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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Pender [11]의 건강 증진모형을 활용하여 유헬스의 행위 의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을 위하여 유효한 설문지 216부를 갖고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건강관리 경험 요인이 자기효능감 요인으로의 경로와 자기효능감 요인이 행위 의도로의 경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모형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수집된 데이터의 적은 표본 수 및 유헬스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on behavioral intention in u-health system using Health 
Promotion Model(HPM) by Pender [11]. This study used PLS-SEM(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for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and conducted the analysis with sample data of 216 
respon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path from individual experience to personal health and also, path from 
self-efficacy to behavioral intention had the highest influence in the research model.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only factor that affect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self-efficacy' variable in u-health system. However, in the future 
time,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in that this study has small sample data and needs more clear definition on u-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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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저 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른 노인인

구 증가는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노인에 

대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보건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2], 결국 부실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는 소외계층이 존재하게 된다[3].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병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헬스(Ubiquitous 
Health: u-Health) 가 있다[4]. 이러한 유헬스를 시작으

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치료하는 한정된 서

비스에서 벗어나 언제, 어느 곳에서 제공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건의료비의 절감

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사용자의 의료서비스의 질 

증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유헬스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나 의료서비스를 받

을 필요가 없으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헬스 서비스가 가

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유헬스는 질병의 치

료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의 예방관리 및 건강

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6].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유헬스 시스템을 합리적으

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품질의 유헬스 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시스템 품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용자의 시스템 품질 사용 행위 의도를 파악하

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소비자적인 관점에서의 

유헬스에 대한 많은 관련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7- 
10].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연구

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nder [11]의 건강증진모형

(Health Promotion Model)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되

었던 제 모형의 변수들과 우리나라 성인의 유헬스 서

비스 행위 의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유헬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1988년 미국 Xerox사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의 Mark Weiser에 의

해 제안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필요한 사용자에

게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컴퓨터로 구성 된 시스템

을 말한다[12]. 
유헬스는 산업분야의 IT화가 발전하면서 등장하게 

된 e-Health를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발전

시킨 패러다임이다[13]. 유헬스는 보건의료 정보의 교

환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네트워크화 하는 첨단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유헬스를 통해 사용자는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다양

한 통신망을 사용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의  높

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14]. 
최근의 유헬스 관련 국내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의료영상 내의 병변에 

대한 식별을 신속,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워크플로

우 영상처리 기법을 개발하였고, 비트컴퓨터는 모바일 

진료 솔루션과 대형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인터페이

스 솔루션, 모바일 ERM 솔루션, 검진센터 솔루션, 실시

간 환자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용인시에서는 u-헬
스케어센터, 감지영상센터, u-미디어보드, u-환경 등 u-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백 u-파크 센터를 개설하였다. G
마켓에서는 홀로 지내는 노인의 건강을 스마트폰과 움

직임 센서를 통하여 원격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원

격 실버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15].
유헬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Hwang et al. 

[7]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형태

론을 이용하여 유헬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

출하고 형태상자 구성을 통해 유헬스 서비스 모형을 제

시하였고, Yeun. et al. [8]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용

모델에 근간을 두고 구매자의 시장지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성공 요인들을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응용서

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Ryu[17]는 

만성질환자의 생체신호 감시시스템을 구현함으로서 모

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생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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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증진모형(HPM)

건강행위를 해석하기 위한 예측모형은 계획적 행동

이론(Theory Planned Behavior),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적 행동이론은 Ajzen [18]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초점을 행위 자체보다는 개개인의 의도(intention)에 맞

추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건강행위 예측에 적용되지만 

치료나 예방건강행위 해석모형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Pender [11, 16]는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모형을 제시하였다. 건강증진모형은 건강 증

진과 관련된 행위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건강증진행위

는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을 강화하고, 개인의 복잡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지침이 된다. 
Pender의 3차 모형에서는 건강증진행위의 선행요인으

로 행위에 대한 인지-감정으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등을 포함

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직접적

인 요인이며, 행위의도를 통하여 건강 행위 자체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적인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의 주

요한 가정은 과거 경험에 대한 긍정적 감정, 건강증진

행위의 유익성, 자기효능 정도, 행동에 관련된 정서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건강증진

행위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건강증

진모형에 있어 건강증진행위는 인간의 생활에 대한 긍

정적 건강경험을 주는 행위이며 최종적 행위에 대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관련 예방행위부터 다

양한 건강증진행위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

으로 건강증진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Kim [19]의 

연구에서는 Pender의 모형을 이용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 정도를 측정하고 그의 영향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Kim [20]. 은 건강증

진 모델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점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고, Oh. et al. 
[21]의 경우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기초로 간호대

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 방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Ⅲ. 연구 모형 및 분석 결과

3.1. 연구 모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건강증진모

형의 기본적 내용에 근거하여 최초의 선행 변수로서의 

개인적 경험(Individual experience)이 행위의 특별한 인

지(Behavior-Specific cognition)를 통하여 행위의 결과

적 변수(Behavior outcome)로서 행위 의도(Behavior 
intention)와 더불어 최종적인 변수로서 건강증진행위

(Health promoting behavior)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

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 연구모형을 보여주는 그림은 위의 연구 목표에 

맞춰서 제시되었고, 이에 맞춰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가설: 개인적 경험은 행위 인지와 영향을 통하여 행위 

결과(행위 의도 및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

구는 2010년 10월에 제주공항에서 전국의 표본을 위해

서 제주공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자와의 1:1 응
답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수집한 데이

터 중에서 응답한 설문 데이터 중 불성실한 설문지 등

을 제외하고 유효한 총 216부를 갖고 분석에 활용하였

다. 최종 적용된 데이터의 인구 통계적 분석에서는 <표 

1>과 같이 여성이 52.3%로 약간 더 높았고, 나이에서는 

30대가 46.3%로 가장 높게 응답이 되었지만, 나머지 40
대 이상 또한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인을 대상

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학력은 대

학 졸업자가 63.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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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Experience Efficiency Benefit Barrier Support Esteem Intent HPB AVE CR Cronbach α

Experience (0.794) 0.631 0.872 0.804

Efficiency 0.296 (0.822) 0.676 0.912 0.879

Benefit 0.059 0.535 (0.805) 0.649 0.902 0.863

Barrier 0.215 0.124 0.113 (0.783) 0.614 0.888 0.841

Support -0.021 0.278 0.373 0.090 (0.804) 0.646 0.901 0.863

Esteem 0.156 0.264 0.361 0.144 0.620 (0.790) 0.625 0.893 0.849

Intent 0.172 0.322 0.227 0.129 0.082 0.139 (0.947) 0.896 0.945 0.884

HPB 0.260 0.202 0.108 0.200 0.272 0.293 0.105 (0.742) 0.551 0.880 0.836

표 2. 타당성 검증 요약

Table. 2 Summarization of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3 47.7

Female 113 52.3

Age
30-39 100 46.3
40-49 73 33.8

50 and over 43 1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below 67 31.1
Undergraduate 138 63.9
Postgraduate 11 5.1

Total 216 100%

표 1. 인구통계적 빈도

Table. 1 Demographic Frequency

3.2.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 내 행위의 특별한 인지 요

인들 중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는 Sherer and Maddux [2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

서의 자기효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총 5개 문

항의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 효능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익성(Perceive 
benefit)은 Moon [23]이 제시한 측정도구를 토대로 

Back [24]가 수정한 측정 문항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 문항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oon [23]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를 토대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은 설문지 상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

도록 설계를 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측

정하기 위한 도구는 Cohen and Hoberman이 개발한 대인

관계 지지척도(ISEL :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기초로  Back [24]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osenberg [2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로 5개 

문항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PLS- 

SEM: Partial Least Squares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방법을 적용하여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에서는 CR(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과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집중타당성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우선 잠재변수의 신

뢰성(Reliabillity)정도를 보여주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으로서 CR 값이 0.7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데[26, 27], 본 연구의 수치는 기준 값을 초과하고 있어

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타당성의 측정

을 위해서는 AVE 값이 0.5를 초과해야 하고 [28, 29], 
판별타당성의 경우는 AVE의 제곱근 수치가 관련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높을 것을 권고하고 있

다 [30]. 또한 산출된 요인들 내 설문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는 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
는 모두 0.8이상이므로 신뢰성을 갖고 있다[31]. 

동시에 각 잠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공통방법오류

(Common Method Bias)의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표 2>에서와 같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수치가 0.7
보다 낮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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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es for Model fit Decision Criteria

Average path coefficient (APC)=0.180, P<0.001 P<0.05

Average R-squared (ARS)=0.068, P<0.058 P<0.05

Average adjusted R-squared (AARS)=0.061, P<0.070 P<0.05

Average block VIF (AVIF)=1.551 Acceptable if <= 5, ideally <= 3.3

Average full collinearity VIF (AFVIF)=1.443 Acceptable if <= 5, ideally <= 3.3

Tenenhaus GoF (GoF)=0.212 Small >= 0.1, medium >= 0.25, large >= 0.36

Sympson's paradox ratio (SPR)=1.000, Acceptable if >= 0.7, ideally = 1

R-squared contribution ratio (RSCR)=1.000 Acceptable if >= 0.9, ideally = 1

Statistical suppression ratio (SSR)=1.000 Acceptable if >= 0.7

Nonlinear bivariate causality direction ratio (NLBCDR)=0.955 Acceptable if >= 0.7

표 3. 모형 적합도 및 그 기준

Table. 3 Model fit and Criteria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모형의 적합

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LS-SEM(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적은 데이터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

다[28].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경로(Path)의 통계

적 가정을 선형(Linear)을 포함하여 비선형(Non-linear)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WarpPLS (Version 4.0) 소프트

웨어를 적용하였다[33]. 
따라서 WarpPLS에 의해 제공되는 분석 옵션 중 

Warp 3 Stable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측정할 때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3>와 같이 Average R- 
squared의 P-value(P<0.058)가 비록 5% 유의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다른 적합도 수치가 기준들을 충

족하므로 본 연구 모형에서의 해석은 의미가 있다.

3.3. 가설 검증

앞서 적합한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각 경로들의 통계

적 유의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림 2>과 같이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통계적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경로 계수(path coefficients) 및 효과 크

기(Effect sizes)를 살펴볼 때, 개인적 건강관리 경험

(Experience)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의 경로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요인이 행위 의도(Intention)
으로의 경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모형적합도

Fig. 2 Path Coefficient and Model Fitness Level of 
Research Model

특히 기존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모든 경

로가 선형(Linear)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

하는 WarpPLS 소프트웨어에서는 비선형(Non-linear or 
Warp)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데,  <표 5>와 같이 각 경로

들의 선형 또는 비선형 유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경로(Paths)가 비선형 관계(Warped)임을 보여주고 있어

서 단순한 선형 관계(Linear)로서 해석하기 보다는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경로가 유

의한(Significant) 통계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관

리경험(Experience)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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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nt variables Experience Self-Efficacy Benefit Barrier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ntion

Self-Efficacy    0.314*** 　 　 　 　

Benefit    0.132*** 　 　 　 　 　

Barrier    0.223*** 　 　 　 　 　

Social support   -0.166*** 　 　 　 　 　

Self_Esteem    0.190*** 　 　 　 　 　

Intention    0.142***   0.282***  0.096**   0.112**   0.099**    0.169*** 　

HPB 0.027 0.054*  0.018 0.021 0.019 0.032 0.191***

*p<0.1, **p<0.05, ***p<0.01 

표 6. 총 효과

Table. 6 Total effects

에 대해서 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세부적 

분석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 

Paths Coeffic- 
ients

Effect 
sizes p-value Results

Experience → 
Self-Efficacy 0.314 0.099 0.001*** Accept

Experience → 
Benefit 0.132 0.017 0.001*** Accept

Experience → 
Barrier 0.223 0.050 0.001*** Accept

Experience → 
Social support -0.166 0.028 0.001*** Accept

Experience → 
Self_Esteem 0.190 0.036 0.001*** Accept

Self-Efficacy 
→ Intention 0.282 0.102 0.001*** Accept

Benefit → 
Intention 0.096 0.028 0.045** Accept

Barrier → 
Intention 0.112 0.018 0.025** Accept

Social support
→ Intention 0.099 0.016 0.041** Accept

Self_Esteem 
→ Intention 0.169 0.043 0.001*** Accept

Intention → HPB 0.191 0.036 0.001*** Accept

*p<0.1, **p<0.05, ***p<0.01

표 4. 경로 계수의 통계적 검증

Table. 4 Path hypotheses test

<그림 3>은 건강관리경험 요인이 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경로를 비선형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크

게 2개의 변곡점이 생기고 있는데 2점 이전과 4점 이후

부터의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2점부터 4점까

지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선

형으로만 가정한다면 모든 응답자들이 건강관리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준이 낮다고만 해석할 

수 있다. 

 Latent variables (1) (2) (3) (4) (5) (6) (7)
Self-Efficacy (1) W 　 　 　 　

Benefit (2)  W 　 　 　 　 　

Barrier (3)  W 　 　 　 　 　

Socia support (4)  W 　 　 　 　 　

Self-Esteem (5)  W 　 　 　 　 　

Intention (6) W W  W W  W 　

HPB (7) W
L (Linear) = linear or quasi-linear relationship ; 
W (Warped) = nonlinear relationship

표 5. 경로의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 

Table. 5 Linear or non-linear (Warp) relationship of path

하지만 응답자를 구분하여 세분화 시켜 분석하게 된

다면, 평균 수준의 응답자(5점 척도에서 2점과 4점 사이

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건강관리경험이 많을수록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고 달리 해석할 수 있

게 된다. 물론 충분한 데이터의 수가 일반화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가

능성에 대해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Kock[33]에 

의하면 이러한 비선형 관계에 대해 해석은 쉽지 않지만, 
단지 선형으로만 간주하게 된다면 신기루(mirage)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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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6>과 같이 모든 독립변수들이 최종 종속변

수인 건강증진행위(HPB)에 미치는 총 효과(Total effect)
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변수가 가장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리경험(Experience)이 

매개요인들(여기서는 5개  요인들)의 매개를 통하여 사

용의도(Intention)에 영향을 유의한 총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종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에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개요인들인 행위 인지와 

영향 요인들 중 10% 통계적 수준에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요인만 최종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

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경험과 사회적 지지 간의 비선형 관계

Fig. 3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에서 개인적 경

험은 행위 인지와 영향을 통하여 행위 결과 중 행위 의도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종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로는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가설 검증에서 부분적으로 유의

한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하여 유헬

스의 행위 의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모형의 기본적 내용에 근거하

여 최초의 선행 변수로서의 개인적 경험 요인이 유헬스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 행위의 특별한 인지 요인들

을 통하여 행위 의도(Behavior intention)와 더불어 건강

증진행위 요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설검증으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할 때,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 요인에 초점이 두고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유헬스 시스템과 연계된 연구

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전국 표본으로서 216부를 갖고 부

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방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수치가 

기준들을 충족하여 연구 모형을 갖고 모형 내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 계수 및 효과 크기를 통해서 개인적 건강관

리 경험 요인이 자기효능감 요인으로의 경로와 자기효

능감 요인이 행위 의도로의 경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의 비선형성 여부를 측정하면서 모든 

경로가 비선형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건강관리경험 요인이 사회적 지지 요인에 부 (-)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관계를 선형으로

만 가정한다면 모든 응답자들이 건강관리경험이 많을

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준이 낮다고만 해석할 수 

있지만, 비선형 관계를 통하여 응답자를 구분하여 세분

화 시켜 분석하게 된다면, 평균 수준의 응답자(5점 척도

에서 2점과 4점 사이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건강관리경

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고 

달리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관리경험 요인이 매개요인들(행위의 특

별한 인지 요인들)의 매개 효과를 거쳐서 사용의도

(Intention)에 영향을 유의한 총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

다. 하지만, 최종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에는 유의하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그 매개요인들 중 자

기효능감(Self-Efficacy) 요인만 최종 종속변수인 건강

증진행위에 10%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에서 제시된 가

설 검증에서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지

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을 통하

여 균형 잡힌 식생활 가능,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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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동, 체중 조절 등의 실질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

다면 건강증진행위로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

데, 첫째, 수집된 데이터의 적은 표본 수라는 점이다. 
보다 일반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데이터의 수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헬스에 대한 정의가 

덜 구체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중

이고 현실적인 유헬스 정의를 갖고 분석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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