에서 좋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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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

실패할 수 있다. Swanson(1987)은 결과의 질과 정보조회의 질은 실제사

안하였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회집단의 중요한 맴버가 개인에게 행동을

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DeLone & McLean(1992)

하게하는 경우 집단내 개인의 위치는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주관적 규범이

은 정보시스템의 질과 결과의 질이 정보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lau, 1964; Pfeffer,

의 변수로 제시하였다. Lin & Lu(2000)의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질이

1981, 1982). 즉, 개인은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 향상 이상

인지된 유용상과 인지된 사용편의성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으로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 Venkatesh

났다. Venkatesh & Davis(2000)는 결과의 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 Davis(2000)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주관적 규범이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선행연구(Bailey & Pearson, 1983;

의 영향을 미치며, 이미지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DeLone & McLean, 1992; Seddon, 1997, Lin & Lu, 2000;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와

Venkatesh & Davis, 2000; An, 2005)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결과의

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질과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와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1]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가설 2-1]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은 인지된 유희성에 유의한 정의

것이다(SN → PU).
[가설 1-2] 주관적 규범은 웹 사이트의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QU → PP).
[가설 2-2]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미칠 것이다(SN → LO).
[가설 1-3]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유희성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영향을 미칠 것이다(QU → PU).
[가설 2-3]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은 인지된 사용편의성에 유의한

이다(SN → PP).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QU → PE).
[가설 2-4]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은 웹 사이트의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QU → LO).

2)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과 인지된 유희성,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웹 사이트 충성도와의 인과관계

3) 인지된 유희성과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와의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은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의

인과관계

질과 신뢰성을 말한다. 사람은 업무관련성 이상으로 업무결과의 질로써 시
스템이 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를 고려한다(Venkatesh & Davis, 2000).

인지된 유희성은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질적인 동기를 충족할

결과의 질에 대한 판단은 다수의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선택조건에서 수익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Csikszentimihalyi(1990)는 자발적

성 실험을 하며 가장 높은 결과의 질을 가진 시스템을 선택한다(Beach &

흥미는“플로우의 중요한 척도이고 개인의 줄거움과 심리적 자극 또는 관

Mitchell, 1996, 1998). 사람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어

심의 인지를 포함하는 복합적 변수이다”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

렵게 정보를 얻는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도 사용자의 수용을 얻는 데는

태에서 사람들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자발적이 된다고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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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Webster 등(1990)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희성은 사용자의 태도에

2000)에서는 인지된 유용성 지각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인 인지된 사용편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Igbaria 등(1994)은 시스템 사용이

성을 TAM(Davis, 1989)으로부터 추출하였다. Doll & Torkzadeh(1988)

외부동기요인인 유용성지각과 내부동기 요인인 인지된 유희성 모두에 영

는 최근사용자 만족에 있어 인터페이스 사용편의성이 정보의 질 못지않게

향을 받는 것을 증명하였다. Atkins & Kydd(1997)은 웹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사용편의성은 유용성에 대한 영향을 통해 직∙간

서 유희성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Moon &

접적으로 사용에 대한 행동의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David et

Kim(2000)은 인지된 유희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에 긍정적인

al., 1989; Venkatesh, 1999). 사용에 대한 태도는 이용자가 건강정보 웹

영향을 확인하였다. An(2005)는 인지된 유희성이 사용행동의도에 긍정적

사이트를 이용하기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웹 사이트를 접하게 되

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인지된

었을 때 이용자가 가지는 자극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태도는 이

유희성과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와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용자가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 대해 느끼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감정
을 평가하는 것이다. TAM의 가설을 증명하는 논문들의 결과는 <표 6>과

[가설 3-1] 인지된 유희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같다.

것이다(PP → PU).
[가설 3-2] 인지된 유희성은 인지된 사용편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P → PE).

<표 6> TAM과 관련된 주요연구 결과
논문저자

[가설 3-3] 인지된 유희성은 인지된 사용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PP → AT).

Davis(1989)

4)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사용행동의도)와 종속변
수(실제사용, 충성도)간의 인과관계
Davis et al.(1989)

Davis(1989)는 인지된“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이 조직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과정과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
로 정의했다. (Venkatesh & Davis,
2000)인지된 유용성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유용
성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지적으로 비교하여 형성되며 인지된 유

Taylor and Todd
(1995)

용성 변수에 60%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며,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 행동의도
에 대한 모든 결정요인의 영향을 전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인지된 사용
편의성은 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성으로써 입출력
과 검색 및 분석 과정의 편의성을 말한다. TAM2(Venkatesh & Davis,

Kail et al.(1995)
Chau(1996)

연구결과

TAM은 사용에 있어 차이의(variance) 36%를 설명하
여 시스템의 특성이 사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중재했음. 사용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된 유
용성이 용이성보다 50% 더 큼.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를 예측하며, 지각된 사용의 용
이성은 이차적이고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작용, 태도는
지각과 사용의도 사이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함. 유용성과
즐거움은 지각된 산출물의 질(output quality)과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설명
수정된 TAM은 숙련, 미숙련 사용자 모두에서 사용을
설명, 미숙련 사용자에서 행위 의도와 행위와의 연관성
이 더 강함. 사용의도에 대해 TPB가 보다 완전한 설명
을 제공함.
유용성은 사용의 용이성보다 시스템 사용을 결정하는 중
요한 인자임.
결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용함에 있어 사용의 용이성이
가장 큰 영향 미친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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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가설 5-2] 인지된 사용편의성은 사용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논문저자

연구결과

Igbaria et al.(1997)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된 사용편의성에 강한 영향을 미침
Gefen and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모두에 영향을 미
Keil(1998)
칠 수 있다고 제안함.
인지된 유용성은 태도와 의도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 판명
Hu et al.(1999)
지각된 용이성은 중요한 결정 인자가 아님.
확장 모형은 유용성 지각의 차이의 40~60%와, 사용 의
도 차이의 34~52%를 설명해 줌.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
Venkatesh and
(주관적인 표준, 자발성, 이미지)와 인지도구 프로세스(직
Davis(2000)
업 관련성, 산출물의 질, 결과의 제시성, 지각된 용이성)
은 사용자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여자와 비교할 때 남자의 기술사용은 지각된 유용성에
Venkatesh and
의해 더 강하게 영향 받았음. 여자는 지각적 용이성과 주
Morris(2000)
관적 표준에 의해 더 많이 영향 받았으나, 주관적 표준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음.

것이다(PE → BI).
[가설 6-1] 사용태도는 사용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AT → BI).
[가설 7-1] 사용행동의도는 웹 사이트 실제사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I → AU).
[가설 7-2] 행동의도는 웹 사이트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I → LO).
[가설 8-1] 웹 사이트의 실제사용은 웹 사이트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AU → LO).

Ⅴ. 실증분석

Agarwal & Prasad(1997)은 종속변수로 현재의 웹 이용도와 지속적
인 사용의도의 2항목으로 측정하였고, Karahanna et al.(1999)의 연구에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서는 사용자의 잠재적 사용자와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수용과 지속적 사용
이라는 행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경아(2002)는 종속변수로 지속적

1) 신뢰성 분석

인 사용의도와 충성도를 사용하였고, An(2005)은 종속변수로 웹 사이트
실제사용과 충성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TAM
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 결과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 즉, 동일
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의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측정신뢰도(Test-Retest

[가설 4-1]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PU → AT).
[가설 4-2]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U → BI).
[가설 5-1] 인지된 사용편의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E → PU).

Reliability), 반문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문항분석(Item-Total
Correlation),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등 여러 가
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에서는 <표 7>과 같이 내적일관
성에 의거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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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종 실증분석을 위한 구성개념의 신뢰성 분석
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연구변수

주관적 규범
결과의 질
유희성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행동의도
실제사용
충성도

<표 8> 구성개념(요인)의 CFA의 적합도 평가

최초항목수

최종항목수

Cronbach’s Alpha

5
6
5
9
6
8
3
2
5

5
6
5
8
6
6
3
2
5

0.9067
0.8095
0.8396
0.9461
0.9495
0.8992
0.9099
0.7615
0.8818

요인
규범
결과의 질
유희성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행동의도
실제사용
충성도

최초 최종
항목 항목
5
6
5
9
6
8
3
2
5

4
6
5
9
6
6
3
2
5

GFI

χ2

df

0.833
0.918
0.945
0.934
0.935
0.852
1.000
1.000
0.970

101.854
53.187
32.461
60.773
39.747
98.191
0.000
15.633

3
9
5
20
9
9
0
3

Q(χ
2/df) AGFI
33.7
5.91
6.49
3.04
4.416
10.91
3.17

0.444
0.809
0.835
0.882
0.849
0.655
1.000
1.000
0.909

CFI

NFI

0.821
0.881
0.934
0.968
0.973
0.887
1.000
1.000
0.983

0.817
0.862
0.924
0.954
0.966
0.878
1.000
1.000
0.976

2) 타당성 분석

<표 8>에서 사용행동의도(BI)와 실제사용(AU)의 요인은 항목수가 3개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

이하이면 CFA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 분석결과에서의 요인의

가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 즉, 측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적합도 검정 측도인 ANOVA(Analysis of Variance)의 F검정 값을 사

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타당

용하였다. 분석결과 행동의도(F: 32.9815, p<0.01), 실제사용(F: 76.1495,

성 검사를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한다. 요인분석은

p<0.01)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탐색적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으로 묶어진 요인 사이의 관련성

과 확인적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나눈다.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EFA는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분석에 사용된 각 요인의 값은 CFA의 결과로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이며, CFA는 이론적 배경 하

Score)를 사용하였다. <표 9>와 같이 요인의 대부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

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함을 알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하에 건강정보 웹사이트 수용성

수 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태

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였기 때문에 타당도 검사는

도, 사용태도와 행동의도, 정보의 질과 유용성, 정보의 질과 인지된 사용편

CFA를 사용하였다. 구성개념요인의 CFA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요

의성이며, 규범과 실제사용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들은 적합도 평가기준에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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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요인의 상관분석

SN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QU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PP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PU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PE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AT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BI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AU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LO Person Correlation
Sig.(2-tailed)

SN
1.000
.
.505**
.000
.696**
.000
.496**
.000
.345**
.000
.521**
.000
.512**
.000
.154*
.012
.592**
.000

〔그림 6〕수정모형의 경로계수
QU

PP

PU

PE

AT

BI

AU

0.28�
�
�

LO
Subjective
Norm

1.000
.
.584**
.000
.731**
.000
.716**
.000
.623**
.000
.544**
.000
.178**
.012
.641**
.000

1.000
.
.602**
.000
.393**
.000
.640**
.000
.585**
.000
.253**
.000
.634**
.000

0.261�
�
�

0.028a

0.538�
�
�

0.266�
�
� Perceived
0.266�
�
�
�
0.266�
�
�
Qutput 0.266�
Usefulness
Quality

0.312�
�
�

1.000
.
.710**
.000
.766**
.000
.667**
.000
.315**
.000
.629**
.000

Perceived
Playfulness
1.000
.
.565**
.000
.465**
.000
.163*
.021
.475**
.000

Perceived
Ease of Use

0.535�
�
�
0.535�
0.535�
�
�
�
�
0.535�
�
�

Attitude
Toward to Use

0.437a

Behavioral
Intention to Use

0.077a

Actual
Website Use

0.262�
�
�

-0.039aaaaaaaaa
-0.039
-0.039
-0.039

-0.023a

Website
Loyalty

0.294�
�
�
0.361�
�
�

��P<0.5

1.000
.
.733** 1.000
.
.000
.300** .437** 1.000
.
.000 .000
.586** .592** .199** 1.000
.
.000 .000 .000

* : p<0.05, **: p<0.01

2. 가설 검증 결과 및 해석
앞 절에서 최종적인 모형으로 제시된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준으
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의수
준 0.05에서 t값 1.96으로 하였다.〔그림 6〕
과 <표 10>은 수정모형의 전체
경로계수와 가설검증을 보여주고 있다.

0.738�
�
�
0.265�
�
�
0.401�
�
�

0.529�
�
�

���P<0.1

� a Not significant

<표 10> 수정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고정지수
(critical ratio)

유의수준

가설지지
유무

H1-1
H1-2
H1-3
H2-1
H2-2
H2-3
H2-4
H3-1
H3-2
H3-3
H4-1
H4-2
H5-1
H5-2
H6-1
H7-1
H7-2
H8-1

SN→PU
SN→LO
SN→PP
QU→PP
QU→PU
QU→PE
QU→LO
PP→PU
PP→PE
PP→AT
PU→AT
PU→BI
PE→PU
PE→AT
AT→BI
BI→AU
BI→LO
AU→LO

0.028
0.279
0.538
0.312
0.266
0.738
0.361
0.265
-0.039
0.294
0.529
0.261
0.401
0.077
0.535
0.437
0.262
-0.023

0.054
0.049
0.047
0.047
0.064
0.053
0.053
0.063
0.058
0.054
0.069
0.071
0.060
0.059
0.072
0.066
0.061
0.053

0.516
5.731
11.411
6.612
4.118
14.030
6.752
4.184
-0.668
5.473
7.639
3.660
6.636
1.298
7.452
6.599
4.296
-0.426

0.6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504
0.000
0.000
0.000
0.000
0.194
0.000
0.000
0.000
0.670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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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361, 고정지수 값이 6.747, 유
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은 채택되었다.
3) 독립변수(인지된 유희성)가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
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Venkatesh &
Davis(2000); An(2005) 등의 연구결과와 배치되게 나타났다. 주관적규

인지된 유희성이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태도)에 정의 영향을

범이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279, t값이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256과 0.284, t값이 4.120과 5.307, 유의수

5.725,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kinson and

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유희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

Kydd(1997), Moon & Kim(2000), An(2005) 등의 기존 연구와 같은

이 0.538, t값이 11.411,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지된 유희성이 사용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주관적 규범이 이미지나 인지된 유용

가설은 경로계수 -0.039, t값 -0.668,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Venkatesh & Davis(2000);

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An(2005) 등)에서 보다 더 발전되어 독립변수인 주관적 규범이 본 연구
의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인지된 유희성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결과의 질)가 인지된 유희성과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편
의성), 그리고 종속변수(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4) TAM변수(인지된 유용성)과 TAM변수(사용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태도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
로계수 값이 0.550과 0.254, t값이 7.892과 3.510,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TAM과

결과의 질이 인지된 유희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

관련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0.312, t값(고정지수)이 6.612,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결과의 질이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의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로계수 값이 0.276과 0.738,

5) TAM변수(사용편의성)가 TAM변수(인지된 유용성, 사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t값이 4.358, 14.030, 유의수준 0.05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TAM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

사용의 편의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해 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과의 질은 인지된 유용성 보다 사용

값이 0.398, t값이 6.713,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의 편의성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질이 충성도에 정

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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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속변수(실제사용)와 종속변수(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이는 Davis(1989)의 기존 모델에
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연구결과이나 Adams, Nelson, Todd(1992),

이용정도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023,

Agarwal, & Prasad(1996), Chau(1996), Koo(2003) 등의 연구자들이

t값이 -0.426,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의 편의성지각은 인터넷쇼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사용의 편의성은 사용태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 않고 인지된 유용성을 통하여 사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3. 추가분석

타났다. 이는 사용의 편의성의 보편화로 이미 개인들은 사용의 편의성을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용의 편의성을 인지된 유
용성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구동모, 2003).

본 절에서는 독립변수가 TAM 변수를 매개로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TAM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인과효과를 분석하였
다. 인과효과 분석은 경로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직접효과

6) TAM변수(사용태도)와 TAM변수(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Direct Effect)와 하나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영향을 받는 간
접효과(Indirect Effect)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

사용태도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538, t값이 7.387,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간의 인과효과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이 결과의 질(QU)이 실제사용
(AU)에 있어 TAM의 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Davis(1986), Venkatesh &
Davis(2000), Koo(200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7) TAM변수(행동의도)와 종속변수(실제사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TAM변수(행동의도)가 종속변수(실제사용,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
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이 0.437과 0.262, t값이 6.593과 4.287,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
의 Fishbein & Ajzen(1985), Davis(1986)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

<표 1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인과효과 분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N→AU
SN→LO
QU→AU
QU→LO
PP→AU
PP→LO

0.077
0.323
0.187
0.469
0.124
0.072

0.000
0.279
0.000
0.361
0.000
0.000

0.077
0.044
0.187
0.108
0.124
0.072

간접효과 설명

TAM
TAM
TAM
TAM
TAM
TAM

매개
매개
매개
매개
매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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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며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어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을 위한 핵심요인

Ⅵ. 결 론

으로 정보의 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유희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편의성, 사용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인지된 사용편의성에서는 기각되고, 인

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지된 유용성과 사용태도는 채택이 되었다. 따라서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수고가 적게 들 것이라는 믿음을 주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건강정보 웹 사이트

지 않지만,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용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용자의 수용 행태를 분석하여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넷째,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태도와 행동의도에 정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평가기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모두 채택이 되었다. 이는 기존

준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제안된 연구모형

TAM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건강정

은 독립변수(주관적 규범, 결과의 질, 인지된 유희성)가 TAM의 변수(인

보 웹 사이트의 수용에 TAM의 요인이 매개되어 실제사용에 영향을 미

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용태도, 행동의도)를 매개로 결과적으로 건강

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용편의성이 인지

정보 웹 사이트의 실제사용과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된 유용성과 사용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인지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평가지수가 판단지수에 미치지

된 유용성에 대한 가설을 지지되었지만 사용태도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

못하여 연구모형을 그대로 수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도 판단

다. 이는 TAM의 기존 가설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나 일부연구(Adams &

되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한 수정지수를 사용한 결과 수정된 연

Nelson & Todd, 1992; Agarwal, & Prasad, 1996; Chau, 1996, Koo,

구모형을 제안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는

2003)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사용편의성을 인지된 유용

다음과 같다.

성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인지된 사용편의성

첫째,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유용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웹 사이트

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태도에 영향을

의 충성도와 유희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정보

미치지만, 사용편의성이 사용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다는 것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개인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

이 규명되었다. 여섯째, 사용태도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다는 믿음을 주지 않지만,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수

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TAM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일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

곱째, 행동의도가 실제사용과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되었다.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Fishbein & Ajzen, 1985; Davis,

둘째, 정보의 질은 인지된 유희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충성도에

1986)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사용이 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정보 웹 사이트

속적인 사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실제

의 정보 및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은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기를

사용과 충성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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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를 새로운 기술로 보고 수용행태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웹 사이트의 수용행태의 관
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수용행태에 대한

첫째, 기존 TAM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정을 증명하는 데는 TAM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건강정보의

실제 사용에 대한 측정이 시스템 상에 실제 측정된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

습득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습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학습

측정(자기보고)으로 측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나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모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의 웹 사이트 사용자 로그파일
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측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표본의 구성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
의지가 높은 건강 웹진 회원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통제된 실
험대상으로 인하여 웹 사이트의 수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유용
성은 이미 실험대상이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더
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로 인해 일반인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 형태가 동일 할 것이라는 타당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는 선행연구(Davis, 1989; Moore & Benbasat,
1991; Taylor & Todd, 1995; Venkatesh & Davis, 2000)에서 증명한
주관적 규범이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탕으로 주관적 규
범과 이미지를 하나의 공통된 요인인 주관적 규범으로 조작화하여 사용하
였다. 따라서 향후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를 통합하여 보편화된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정도를 측정하는 종속변
수를 실제사용과 충성도를 선택하였다. 대분의 TAM 연구에서 실제사용
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포함하여 인과관
계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사용이
지속적인 사용(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다. 따
라서 실제사용과 충성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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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Univers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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