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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5가지(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정보신뢰를 통해 수용의도에 가는 경로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H1의 경우 H1-1(보안
성 →지각된 용이성)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H1-2(가용성 →지각된 용이성), H1-3(신뢰성→지각
된 용이성), H1-4(다양성 →지각된 용이성), H1-5(경제성 →지각된 용이성)는 채택되었다. H2는 블록체인 특
성 5가지와 지각된 유용성과의 관계 가설로써 모두 채택되었다. H3과 H4를 살펴보면 H3-1인 지각된 용이성
이 유용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효하지 않았으나 H3-2(지각된 용의성 → 정보신뢰)와 H3-3(유용성 → 정보신
뢰), 그리고 H4(정보신뢰→수용의도)는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
되기 위해서는 안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측면에서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블록체인∣의료기관∣정보신뢰∣수용의도∣
 
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medical field. It extracted five external variables(Security, Availability, Reliability, Diversity, Economic 
feasibility) through previous studies. It set the study model for a path to acceptance intention through 
the information reliance of recognized easiness and recognized usefulness. A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H1-1(Security →Perceived Easiness) was rejected. H1-2(Availability→Perceived Easiness), 
H1-3(Reliabilit→Perceived Easiness), H1-4(Diversity →Perceived Easiness), H1-5(Economic →Perceived 
Easiness) were adopted. Hypothesis 2 was a relations between Blockchain’s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usefulness, all the Hypothesis were adopted. Hypothesis 3 and Hypothesis 4 indicated that 
H3-1(Perceived Easiness →Perceived usefulness) was rejected but H3-2(Perceived Easiness →
information reliability), H3-3(Perceived usefulness →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4(information 
reliability→acceptance intention) were all adopted.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ability to introduce block chain technology to medical centers, but it was necessary 
to use a design that can increase the easiness from the prospect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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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료정보는 개인에 대한 진료 기록과 동시에 의학연
구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갖는다. 
의료정보는 개인의 건강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중요하게 관리되어진다
[1]. 의료정보는 의료보험금을 산정하고, 환자를 치료하
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의학적인 연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관련 되어지
는 경우에는 그 활용이 제한적이어야 한다[2]. 하지만 
정보통신기반의 개방된 사회는 의료부분의 정보보안의 
취약성으로 사이버상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
정보가 포함된 주요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
다[3].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보
안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블록
체인(Blockchain)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의료기
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성, 속도,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을 확보할 수 있
다[4]. 국내의 의료정보시스템에는 병원정보시스템
(HIS)이 있고, 이 시스템의 일부로 전자의무기록(EMR)
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의료정보시스템은 외부 공격, 
내부 관리자에 의한 무단으로 데이터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놓여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 의료산업분야에서
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고객 의료정보를 관리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2].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은 의
료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디지털 헬스 
케어 시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분야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실증
분석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에 관
한 연구는 주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그리고 
적용 분야와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2][5-8]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특성을 면 히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산업에 도입
이 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독자적

으로 블록체인을 추진하거나 다른 기관 혹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
는 중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글로벌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개
발하고 있다. 비금융업 분야에서도 국내의 경우에는 온
라인 네트워크 내에서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서
비스가 개발 중에 있으며,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금융거
래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물류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은 물류 전 과정에서 제품의 이동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IBM과 머스크 그룹에서 블록체인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그리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에서 
블록체인이 도입되기 위한 블록체인 특성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리고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하여 의료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블록체인 기
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블록체인 관련 선행연구
블록체인은 2008년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과 함

께 Satoshi Nakamoto에 의해 소개되었다. 블록체인
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중의 한 형태로써 금융 산업에
서 활발하게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갈수록 블록체인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계에
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사 그랜드 
뷰 리서치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이 향후 2024년까지 
77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매
년 평균 3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2016년 보고서
에서 밝히기도 했다.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
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자정부 50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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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 지능형 정부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트렌드 중
에 한가지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였다[7].

의료분야에서는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산업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 도입이 요구된다. 향후 전자의
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에 블록체인을 적
용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함께 정보보안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에는 전자의무기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사업자
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집중되어 있어 보
안 측면에서 취약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에서
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
이나 환자에게 암호화된 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의무
기록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관리하고, 자료가 위・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10].

또한 블록체인의 솔루션은 현재의 의료기관의 다양
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 즉, 의료정보에 대
한 무결성을 향상시키고 환자를 추적하여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8]. 오성원 
외(2017)은 의료정보시스템 내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의료정보를 관리하면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영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2]. 
Ekblaw et al.(2016)이 MedRec을 통해 기 성, 인증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하고자 했다[11]. 그들은 이
를 위하여 모듈식 설계를 통해 공급자가 현재 데이터를 
저장하는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촉진
함은 물론이고 적응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대가로 수집된 데이터를 마이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Ivan(2016)은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 방식이 환자의 임상 기록 접근을 제
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제공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
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환
자 건강관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12]. 

그리고 김태성 외(2016)가 감염 의심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하여 의료기관이 상호관
리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13]. 그들

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경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보고 누락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감
염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
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정보의 전자기록 표준화와 함께 
환자기록 시스템이 우선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의료정보로써 
공유가 불가능 하다는 것도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하였
다. Shrier et al.(2016)은 정 의료계획, 즉, 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데이터를 공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들은 
의료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관계
자가 감사 및 분석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스
마트 컨트랙트와 디지털 ID는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록·제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14].

이처럼 블록체인이 의료분야 도입 및 적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의료산업에서 블록체인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의료정보가 영구
적으로 저장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어 환자의 입장에
서 발생되는 의료비를 확인하는 속도와 함께 정확성이 
모두 향상되게 될 것이다[15]. 

2. 기술수용 이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기관에 도입되

기 위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분야 종
사자를 대상으로 기술수용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
술수용 모델은 블록체인과 같이 주로 새로운 정보기술
을 도입함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3]. 그리고 
기술수용모델은 특정 혁신에 대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갖는 믿음(Beliefs)과 태도(Attitudes), 그리고 이용의
향(Intention to use)과 실질적 이용(Actual use) 간
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특성, 즉 요인
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정
보기술 시스템 등에 대하여 해당 시스템 등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이용의도를 파악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태도의 결
정요인으로 인지된 이용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사
용된다.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특정 새로운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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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을 구성원들이 사용함에 있어 많은 노력이 요
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 수용함으로써 업무적인 성과가 향상될 것
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
용성은 정보기술 시스템 등의 사용에서 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의도는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16].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은 다양한 분
야의 정보기술 등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의도를 연구하
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먼저 이우원 외(2007)는 웹사이
트 재사용을 위해 사용자와 시스템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한 연구
를 실시하였다[17]. 그들은 연구 결과에서 사용자의 기
술,  기능, 경험 등과 같은 사용자적인 측면에서의 특성
이 인지된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리
고 인지된 복잡성은 즐거움과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수태 외(2014)는 기술수용
모델을 사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외부변인에 관한 요소
를 확인하기 위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18]. 그리고 그들은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수용의도
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유희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은 인
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변수 중에서는 적합성, 신뢰성, 자기효능감과 같은 
외부변인들이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영・안승범(2018)은 물류산업에서 블록체
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3]에 기반으로 하
여 블록체인에 대한 외부변인 즉, 주요한 특성을 다양
성, 가용성, 경제성으로 분류한 후 기술수용모델을 적용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9]. 그들은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외부변인 모두 블록체인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김인섭(2014)은 SNS형 비즈니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ICT 환경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 내・외부에 따른 정보 수준의 격차가 소비자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ICT의 외부환경을 기술발
달, 태도, 그리고 공유로 제시하였고 내부적인 요소를 

습관과 참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부적인 변인과 내
부적인 변인이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 그리고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를 실시하였다[19]. 

지금까지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국내・외 여러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수용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
수용 모델에서 제시된 외부적인 변수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오
서영・이창훈은 부동산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한 변수로써 5가지(탈중앙성, 보안성, 신속성, 
확장성, 투명성)를 제시하였고[6], 송상화(2017)는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 3가지(탈중앙성, 보안
성, 범용성)을 제시하였다[31]. 또한 김정석(2017)이 가
용성, 보안성, 다양성, 신뢰성, 경제성을 외부변수로 사
용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외부변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3]. 그리고 선행연구[3][9][17-20]를 기반으로 의
료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도출된 외부 변
수들이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H1. 블록체인의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보안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가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신뢰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4 다양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5 경제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블록체인의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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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H2-2  가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신뢰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4 다양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5 경제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외부의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
면 블록체인은 관계자 간의 합의를 통해 노드를 연결해 
나간다. 즉,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관계자의 과반수 이상
이 찬성하면 데이터가 연결되는데, 만약 특정 데이터가 
악의적으로 활용되어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블록체인 
자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
다[6]. 즉, 블록체인의 여러 변수 특성이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실시한 선행연구 중에서 박일우(2012)는 콘
텐츠 품질을 중심으로 여행사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면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정보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보신뢰는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9]. 또한 이성희(2014)도 SNS를 사용하기 위한 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SNS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NS 신뢰는 지속
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0].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고, 유용성과 용이성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신뢰는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본 연
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H3.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보신뢰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의료기

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
고자 한다. 현재 의료시스템은 정보보안의 취약성을 가
지고 있어 내부 관리자에 의한 무단으로 데이터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놓여있다[2].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공
격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요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기도 한 상황이다[3]. 따라서 
국내 의료산업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
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
구를 고찰하여 블록체인의 특성 5가지를 도출하였고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
다. 그리고 의료분야는 개인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가지는 정보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보
신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그림 1]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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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에 의해 사용된 요인과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블록체인 특성 5가지에 대한 문항은 각각 
5문항,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의 경우에는 각각 5문항, 
정보신뢰는 6문항, 그리고 수용의도의 경우에는 5문항
으로 구성을 하였고 아래 [표 1]로 요약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의 구성

4.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

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전산정보담당자와 의료기사 등
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모두 1,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메일
과 팩스를 이용한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문은 배포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2명으로부터 설문문
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후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
문의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
우를 대비해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
문지에 그림과 함께 별도로 제시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은 최
대한 간결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
집 기간은 2017년 12월 ~ 2018년 2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하였다.

분석은 SPSS 24.0, AMOS 21.0을 이용하였고 빈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한 후 가설을 검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배포된 1,000부 중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14부

(91.4%)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21부를 제외한 최종 
893부(89.3%)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대는 30
대 333명(37.3%)이 가장 많았고 20대 281명(31.5%),  
40대가 163명(18.3%), 50대가 70명(7.8%), 그리고 60
대 이상이 32명(3.6%), 20세 미만 14명(1.6%) 순으로 

요인 조작적 정의 설문
문항 설문 문항 사용 

연구자

보안성

블록체인 기반 의료
시스템이 외부의 해
킹이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료정보와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도

5

1.해킹의 위협 안전, 2.개인정보
유출 안전, 3.개인의료정보 악용 
안전, 4.의료정보 교환 안전, 5.
개인의료정보 보호 안전

[3],[9]

가용성

블록체인 기반 의료
시스템을 항시 사용
하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 하는 것 

5

1.항시 사용 가능, 2.기능상 문
제없이 사용, 3.항상 작동, 4.편
리한 사용, 5.통신장애 시 사용 
가능

신뢰성
데이터의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5

1.제공 개인정보의 신뢰, 2.의료
서비스 신뢰, 3.의료정보 신뢰, 
4.데이터 안전 , 5.정보 투명 처
리 

다양성

다양한 용도와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의 정도

5

1.다양한 용도 활용, 2.다양한 
분야 적용, 3.다양한 서비스 가
능, 4.다양한 기능 구현, 5.다양
한 활용범위

경제성

전반적인 IT 정보 투
자 및 운영비용을 절
감 할 것이라고 여기
는 정도

5
1.구축비용, 2.구매비용 절감, 
3.적은 투자비용, 4.운영비 감
소, 5.유지보수비용 감소

지각된 
용이성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
이라고 믿는 정도

5
1.신속 업무처리, 2.업무성과 개
선, 3.업무처리 용이, 4.업무 유
용, 5.개인정보 보호 [3],[20],

[21]
지각된 
유용성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업무성과뿐만 

5
1.쉬운 사용, 2.쉬운 이해, 3.쉬
운 이용, 4.다양한 기능 , 5.쉽게 
능숙

아니라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

정보
신뢰

블록체인 기반 의료
시스템이 의료분야에 
도입이 되었을 때 제
공되는 정보로 인해 
정보노출 위험을 낮
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6
1.보기 쉬움, 2.정보 압축적, 3.
정보유익, 4.간결, 5.구체적임, 
6.신뢰 

[20],[21]

수용
의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료분야에서 도입하
고자 하는 의도나 의
지 정도

5

1.도입 긍정적, 2,도입에 적극
적, 3.도입 의료기관 이용, 4.도
입 의료기관 신뢰, 5.의료기관 
널리 사용

[3],[9],
[20],[21]

일반문항 5 성별, 연령, 거주지, 결혼상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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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431명(48.3%)이었고 
여자가 462명(51.7%)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의 경우 
경상 389명(43.6%), 서울・경기 지역이 247명
(27.7%), 충청권 171명(19.1%), 전라권 63명(7.1%), 
강원권이 21명(2.4%), 제주권이 2명(.2%) 순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미혼이 439명(49.2%), 기혼 450명
(50.4%), 그리고 기타 4명(.4%)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으로 직업은 의사는 364명(40.8%), 간호사가 265명
(29.7%), 그리고 의료기사 등은 175명(19.6%), 전산정
보담당자가 89명(10.0%)으로 확인되었다. 

2. 타당도 및 신뢰성 분석 
다음으로 설문문항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였으
며, 직교회전방식(Varimax)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고
유값은 1.0이상, 총설명력 60%이상, 그리고 요인적재
치 0.4이상을 기준[22]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1
이(.58) 공통성의 최소값으로 확인됨으로써 모두 기준
치인 0.4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MO는 
.964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로 확인한 결과 고유값이 모두 1이상 
이었고, 총설명력(% 누적) 역시 71.4%로 60%를 충족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적재치를 확인한 결과 유용성
5(.37)와 용이성4(.33)가 기준치인 0.4를 충족하지 못
하여 측정값에서 제거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은 문항
을 제거한 후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설문
응답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사회과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Cronbach's alpha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한다[22]. 분석결과 보안성이(.888)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가용성은(.871)로 확인되었으며 신뢰
성이(.888), 다양성이 (.895)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유용성은 (.873)로 확인되었고 용이성은 (.896)으로 분
석되었으며 정보신뢰(.892)와 수용의도(.916) 모두 기
준치를 충족함으로써 신뢰도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가설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설정
된 변수와 도출한 측정문항을 미리 설정한 후 요인분석
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김원표, 2008). 모형 적합
도는 GFI(.86), AGFI(.839), RMSEA(.054), NFI(.901), 
NNFI(.92), CFI(.927), CMIN/DF(3.562)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모형적합도가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음으로 개념타당성과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개념타
당성은 표준적재치의 값을 기준으로 0.5이상이면 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C.R의 값은 1.96 
이상이어야 한다[22]. 분석 결과 표준적재치가 정보신
뢰6(.714)가 가장 낮았지만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C.R
의 값 역시 모두 1.96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개념신
뢰도와 분산추출지수로 구성되며 개념신뢰도는 0.7이
상,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다(김원표, 2008). 먼저 개념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최
소값이 가용성(0.888)으로 확인되었고 분산추출지수 
역시 최소값이 가용성(0.612) 이었지만 기준치를 충족
함에 따라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세부 결과를 [표 2]로 제시하였
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요약

비
표
준
적
재
치

S.E. C.R. P

표
준
적
재
치

C.R AVE

보
안
성

보안성5 1 　 0.83

.918 .692
보안성4 0.87 0.03 26.4 *** 0.77
보안성3 0.94 0.03 27.6 *** 0.79
보안성2 1.01 0.03 30.5 *** 0.85
보안성1 0.91 0.03 27.3 *** 0.79

가
용
성

가용성5 1 　 0.76

.888 .612
가용성4 0.96 0.04 22.5 *** 0.75
가용성3 1.04 0.04 23.6 *** 0.78
가용성2 1.01 0.04 21.9 *** 0.73
가용성1 0.96 0.04 22.7 *** 0.75

신
뢰
성

신뢰성5 1 　 0.77

.904 .654
신뢰성4 1.09 0.04 26.9 *** 0.84
신뢰성3 1.03 0.04 23.5 *** 0.75

신뢰성2 0.95 0.03 25.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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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확인적 요인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판별타당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도는 변수 간 AVE값이 상관계
수(ρ) 제곱 값보다 높아야 한다. 그리고 표준오차에 2
를 곱한 값에서 상관계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1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22]. 해당 기준으로  판별타당성을 확
인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아래 [표 3]으로 제시
하였다. 

표 3.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6.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수립된 가설을 검정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한 결과 해석을 하기에 앞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GFI(.849, 근사), 
RMSEA(.056, 적합), AGFI(.829, 근사), NNFI(.911, 
적합), CFI(.917, 적합), NFI(.892, 근사), CMIN/DF 
(3.844, 근사)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경로분석을 살펴본 결과 보안성과 지각된 
용이성(H1-1),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H3-1)
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 경로분석 요약 

 * p<.05, ** p<.01, *** p<.001

그리고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신뢰성1 0.91 0.03 23.8 *** 0.76

다
양
성

다양성5 1 　 　 　 0.82
3

.927 .718
다양성4 0.98 0.03 28.2 *** 0.82
다양성3 0.94 0.03 27.7 *** 0.81
다양성2 0.87 0.03 24.5 *** 0.74
다양성1 0.88 0.03 25.3 *** 0.76

경
제
성

경제성5 1 　 0.86

.922 .748
경제성4 1.00 0.02 37.4 *** 0.91

경제성3 0.99
8 0.02 35.3

99 *** 0.88
1

경제성2 0.86 0.03 28.8 *** 0.78

지
각
된
유
용
성

유용성1 1 　 0.78

.911 .718

유용성2 1.07 0.04 27.0 *** 0.83
유용성3 1.12 0.04 27.7 *** 0.85

유용성4 0.99 0.03 25.5 *** 0.79

지
각
된
용
이
성

용이성1 1 　 　 　 0.82
1

.811 .720용이성2 1.12 0.03 31.7 *** 0.89
용이성3 1.04 0.03 28.6 *** 0.82

용이성5 0.96 0.03 26.5 *** 0.78

정
보
신
뢰

정보신뢰1 1 　 0.75

.914 .631

정보신뢰2 1.04 0.04 23.1 *** 0.75
정보신뢰3 1.03 0.04 25.1 *** 0.81
정보신뢰4 1.04 0.04 23.5 *** 0.76
정보신뢰5 1.02 0.04 23.4 *** 0.76
정보신뢰6 0.93 0.04 21.6 *** 0.71

수
용
의
도

수용의도1 1 　 0.81

.935 .742
수용의도2 1.16 0.03 31.6 *** 0.87
수용의도3 1.07 0.03 28.9 *** 0.82
수용의도4 1.15 0.03 30.8 *** 0.86
수용의도5 1.00 0.03 26.0 *** 0.76

GFI(.86), AGFI(.839), RMSEA(.054), NFI(.901), NNFI(.92), CFI(.927), 
CMIN/DF(3.562)

1 2 3 4 5 6 7 8 9
1 1 　 　 　 　
2 0.37 1 　 　 　
3 0.53 0.45 1 　 　
4 0.26 0.37 0.39 1 　 　
5 0.21 0.39 0.31 0.40 1 　 　

6 0.20 0.39 0.38 0.29 0.46 1 　 　
7 0.21 0.36 0.35 0.39 0.42 0.38 1 　
8 0.32 0.39 0.53 0.39 0.36 0.41 0.51 1
9 0.38 0.34 0.53 0.48 0.60 0.51 0.52 0.38 1

1.보안성, 2 가용성, 3 신뢰성, 4다양성, 5 경제성, 6 유용성, 7 용이성, 
8 정보신뢰, 9 수용의도 

 
From 　 To

표준
적재
치

Estimate S.E. C.R. P

보안성 → 용이성 -0.1 -0.1 0.04 -0.8 0.42

가용성 → 용이성 0.14 0.15 0.05 3.31 0.002*

신뢰성 → 용이성 0.25 0.26 0.05 4.81 ***

다양성 → 용이성 0.09 0.10 0.04 2.48 0.01*

경제성 → 용이성 0.41 0.35 0.03 10.5 ***

보안성 → 유용성 0.1 0.1 0.03 2.4 0.013*

가용성 → 유용성 0.12 0.12 0.04 2.76 0.006**

신뢰성 → 유용성 0.24 0.25 0.04 4.75 ***

다양성 → 유용성 0.24 0.26 0.03 6.37 ***

경제성 → 유용성 0.39 0.27 0.03 8.49 ***

용이성 → 유용성 0.06 0.06 0.03 1.67 0.09

용이성 → 정보신뢰 0.44 0.40 0.03 12.3 ***

유용성 → 정보신뢰 0.48 0.47 0.03 12.9 ***

정보신뢰 → 수용의도 0.799 0.789 0.038 2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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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로분석 결과

7. 가설검정
경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가설의 채택, 기

각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표 5]로 정리 하였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가설  From To 결과
H1-1 보안성 → 지각된 용이성 기각
H1-2 가용성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1-3 신뢰성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1-4 다양성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1-5 경제성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2-1 보안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2 가용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3 신뢰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4 다양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2-5 경제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3-1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기각
H3-2 지각된용이성 → 정보신뢰 채택
H3-3 지각된 유용성 → 정보신뢰 채택
H4 정보신뢰 → 수용의도 채택

Ⅴ. 결 론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분야에 적용되

기 위해 블록체인의 특성과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은 SPSS 24.0, 
AMOS 21.0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을 살펴보면 가설1-1을 제외한 가설 1-2, 
1-3, 1-4, 그리고 1-5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1-1인 
지각된 보안성이 지각된 용이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

하지 않았다. 가설1의 연구결과는 김정석(2017)의 연
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보안성이 노력기대 
유의하지 않음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3]이 HTS를 수용의도하기 
위한 연구에서 보안성이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는 결과와 [24]가 모바일 클라우드의 사용의도에서 보
안성이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반대되
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의료정보를 취
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쉽
게 용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설2는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3][9]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블록체인의 기술 특성
이 강화되면 지각된 유용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즉, 
지각된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
성인 신뢰성, 보안성, 가용성, 다양성, 그리고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 3과 가설4를 살펴보면 가설3-1인 지각
된 용이성이 유용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설 3-2, 가설 3-3, 가설4는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가설 3-1이 기각 된 결과는 [25]의 연구결과와 반
대되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연구를 실시한 다양한 연구자의 연구결과[9][26-28]와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은 시스템
적인 특성이 기술혁신제품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기간이 짧은 집단에
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으로 유효하지 않
다고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
한 이해가 높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지각된 용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
인이 의료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블록체인 시스템이 노출되고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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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은 중요한 환
자의 개인의료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용이성을 느끼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보
안성을 강화하면 사용자는 오히려 사용의 불편함을 느
끼게 됨으로써 용이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측
면에서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블록체인
의 특성 중에서 가용성은 용이성, 유용성에 모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의료기관에서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적
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사용자들은 증가하게 되고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용성은 정보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블록체인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
계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신뢰성 역시 용이성, 유용성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의 관리가 투명하
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성 확보로 사용자가 불안감을 해
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에서는 소중한 생명과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
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뢰성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자를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였다. 그러나 의료종사자라
고 하더라도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의료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내용에 대
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제시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보다 다양한 

특성(탈중앙성, 확장성, 투명성, 범용성 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확인하여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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