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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PC와 모바일 기반 인터넷과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 건

강정보 소비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설계는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형과 Fisher와 Fisher (1992)

의 정보-동기-행동기술 모형을 기틀로 삼아 검증한 종단적 경로분석 연구

이다. 

가설적 경로는 7개의 이론변수와 7개의 측정변수가 있으며, 외생 변수

로는 이전의 건강관련 행위,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내생변수로는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의도, 건강증진행위

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도구는 이들 변수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연구의 틀에 맞게 구성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6월에 1차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설문 응답자에게 2015년 9월에 2차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사

람들 중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군(통계청, 2014)의 분포에 따라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상위 5개군으로 나누어 편의표본 추출된 총 36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Amos ver 19.0 프로그램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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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 결과 가설적 경로의 13개 경로 중에 9개 경로가 유의하였다. 

경로의 적합도와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χ2= 7.92, GFI= .99, AGFI 

= .94, Normed χ2= 2.64, RMSEA= .068, NFI= .99, CFI= .99, 

IFI= .99, PGFI= .11, PNFI= .14, PCFI= .14로 간명적합지수를 제외하

고,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다.  

지각된 유익성에는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성, 유용성이 영

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

성,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영향을 미쳤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영향을 미쳤다. 건강증진행

위는 건강증진행위 의도, 이전 건강관련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

졌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정보 이용이 건강증

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제까지 연구된 선행연구들

처럼 행위의도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소비자의 실제 행위를 종단적으

로 측정하여 경로를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이전 건강관련행

위,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

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의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소비자, 온라인 건강정보, 건강증진행위 의도, 건강증진행위 

학  번: 2013-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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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질병 중심의 급성 전염성 질환 치료에서 과학기술 발달, 개인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으로 

건강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Laronde, 1975). 이에 공급자 중심에서 소

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가는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환자가 아닌 소비자로

서의 자기 책임과 주장이 증가되었다(Eysenbach, 2000; 최은진, 채희

란과 박정연, 2011). 여기에는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과 달리 소

비자들의 건강정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소비자가 건강정보를 직접 챙

기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Fox & Duggan, 2013). 

실제로도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은 비단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개

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어 유익하다고 말한다(Baker et al., 2003; Bernhardt, 2000; 

Lintonen, Konu, & Seedhouse, 2008; Tustin, 2010).  

특히 한국의 경우 2014년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발전지수는 157개국 중 1위, 개인 인터넷 사용 비율이 

82.1%로 정보기술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 77.5%가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TV나 책 대신 온라인이 소비자의 주된 건강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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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자의 건강정

보 이용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암이나 만성질

환과 같은 특정 질병관련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웹사이트 방문 의도

(Yoo & Robbins, 2008; Yun & Park, 2010)와 빈도(Marton, 2011), 

탐색(Marton & Wei Choo, 2012)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탐

색한 건강정보가 내실 있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건강관련 행위의도

(권예지와 나은영, 2011; 박동진, 권명순과 최정화, 2013)에 집중되어 

특정 변수에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었다(김수미, 2008). 예방적 차원

의 건강증진 관련 행위로의 연결은 예방접종 정보에 따른 접종률(Lee & 

Kim, 2015)과 생활습관 정보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Shi, Nakamura, & 

Takano, 2004)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행위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Anker, Reinhart, & Feeley, 2011). 쏟아지는 건강정보 중에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인

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주의 또한 요구되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김정은, 2005; Berland et al., 2001; Bernstam et al., 

2008; Eysenbach et al., 2002).  

온라인에서 획득한 건강정보가 건강증진행위에 얼마나 유용하고 정확

하게 건강증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증진모형

(health promotion model: HPM)을 준거로 삼았다. HPM은 개인의 특성

과 경험이 행위별 인지와 정서를 매개하여 건강증진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Pender, 1996).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있어 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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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인의 영향이 크며, 변화 가능성이 커서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역

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나 HPM 만으로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주

된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

닌다. 반대로 소비자가 탐색하는 정보는 필요하지만, 정보만으로는 행위

변화를 위한 충분요소는 아니다(OKeefe, 1990).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

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므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 결정 능력을 북돋아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Lewis, Chang, & Friedman, 2005). 따라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동기부여 되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

기술을 통하여 행위로 연결이 된다고 본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

(information-motivation behavioral skills model: IMB model)(Fisher 

& Fisher, 1992)을 HPM과 함께 연구의 틀로 고려하였다. 이는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인 지각된 유익성과 행위기술을 의미하는 지각된 자기효능

감을 동시에 인지와 정서로 행위를 매개하는 HPM과 맥락을 같이하여 

포함하였다. 특히 두 요인은 HPM의 기반이 되는 두 이론 사회인지이론, 

건강신념모형과 기타 선행연구에서도 영향력에 대해 입증되었다(Kwong 

& Kwan, 2007; 김혜숙과 허준수,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

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HPM과 IMB 모형을 연계하

여 정보, 동기, 행동기술을 포괄해 종단적으로 검증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De bruijn & Rhodes, 2011; 박성원과 양숙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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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증진모형

과 정보-동기-행동기술 모형을 틀로 삼아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가

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최종 경로를 구축하고, 

이들의 영향을 확인한다. 

 

  



5 

3. 용어의 정의 

 

1)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 

 이론적 정의: 온라인상에서 건강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미디

어 노출이나 대인관계에서 얻는 정보를 넘어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소비자를 의미한다(Atkin, 1973;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Consumer health informatics research 

resource, 2015, 재인용).  

 조작적 정의: PC와 모바일 기반 인터넷과 앱으로 건강책임, 운동, 

영양, 영적 성장 및 자아실현,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와 관련된 

건강증진 정보를 탐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강정보 이용 

 이론적 정의: 선택된 정보의 이동 수단으로부터의 목적성 있는 정

보의 획득을 의미한다(Johnson, 1997). 

 조작적 정의: 건강정보 이용 과정은 필요(need), 탐색(seeking), 

이용(use)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탐색을 

거쳐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전 건강관련행위 

 이론적 정의: 과거의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스트

레스 관리, 대인관계의 경험을 의미한다. 건강증진행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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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습관의 형

성에 기인한다(Pender, 1996).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1차 설문조사 이전 6개월 동안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순녕과 김

정희(1999)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4)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 

 이론적 정의: 이용자가 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Davis, 198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건강정보

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이다. 윤은경(2008)

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용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 

 이론적 정의: 소비자가 정보기술을 특정한 일에 사용할 경우, 자

신의 성과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Davis, 

198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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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윤은경(2008)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

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지각된 유익성 

 이론적 정의: 건강관련 행위 이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득으로 행위 유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adilla & 

Bulcavage, 1991). 

 조작적 정의: 온라인 건강정보로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을 측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서현미(2001)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7) 지각된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b). 

 조작적 정의: 온라인 건강정보로 건강관리를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의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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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증진행위 의도 

 이론적 정의: 건강증진모형 내에서 행위계획 수립에 해당하며, 정

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려

는 의도를 말한다(Carol Nola J. Pender, 2011).  

 조작적 정의: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스트레스 관

리, 대인관계의 의지를 측정한다. 윤순녕과 김정희(1999)의 도구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증진행위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9) 건강증진행위 

 이론적 정의: 건강생활습관과 결합하여 안녕수준을 높이고,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

여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

계의 하부 영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ender, 1996).   

 조작적 정의: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스트레스 관

리, 대인관계를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Pender(1996, 2011)

가 개발하고,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가 잘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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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영향요인들간의 직간접적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헌고찰 하였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두 번째로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하여 고

찰하였다.   

 

1. 소비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2010년 우리나라 성인의 71.6%가 건강유지 및 자기관리, 61.1%는 

특정 질병에 대한 설명 및 가능한 치료방법 확인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영철, 2010). 국외에서도 2009년 시행된 인터

넷과 미국인의 삶 프로젝트(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에서 미

국 성인의 60% 이상이 건강정보를 획득을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정보 판단과 실행에 영향을 주고, 부정

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ox & 

Jones, 2009). 2000년대 초반에만 하여도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의료

관련서적이나 의료진이 주된 정보원이었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PC와 모바일 기반 인터넷과 앱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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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습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정보의 이용형태 변화에 따라 소비자

의 건강 행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이 등장한 후 PC 기반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Lee et al., 2014; Xiao, Sharman, Rao, & 

Upadhyaya, 2014)에 집중되어 있다.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관련 연구의 경우는 주로 특정 대상자들에게 중재를 제공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어 PC와 모바일 기반의 특성을 분리하여 관심을 기울

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문, 2008; Boulos et 

al., 2014). 그러나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매

체 중에서 특정 매체만을 이용하지 않아 상호배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

다. 특히 PC와 모바일 인터넷과 앱 모두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거

나 아예 둘 다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한 경로로만 정보를 습득하지 않

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정보 소비자는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상호배타적으로 분리하는 대신, PC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으로 온라인 매체를 포괄하여 건강정보 이용이 실제 소비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정보 이용에도 관찰(observing, browsing, scanning)과 같

이 그 정도와 방법이 다르다(Brereton & Nolan, 2002; Czaja, Manfredi, 

& Price, 2003; Echlin & Rees, 2002). 적극적으로 탐색한 것과 자연스

럽게 노출된 것의 정보 습득은 능동성, 넓이, 깊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의 노출 후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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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건강정보 이용 범위로 포함하였다

(Niederdeppe et al., 2007). 

 

2.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1)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 

건강증진이란 개인의 습관이나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통하

여 높은 수준의 안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Bandura, 1986a).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의 태도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의 변화 또한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ason & McGinnis, 1990). 생활양식은 일상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

을 미쳐 건강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Parse, 1990).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Pender(1984, 1996)에 의해 

1980년대에 처음으로 간호학에 HPM이 소개되었다가 1982년, 1987년, 

1996년에 모형을 정련화하여 현재 3차 모형에 이르렀다. 3차 모형은 건

강의 중요성, 지각된 건강통제의 행동계기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행위관

련 감정, 행동계획수립,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와 선호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재배치하였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02; Rains, 2008).  

HPM에서는 건강증진 수행에 있어 변화 가능한 인지와 정서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HPM에서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 행

위관련 감정, 대인관계 영향, 상황적 영향으로 구성되었다. 모형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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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행위별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쳐 행위결

과인 행동계획 수립, 즉 건강증진행위 의도, 건강증진행위로 연결된다

(Pender, 1996).  

건강증진모형은 질병의 치료적 대응에 적합하여 빈번하게 활용된 건

강신념모형과 구조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질병관련 행위만을 설명하

는데 제한하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행위

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증진 관련 건강정보 이용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고려하였다(Marriner-

Tomey & Alligood, 1997). 특히 건강신념모형은 신념과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가치

를 높게 둔 사람으로 한정해 건강행위에 대한 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대

상자의 경우 유용하지 않을 수 있어 구별되었다(Clark & Houle, 2009).  

 

Figure 1. Revised Health Promo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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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은 Fisher와 Fisher(1994)가 정보와 동기 

그리고 행위기술이 행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예측한 모형이다. 특히 질

병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행위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확

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Fisher & Fisher, 2002). 특

히 정보를 통하여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지지

와 같은 동기가 객관적 능력과 주관적인 할 수 있다는 능력인 행위기술 

즉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행위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Figure 

2).  

본 모형은 처음에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예방행위

(Fisher et al., 1994)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점차 유방암 자가검

진(Misovich et al., 2003), 당뇨관리(Osborn et al., 2010), 오토바이 

안전기어사용과 같은 안전행위(Murray, 2000) 등의 건강증진행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며 행위변화를 설명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Figure 2.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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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건강증진행위를 비롯하여 행위 변화는 인지, 행동, 정서 측면의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건강정보 이용이 잘못된 신념으로 연결되거

나, 이로 인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관계

를 부분적이 아닌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Fisher 

와 Fisher(1992)의 정보, 동기, 행위기술 요인을 Pender(1996)의 건

강증진모형에서 건강정보 이용과 관련되어 예측력이 높은 변수를 포함하

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는 이전 건강관련행위, 지각된 유익성, 지

각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의도, 건강증진행위 변수를 고찰하였다.  

 

1) 정보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이용하는 과정은 건강과 관련된 예방적 행위 이

행에 있어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건강정보 

탐색이 개인이 건강생활습관을 가지거나 예방적 행위를 하려는 결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Burbank et al., 2002).  

정보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건강행위모형에서 그 역

할이 확인되었다(Greyson & Johnson, 2015). 구체적으로 단계변화 이

론 중에 하나인 범이론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서 정보는 행위변

화에 대한 인식, 즉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였다(Prochaska, 1979; 

Prochaska, DiClemente, & Norcross, 1992; Prochaska & Velicer, 

1997). 기대가치이론(theory of value-expectancy) 중 하나인 합리적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50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51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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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Ajzen and Fishbein, 1980)과 계

획된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에서는 믿음

이나 태도는 정보를 획득한 후 통합하고 활용한 결과로 인해 생겨난다고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혁신확산이론(theory of diffusion of innovations) 

(Rogers, 1995)에서는 정보 획득 후 인식과정에서 가치 있다고 여길 

때 행위변화로 연결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학습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86)과 사회인지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86)

에서는 행위 변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이용되어 정보의 획득이 지식을 쌓

는 데 도움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믿음 개념의 전 단계로 포함하

고 있다. IMB 모형에서는 정보가 동기와 행위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지식과 혼용하여 사용하며 행위 유발에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

하고 있다(Fisher & Fisher, 2002). 

 

(1) 지각된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기기를 사용하면서 노력이 적게 들 것이라고 믿는 지각된 이용용이성

과 유용성은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서 

비롯되었다. 두 요인은 이 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 이

용과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었다(Davis, 1989). 비록 TAM에서 두 요인

이 행위의도와 연결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위를 예측하므로 본 연구

에서도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

하여 활용되었다(Venkatesh, 2000).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04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03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53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06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3392/full#asi23392-bib-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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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TV와 같은 수동적인 매체와는 달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

인 건강정보의 능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와 정보를 통해 원하는 행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용용이성

과 유용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단지 이용하기 용이하고 유용한 건강정보가 행위를 보장할 수는 없다

(Meischke et al., 2005). 그러나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를 자극하고, 개인의 판단, 믿음, 태도 등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Fahrenwald & 

Walker, 2003; Yu & Wu, 2005). 특히 정보를 통한 지식증대는 행위 

변화 전과 후의 원인과 결과나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

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로써 유용하므로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는 요인

으로 사료되었다(Burbank et al., 2002; Lambert & Loiselle, 2007).  

사용용이성은 사용자의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Thompson 등

(1991)이 ‘복잡성(complexity) ’이라고 불렸다가(Thompson, Higgins, 

& Howell, 1991), Moore 와 Benbasat(1991)에 의하여 사용용이성

(ease of use)으로 불렸다. 용어에서처럼 온라인은 소비자와 의료전문가

의 건강정보 수용에 있어 복잡성은 줄이고, 이용은 용이하게 만들어주므

로 정보 특성에 포함하였다.  

Sillence(2005)이 건강정보원으로써 인터넷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포함한 사용용이성은 정보 수용과 적응에 첫 번째 관문으로 보고 그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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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보에 대한 가치의 인식을 떨어뜨려 기술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고 본 선행연구가 이를 설명한다(Kim, Chan, & Gupta, 2007). 

반면 건강정보의 단점으로 익명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Bernhardt et 

al., 2002)와 함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도 건강불평등

의 문제와 연관하여 끊임없는 이슈로 제기되었다(Davis, 2002). 여기에

는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기반하기 때문이다

(Wagner, Hu, & Hibbard, 2001). 그러나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과

정에 많은 시간과 인지적인 노력이 투입되고(Fast, Vosburgh, & 

Frisbee, 1989),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용이한 건강정보의 획득에서 더 나아가 유용성 측면의 정보 요인 또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Moreland(2015)의 연구에서는 병원 방문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온

라인상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한 후에 병원을 방문하며, 그 중에 일부는 

정보가 없었더라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6% 이상이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를 의료 전문가와 따로 상담을 하

지는 않았으며, 여기에는 건강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의료진과의 

건강상담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동일한 비율의 응답자가 

그 정보를 통해 새롭게 배웠다고 응답한 내용을 통하여 온라인 건강정보

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용한 건강정보는 자발적인 건강관

리를 할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 즉 행동기술 향상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Moreland%20J%5Bauth%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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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정보 즉 유용하지 못한 정보는 건강관리 분야에서의 핵심적

인 실패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Sabatini, 2013). Dwyer & Liu(2013)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풍성하고 유용한 건강정보 속에서 소비자는 병원

을 방문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

한 소비자의 낮은 응급실 방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의료 

시장의 효율성을 드러내 보였다. 반면 건강정보를 신뢰하지 않은 소비자

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관리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건강정보가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2) 동기 

동기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개인의 의지로 목적을 둔 행위에 인지적, 

정서적 조절 반응이 복합되어 나타난다(Ford, 1992).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형 내에서도 지각된 유익성은 행위관련 인지와 정서의 일부로 

건강행위를 지속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위의 반복으로 유익성

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며, 지각된 유익성이 클수록 건강행위의 실천 정

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와 동기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IMB 모형에서도 구체적으로 동

기를 크게 개인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동기는 특정

행위에 대한 선호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나타내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고,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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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Fisher & Fisher, 1992).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2가지 측면 중

에서도 변화가 용이한 개인적 동기에 집중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건강교육은 지식 보급으로 인해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로써 행위를 변화시키는 모델인 KAP (knowledge, attitude, practice 

model) 모형을 기반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건강교육에 주로 활용되었다

(Hata & Doi, 2003).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비하며

(이윤나와 권인수, 2014), 점차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의 역할이 강

조됨에 따라 동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건강행위 관련 연구에

서 동기요인을 포함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되었으며, 동시에 지각된 

유익성이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의 효과도 입증되어 포함하였다

(Song & Lee, 2000; Rongkavilit et al., 2010; 김금자와 이명선, 2007).  

 

(1)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유익성이란 건강증진행위를 지속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건강행위 수행 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Clline과 Hynes(2001)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온라인 건강정보가 

행위에 유익하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건강정보의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

하여 인터넷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가르치며, 소비자와 비슷한 상

황의 다른 사람이나 의료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열어주

었다(Silberg, Lundberg, & Musacchio, 1997). 이로써 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없었던 외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불균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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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해소에 일조하였다(Cui, Carter, & Zhang, 2014). 둘째, 상호작

용을 높여주었다. 이전에 서면이나 일방적인 의료전문가에 의한 1차적 의

사소통(linear communication)이기 보다는 주고받는 의사소통

(transactional communication)이 가능해졌다. 셋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전통적 방식의 서면으로 의사소통과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

던 것과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사이트나 링크를 언어 수준, 필요나 선호

하는 참고 사이트,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예, 동영상이나 텍스트 기반)

을 고려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자신의 지식과 교육 정도에 따라 매체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Md & Md, 1998; Oravec, 2000). 넷째, 

익명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민감한 주제의 정보들에 

접근하고, 대면하면서 예상되는 부당성을 입증하는 일 앞에 대응이 쉬워

졌다(Pereira & Bruera, 1998). 더 나아가 질환을 가진 소비자에게도 

인터넷 건강정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치료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Powell & Clarke, 2006).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기존의 일반 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과 건강증

진행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65

세~69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에 66.2%로 가

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Lim, Noh, & Kim, 2015), 남성 근로자에게

도 마찬가지였다(Muto, Saito, & Sakurai, 1996; 백윤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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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익성과 건강증진행위 의도와의 관련성은 생애주기별 여성

(윤순녕 외, 2004), 저소득 노인(Shin et al., 2008), 노인(서현미, 

2001), 제조업 여성근로자(윤순녕, 2001), 만성질환을 가진 한국 노인

(Shin et al., 2005), 만성질환자(이숙자 등, 2002)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확인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소비자에게 지각된 유익성이 직·간접

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 행위기술 

(1) 지각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표에 대한 달성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Bandura가 인간의 인지를 강조하면서 제시된 이

론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andura, 1994). 건강증진행위 설명요인 메타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다른 개념에 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정(+) 상

관관계를 보였다(박영주 등, 2000). 이는 건강정보 탐색에도 중요한 영

향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Hogan et al., 2009). 예를 들어 소비자가 능

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 건강관련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찾지 않거

나 오히려 피하는 결과를 낳았다(Thompson et al., 2012). 더 나아가 

탐색한 건강정보의 실제 행위 수행에 대한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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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Lee et al., 2008). 

자기효능감이 1996년에 개정된 Pender의 건강증진행위모형의 행위

관련 인지와 감정에 추가되었는데, 건강증진행위를 직접적으로 동기화시

키고 행동의 시행이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개

념이 간호대학생(성미혜, 2001), 중년여성 중년여성(박재순, 1996; 이숙

자, 박은숙과 박영주,1996), 저소득 노인(Shin et al., 2008), 노인(Shin 

et al., 2005; Easom, 2003), 오랜 결혼생활자(Sullivan, 2006)의 연구

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

았다(Parsons, Pender, & Murdaugh, 2011). 

한금선(200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건강증진행위를 잘 할 수 있

다는 신념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노인(강현욱과 김지태, 

2009). 현역군인의 배우자(Padden, Connors, & Agazio, 2011)와 사무

직 남성(백윤미, 2005)의 건강증진행위에도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고, 결혼이민자에게도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정남옥과 이명하, 2010). 청소년의 건강증

진에 있어서도 부모-자녀간의 유대의 효과를 주는 완전매개로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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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송인한과 박장호, 2011).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통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

는 경로는 대학생(김희경, 2006), 고혈압 전단계 대학생(김소영, 2015), 

생애주기별 여성(윤순녕 외, 2004), 제조업 여성근로자(윤순녕, 2001), 

노인(서현미, 2001)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의 중

요한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4) 행위 

(1) 이전 건강관련행위 

현재 행위는 이전의 행위가 코드화되고 기억되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앞으로의 행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습관을 형성하므로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하다고 여긴다(Kim, Kim, & Park, 

2001). 이뿐 아니라 인지와 감정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건강증진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 요인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김희경, 2006; 

윤순녕과 김정희, 1999a; 이미라, 1997; 이미라와 김완수, 2005).  

   건강증진행위 및 관련요인을 규명한 결과 제조업 여성근로자(윤순녕, 

2001)와 대학생(김희경, 2006)의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의도, 건강증진행위와 모두 관련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과거 건강관련행위와 매개변수로 동기요인인 지각된 유익성과

의 관련성은 서현미(2001), 백윤미(2005), 이지현(2015), 양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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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hin 등(2008)의 연구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서현미

(2001), 이지현(2015), Shin 등(2008)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전 건강관련행위와 건강증진행위 의도와의 관련성은 Shin 등

(2008),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은 Lim, Noh & Kim(2015)의 연구에

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Garcia(1995), Shi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운

동 수행 경험이 운동 수행과 연결되지 않고, 현재의 건강증진행위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반된 결과된 보여 일관성의 

결여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2) 건강증진행위 의도 

의도성은 의지적 행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인자이며, 행위는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본가정은 인간은 이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를 수행하기 전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이용하고, 행위는 의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행

위를 예측하려면 의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a). 건강증진행위에 있어서도 의도가 높을수록 행위수행

이 높았다고 검증되었다(Sheeran, 2002).  

기존의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본 생애

주기별 여성(윤순녕 등, 2004), 제조업 여성근로자(윤순녕, 2001), 노인

(서현미, 2000; 강희선, 2001),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행위 의도가 건강

증진행위 수행을 살핀 이숙자 등(2002), Shin 등(2005)의 연구를 통하

여 건강증진행위 의도가 건강증진행위를 유도한다고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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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관련 연구 외에도 기술수용모형을 수정한 TAM2에서는 모형의 

핵심이 되는 개념만 남아 태도 변수는 삭제되고(Turner et al., 2010), 

사용(행위)의도가 사용(행위)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고 있다(Venkatesh 

& Davis, 2000). 특히 사용의도와 사용과는 -0.23에서 +0.79 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문헌을 바탕으로 경로가 설

정되었다(Davis, Bagozzi, & Warshaw, 1989).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 인간의 인지과정의 중요

성을 강조하여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을 행위의도로의 인지

적 개념의 세가지 핵심 요소로 보았다(Ajzen, 1988). 하지만 행위의도

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통제력을 잃어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지를 뛰어넘어 육체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행위의도가 

행위로 연결되지 되지 않는 점은 한계로 간주된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증진모형의 종료 지점이자 행위의 결과이다. 건강

증진행위 특히 건강생활습관과 통합될 때 기능적 능력을 고양시키고, 전

체 생애주기에 걸쳐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만든다(Pender, 

1996). 따라서 특정질환이나 계층과 관련된 삶의 질(Mohamadian, et 

al., 2011; Hashem Mohamadian et al., 2011), 신체적 활동(Keegan et 

al., 2012), 영양 교육과 건강행위(Mohebi et al., 2013), 비만(Cho et 

al., 2014)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중재 검증을 위해서도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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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r(1996)는 건강증진행위를 건강증진 생활양식으로 보고 크게 

영적 성장, 대인관계, 영양, 신체활동, 건강 책임, 스트레스 관리 6가지

로 나누고 있다. 1) 영적 성장은 내부자원을 초월과 연결, 개발을 통해 

내부 자원이 더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 성장과 대인관계는 

연합이라는 점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속

하는 개체가 다르다는 기준에 따라 둘을 분리하고 있다. 2) 대인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뜻한다기보다 친밀함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의미 있게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

소통은 생각과 느낌을 언어나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모

두 포함한다. 3) 영양은 단지 생존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웰

빙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한다. 4) 신

체적 활동은 경도, 중증도, 더 나아가 활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

는 것을 말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간헐적으로 개인적인 삶이나 여가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건강책임

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 활발하게 책임지는 것을 포함한다. 치료를 위해 

병원 외래를 방문하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예로들 수 있

다. 6) 스트레스 관리는 긴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자원을 밝혀내고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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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준거 

 

1. 이론적 준거틀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을 토대로 건강증진모형 관

련 요인을 종합하여 연구의 준거틀을 재구성하였다. 건강정보 요인과 이

전 건강관련행위가 동기와 행위기술을 매개하여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다(Pender et al., 2002; Fisher & Fisher, 

1992)(Figure 3).  

OHI: Online health information,  HPB : Health promoting behavior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8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 틀로 다음과 같이 가설적 경로를 구축하였다

(Figure 3). 본 연구의 모형은 크게 1) 정보, 2) 동기와 행위기술, 3) 

행위로 구성했다.  

정보는 건강행위 실천을 위해 소비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Fisher 

& Fisher, 2002) 위험행동은 줄여주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어

준다(O'Keeffe, Nesselhof-Kendall, & Baum, 1990). 따라서 건강정보 

이용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Burbank et 

al., 2002; Yu & Wu, 2005). 특히 건강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건강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인지하는 요소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행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지각된 이용용이

성과 유용성이 강조되어 구체화하였다(Cline & Haynes, 2001). 

그러나 정보만으로는 행위의 변화와 유지를 쉽게 이끌어내기 힘들다 

Coateset et al., 1988). 정보는 건강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Bazargan 

et al, 2000; Fisher et al., 1994; Moorman & Matulich, 1993; Pender 

et al, 1990)를 부여할 뿐 아니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인 행위기술

(김소영, 2015; 오의금, 유재용, 이정은, 고일선과 추상희, 2012; 이윤미, 

손연정과 이은주, 2012; Fisher & Fisher, 2002; Gi & Park, 2012; 

Rimal, 2000)을 매개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행위의 전 단계인 건강증진행위 의도에도 지각된 유익성(Shin et al., 

2005; Shin et al., 2008; 윤순녕, 2001)와 자기효능감(김소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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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미와 하양숙, 2004; 이지윤, 윤순녕과 김숙영, 2004)의 영향을 받으

므로 동기에 지각된 유익성과 행위기술에 자기효능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두 요인은 중재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인 상황보다 

대상자의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행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므로(Rosenstock et al., 1988) 내재적 요인 중에서도 행위를 결정하

는 요인으로 알려져 포함하였다(Kwong & Kwan, 2007; 김혜숙과 허준

수, 2010). 그 밖에 다른 경로는 건강증진모형에서 검증되었다(Pender, 

1996).  

행위에 속하는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건강생활습관

이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고,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Bennett, 2010; Mishara & Ystgaard, 2006; Pender et al., 

2002; Shin et al., 2005; Easom, 2003; Lee & Kim, 2015; Srof & 

Velsor-Friedrich, 2006).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건강증진모형에서 사람

들은 일반적으로 비 조직화된 행위에 반해 조직화된 행위를 수행하는 행

동계획수립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도의 수행과 비슷

하게 활용되었다(Pender et al., 2002). HPM 외에도 행위의도가 행위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관계성을 입증하여 포함하였다(Shin et 

al., 2005; Weinstein, 1993; 강희선, 200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정보요인은 소비자가 접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으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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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은 지각된 유익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신념인 행위기술은 행위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으로 구체화하

였다. 행위에 속하는 이전 건강관련행위와 행위의도가 정보, 동기와 행

위기술과 함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 경로를 포함한다. 

수정된 건강증진모형이 행동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써 적절하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구성요소로 사용의 제한이 있다(Naidoo & Wills, 2009) 

이에 정보 요인을 포함하는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과 통합하되 간명

한 모델 구성을 위해 문헌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충분히 지지된 위 

변수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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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가설적 모형에서 각 경로에 따라서 구성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지각된 유익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증진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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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Pender(1996)의 모형과 

Fisher 와 Fisher(1992)의 정보-동기-행동기술 모형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종단적 

경로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건강관리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 남녀 

2) 6개월 내에 온라인(PC와 모바일 기반 웹이나 앱)으로 건강증진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직접 건강관리를 한 자 

3) 1차 서면 설문조사 참가 후, 2차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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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는 경로 분석에서 최소 200명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

였다(Bae, 2008). 또한 경로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전체 모수치에서 

고정 모수치를 제외한 경로의 자유 모수치 × 20을 근거로 하였다(Mun, 

2009). 본 연구에서 산출된 13개의 자유 모수치(전체 모수 치 13개-

고정 모수치 0개)로 260명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상회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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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이전 건강관련행위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과 자아실현,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6문항의 5점 척도이다. 설문지상의 

리커트 5점 척도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매

우 긍정적인 반응을 뜻하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6개월 이상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여 

왔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의 α

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2)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  

Davis 등(1989)이 개발한 지각된 유용성 측정도구를 윤은경(2008)

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4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가 특정한 건

강정보 이용이 쉽다고 느낀다면 정보시스템을 좀 더 쉽게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경(2008)

의 연구에서 Cronbach 의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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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 

Davis 등(1989)이 개발한 지각된 유용성 측정도구와 류시원(2004)

의 건강정보 이용실태 문항을 윤은경(2008)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5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나, 책과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행위가 본 연

구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4문항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증진 

관련 소비자의 행동 및 의사결정 결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믿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경(2008)의 연구에

서 Cronbach 의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4) 지각된 유익성 

문정순(1990)이 건강신념 측정도구에서 유익성에 관련한 문항들과 

건강증진행위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서현미(2001)가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6문항에 5점 척도 

로 측정되었으나 .8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1문항을 삭제하고 5문항

으로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행동유발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6

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구

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의 α는 .83이었으며, 서현미(2001)

의 연구에서의 Cronbach 의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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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각된 자기효능감 

Schwarzer & Jerusalem(199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

를 Lee, Schwarzer & Jerusalem(1994)이 수정보완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자기효능감 3문항에 5점 척도이다. 수

행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자기효능감은 커지고,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지각된 장

애 정도는 감소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 의 α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6) 건강증진행위 의도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개발한 12문항의 도구를 서현미(2001)가 

수정한 것을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6문항에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및 자아실현, 스트레스 관리, 대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행 의지가 명확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의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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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증진행위 

Walker 등(1995)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도구(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Ⅱ, HPLP-Ⅱ)를 서현미와 하양숙(2004)이 번안 수정한 도

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 9문

항, 영적 성장과 자아실현 9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대인관계 8문항

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간호학, 보건학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한 도구로 건강책임 3문항, 신체활동 4문항, 영양 4문

항, 영적 성장과 자아실현 3문항, 스트레스 관리 3문항, 대인관계 3문항

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에서 .80 이하의 요인부하량은 없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의 

α는 .94 이었으며, 서현미와 하양숙(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의 

α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는 .89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신

뢰도는 건강책임은 .65, 신체활동은 .81, 영양은 .74, 영적 성장 및 자아

실현은 .71, 스트레스 관리는 .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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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Scales 

Variables Scales Number 

of items 

Score 

range 

Reliability 

Information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Perceived usefulness of 

OHI 

4 

4 

4-20 

4-20 

.88 

.79 

Motivation, 

Behavior Skills 

Perceived benefit  5 5-25 .90 

Perceived self-efficacy  3 3-15 .71 

Behavior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6 6-30 .63 

Behavioral intention 6 6-30 .78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Ⅱ) 

20 20-100 .89 

Total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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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된 설문지로 

1차 조사하였다. 3개월 후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하여 두 차

례에 걸쳐 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이

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데스크탑과 노트북), 스마트폰(iPhone, 

Google galaxy 등)을 포함하고, 대중매체(TV와 신문) 또는 기타로 책

만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4명은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586명에게 3개월이 경과된 후 모바일 설

문조사가 링크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시도한 결과, 그 중 

276명은 모바일로 설문에 응하였고, 나머지 297명에게는 추가적으로 

서면 설문지로 접촉을 시도하여 96부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모바일과 

서면 설문지를 통하여 최종 372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그 중 응답

이 불성실한 12명의 대상자의 응답은 삭제 후 360부가 최종분석에 사

용되었다.  

대상자는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군(통계청, 2014)의 분포에 따라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상위 3개군을 중심으로 전문기술 관련 종사자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로 나누어 수

집하였다. 사무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단, 전문 기술직으로는 병

원이나 학교가 대상이 되었다. 서비스 판매직은 보험회사나 미용실 근무

자로 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우편으로 배포하였고, 다시 우

편으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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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 한 경우 대상자가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전체

를 검토하여 빠진 문항이 있는지 살피고, 누락된 문항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편으로 회수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

자로 다시 접촉하여 응답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차 설문조사 시

작시점에 2차 연구 시행과 방법, 연구의 목적과 범위, 진행과정, 참여 기

간,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나 이득과 불이익, 사례에 대해 동의서나 구두

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만 설문조사를 시작하였

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1500원 상당의 사례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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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경로분석은 유의수준 .05과 .10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다. 

2) 측정 변수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

도(curtosis)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의 alpha, 구성 타당도는 주성

분 분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수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4)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5) 결측치는 SPSS 프로그램의 EM (expectation-maximization)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6) 모형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χ2, Normed χ2, 절대적합지수에 속하는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에 속하는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에 속하는 PGFI 

(parsimony GFI), PNFI (parsimony NFI), PCFI (parsimony 

CFI)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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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SNUIRB 1506/002-

0002).  

연구모집문건이나 연구참여자 설명은 동의서를 통해 실시 목적과 참

여 대상범위와 참여과정, 참여시간,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음과 이득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었다. 그 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

서를 작성한 경우에 연구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례로 

1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또한 사례 제공인 모바일 상품권 발송과 사후조사를 위해 얻은 핸드

폰 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 시 폐기하고, 개인정보가 제거된 

자료를 연구실 내 잠금 장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안전하게 5년 이상 보

관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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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3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

업, 가족월평균소득, 주거형태, 만성질환 수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였다. 성별은 남자 100명(27.8%), 여자 260명(72.2%)이었

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7명(1.9%), 대학교 재학 123명

(34.2%), 대학교 졸업 166명(46.1%), 대학원 졸업 64명(17.8%)를 차

지하였다. 가족월평균소득은 평균 531 만원이었다. 550만원 이상이 114

명(31.7%)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 수는 미보유자 242명(67.2%), 

1~2개 110명(30.6%), 3개 이상 6명(1.7%)이었다(Table 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대학원 이상의 경우 건강증진행위 이행 정도가 

가장 높았다. 여자보다 남자, 가족 월평균 소득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

강증진행위 이행 정도가 높았다. 만성질환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질환을 

1~2개 가진 사람이 질환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3개 이상 가진 

사람에 비하여 건강증진행위 이행 정도가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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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N=36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SD 

Age 20-29 

30-39 

40-49 

50-59 

60≤  

Mean±SD (33.9±12.3) 

162 

106 

37 

41 

14 

45.0 

29.4 

10.3 

11.4 

3.9 

62.57±10.80 

65.41± 9.24 

66.38±12.57 

72.34±11.16 

76.29± 9.94 

Gender Male 

Female 

100 

260 

27.8 

72.2 

67.20± 9.76 

64.77±11.59 

Job Student 

Professionals(medical) 

Professionals 

(non-medical) 

Office clerk 

Service or sales 

Others 

113 

70 

68 

 

59 

14 

36 

31.4 

19.4 

18.9 

 

16.4 

3.9 

10.0 

62.85±10.65 

63.34± 9.84 

69.00±10.82 

 

61.93±13.40 

70.11±11.06 

65.44±11.15 

Level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College student 

College graduate 

Graduate school 

7 

123 

166 

64 

1.9 

34.2 

46.1 

17.8 

64.86±20.85 

64.09±11.41 

64.90±10.52 

69.52±10.22 

Household 

income 

/month 

(10,000 

won) 

≤249 

250-349 

350-449 

450-549 

550≤   

Mean±SD(530.7±493.5) 

43 

79 

74 

50 

114 

11.9 

21.9 

20.6 

13.9 

31.7 

62.56±11.96 

64.97±12.92 

63.41± 9.75 

65.52±10.47 

68.14±10.22 

Co- 

habitant 

Family 

None(alone) 

Others(dormitory) 

Partner(relatives, friends) 

244 

64 

29 

23 

67.8 

17.8 

8.1 

6.4 

66.26±11.06 

65.27±11.10 

62.41±12.08 

61.04±10.01 

Number of 

chronic 

disease 

None 

1-2 

3≤ 

242 

110 

6 

67.2 

30.6 

1.7 

64.76±11.10 

67.25±11.12 

61.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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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실태 

1) 대상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특성 

대상자들의 건강정보 이용과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탐색한 빈도는 주 1~2회가 100명(2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에 2~3회, 3~4달에 1회 탐색하는 소비자

는 각각 80명(22.2%), 월 1회가 71명(19.7%)이었다. 온라인 건강정보

를 얻는 정보원의 수는 평균 1.8개로 2~3개가 181(50.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정기검진을 하는 등의 건강책임이 143명(3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운동 118명(32.8%), 영양 52명

(14.4%), 영적 성장과 자아실현 26명(7.2%), 스트레스 관리 15명

(4.2%), 대인관계 6명(1.7%)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건강정보 탐색 250명(69.4%), 전문정보 획득 36명

(10.0%), 병·의원 진료예약 28명(7.8%), 자가진단 서비스 21명

(5.8%), 온라인 건강상담 12명(3.3%), 커뮤니티 참여 7명(1.9%), 의

료관련 물품구매 6명(1.7%)이었다.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시 불편한 점

은 내용신뢰도 판단이 가장 높은 비율인 181명(50.3%), 너무 많은 정

보로 선택이 어려움 89명(24.7%), 전문상담 부족 38명(10.6%), 내용 

다양성 부족 21명(5.8%), 검색의 어려움 18명(5.0%), 내용 이해가 어

려움 11명(3.1%), 기타 사생활 보호 불확실 1명(.3%)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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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매일 혹은, 주에 1~2회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건강정보를 찾아

보는 빈도 수가 낮은 대상자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이행 수준이 높았다. 

또한 건강증진관련 콘텐츠 이용자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군에서 69.20±12.5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시 불편을 느끼는 대상자들 중에서도 특히 건강정

보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는 군에서 59.18±8.74점으로 건강증진행위 점

수가 가장 낮았으며, 온라인 건강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군에서 

68.42±10.4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는 너무 많은 정보로 건강정보 

선택이 어려움, 내용신뢰도 판단, 내용 다양성 부족, 검색의 어려움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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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n Health Promotion (N=36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SD 

Manly used  

online 

PC based  

Mobile based  

 161   44.7 

 199   55.3 

66.30±11.01 

64.79±11.25 

Frequency 

of use 

Daily 

1-2/week 

2-3/month 

1/month 

1/3-4month 

29 

100 

80 

71 

80 

8.1 

27.8 

22.2 

19.7 

22.2 

67.69±11.26 

67.75±11.51 

63.19±11.44 

64.45±10.64 

64.88±10.41 

Number of 

using 

web/app 

1 

2-3 

4-5 

6≤ 

134 

181 

35 

10 

37.2 

50.3 

9.7 

2.8 

64.52±9.96 

65.69±11.48 

67.14±13.02 

67.40±13.89 

 Mean ± SD(1.78±0.75)   

Categories 

of health 

information 

Health responsibility 

Fitness 

Nutrition 

Spiritual growth,  

Self-actualization 

Stress management 

Interpersonal influences 

143 

118 

52 

26 

 

15 

6 

39.7 

32.8 

14.4 

7.2 

 

4.2 

1.7 

67.18±11.09 

64.83±11.30 

63.42±10.98 

60.81±9.36 

 

69.20±12.51 

64.17±7.17 

Purpose of 

using 

services 

 

Health information seeking 

Searching for materials  

Appointment to see doctor 

Self-check 

Online consultation 

Joint the health community 

Buying medical glossary 

250 

36 

28 

21 

12 

7 

6 

69.4 

10.0 

7.8 

5.8 

3.3 

1.9 

1.7 

65.46±11.08 

64.44±10.54 

69.18±13.44 

65.38±7.23 

65.50±15.32 

61.71±5.74 

57.83±11.09 

Inconvenie

nt factor 

when using 

health 

information 

Low credibility 

Too much information 

Insufficient consultation 

Insufficient of diversity inform 

Difficulties of searching 

Difficulties of understand 

Privacy security 

181 

89 

38 

21 

18 

11 

1 

50.3 

24.7 

10.6 

5.8 

5.0 

3.1 

.3 

64.51±10.63 

67.81±11.54 

68.42±10.49 

62.81±12.36 

62.67±12.64 

59.18±8.74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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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1) 변수의 서술적 통계  

개인적 특성과 경험으로 외생변수인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6~30점에 

18.07점,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은 4~20점에 11.68±

2.02점,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4~20점에 13.78±2.81점이

었다. 동기에 해당하는 지각된 유익성은 5~25점에 24.96±3.33점을 나

타내었다. 행위기술인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3~15점에 10.91±1.77점이

었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6~30점에 21.61±3.47점이었으며, 건강증

진행위 중에서도 건강 책임은 3~15점에 10.29±2.09점, 신체활동은 

4~20점에 11.91±3.38점, 영양은 4~20점에 11.73±3.13점, 영적 성

장 및 자아실현은 3~15점에 10.58±2.12점, 스트레스 관리는 3~15점

에 9.92±1.99점, 대인관계는 3~15점에 10.76±2.09점으로 조사되었

다(Table 4).    

2) 변수의 정규성 

표본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30~ .20로, 왜도(skewness)는 절대값이 모두 2 이하, 첨도(kurtosis)

도 - .57~ .62로 절대값이 모두 7 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

을 만족하였다(Table 4).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도 되므로(배병렬, 2011), 정규성 검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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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어 모수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을 선택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Score 

  range 

Mean ±SD Measured 

range 

Skew

ness 

Kurt

osis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6-30 18.07±3.72 6-27 -.22 -.07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4-16 11.68±2.02 5-15 -.30 -.20 

Perceived usefulness 

of OHI 

4-20 13.78±2.81 4-20 -.09 .19 

Perceived benefit 5-25 15.96±3.33 5-25 .20  .05 

Perceived self-efficacy 3-15 10.91±1.77 6-15 -.18 .23 

Behavioral intention 6-30 21.61±3.47 12-30 -.10  -.05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responsibility 3-15 10.29±2.09 4-15  -.20 -.36 

-Fitness 4-20 11.91±3.38 5-20   .18 -.57 

-Nutrition 4-20 11.73±3.13 4-20   .14 -.18 

-Spiritual growth, 

self-actualization 
3-15 10.58±2.12 5-15 -.18 -.09 

-Stress management 3-15 9.92±1.99 3-15 -.24  .62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5 10.76±2.09 5-15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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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행위 경로 분석 

1)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모형 검증 전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여부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가 .7 이상이면 변수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기는데(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의 절대값은 .09 에서 .51 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x1 x2 

 
x3 y1 y2 y3 y4 

x1 1       

x2 
.16 

(.002) 
1 

 
    

x3 
.27 

(<.001) 

.45 

(<.001) 

1 
    

y1 
.18 

(<.001) 

.51 

(<.001) 

.34 

(<.001) 
1    

y2 
.29 

(<.001) 

 .30 

(<.001) 

 .23 

(<.001) 

.34 

(.94) 
1   

y3 
.43 

(<.001) 

.42 

(<.001) 

.43 

(<.001) 

.38 

(<.001) 

.46 

(<.001) 
1  

y4 
.34 

(.05) 

.09 

(<.001) 

.10 

(<.001) 

.15 

(<.001) 

.24 

(<.001) 

.31 

(<.001) 
1 

x1: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x2: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x3: Perceived  

Usefulness of OHI, y1: Perceived benefit, y2: Perceived self-efficacy, y3: 

Behavioral intention, y4: Health promo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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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 전 모수치를 먼저 확인하였다. 

올바른 부호와 위반추정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배병

렬, 2012). 가설적 모형의 경로 적합도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

과 χ2= 7.92, GFI= .99, AGFI= .94, Normed χ
2= 2.64, 

RMSEA= .068, NFI= .99, CFI= .99, IFI= .99, PGFI= .11, 

PNFI= .14, PCFI= .14로 간명적합지수(parsimony fit index)를 제외하

고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다(Table 6).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도 이론적으로 타당한 경로가 없어 이론적 모형을 최종 모형으

로 확정하였다. 

Table 6. Model Fit of the Hypo-theoretical Model 

 Indices Acceptable 

value 

 Fitness indices 

Hypothetical       

model 

Absolute  

fit 

index  

CMIN 

P 

GFI 

AGFI 

Normed X² 

RMSEA 

 

 

≥.9 

≥.9 

≤3 

≤.08 

 7.92 

.05 

.99 

.94 

2.64 

.068 

 

Incremental fit index NFI 

CFI 

IFI 

≥.9 

≥.9 

≥.9 

 .99 

.99 

.99 

 

Parsimony fit index  

 

PGFI 

PNFI 

PCFI 

≥.5 

≥.5 

≥.5 

 .11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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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총 13개의 경로 중 9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지각된 유익성과 관련하여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β= .15, t=8.64),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

성(β= .20, t=4.5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전 건강관련행위

(β= .07, t=1.3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경로 중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β= .23, t=4.19), 

이전건강관련행위(β= .24, t=4.76)는 통계적 유의하였으나, 지각된 온

라인 건강정보 유용성(β= .07, t=1.2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지각된 유익성(β= .76, t=6.49), 지각된 자기효능

감(β= .12, t=1.89)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전건강관련

행위(β= .26, t=4.9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증진행위와 관

련하여서는 건강증진행위 의도(β= .20, t=3.77), 이전 건강관련행위

(β= .25, t=4.5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유익성(β= .02, 

t=6.49), 지각된 자기효능감(β= .12, t=1.89)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7).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https://ko.wikipedia.org/wiki/%C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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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익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2.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3.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지각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

되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5.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8.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9.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건강증진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11.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쳐 지지되었다. 

가설 12.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3.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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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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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ized Estimate of the Model for Consumer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C.R.(p) SMC 

Perceived  

benefit  

Perceived OHI ease of use 

Perceived OHI Usefulness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149 

.197 

.065 

8.64(<.001) 

4.59(<.001) 

1.39( .163) 

.275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OHI ease of use 

Perceived OHI Usefulness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225 

.068 

.241 

4.19(<.001) 

1.24( .215) 

4.76(<.001) 

.152 

Behavioral 

intention 

Perceived benefit  

Perceived self-efficacy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757 

.121 

.262 

6.49(<.001) 

1.89( .059) 

4.91(<.001) 

.104 

Health 

promoting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Perceived benefit  

Perceived self-efficacy  

.204 

.246 

.020 

.089 

3.77(<.001) 

4.55(<.001) 

.38( .707) 

1.59( .113) 

.153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자승 
C.R.(critical ratio): 임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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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모형에서 예측변수의 직·간접 효과 

가설적 모형의 내생변수들에 대한 외생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지각된 유익성에는 지각된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지각된 건강정보 유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에는 지각된 건강정보 사용용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건강증진행위 의도에는 지각된 유익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이전 건강관련행위와 지각된 자기효능감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건강증진행위에는 이전 건강관련행위와 건강증진행위 의도 순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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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the 

Model for Consumer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Perceived  

benefit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Perceived Usefulness of OHI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391 

.197 

.065 

- 

- 

- 

.391  

.197 

.065 

Perceived 

self-

efficacy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Perceived Usefulness of OHI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225 

.068 

.241 

- 

- 

- 

.225   

.068 

.241 

Behavioral 

intention 

Perceived benefit  

Perceived self-efficacy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757 

.121 

.262 

- 

- 

.078 

.757 

.121 

.340 

Health 

promoting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Perceived benefit  

Perceived self-efficacy 

.160 

.246 

.020 

.089 

- 

.077 

.121 

.019 

.160 

.313 

.14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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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 Diagram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Consumer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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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정도-동기-행위기술 모형과 건강증진모형 요인을 통합하

여 경로를 구축하고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로 온라인 건강정보 건강증진

행위 경로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

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소비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실태 

본 연구 결과 소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에서 높은 점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에 따른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

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연령이 낮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고, 고학

력이 인터넷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인터넷 건

강정보를 영향요인의 하나로 추측해 볼 수 있다(Miller & Bell, 2012; 

Williams & House, 2000; 박종혁 등, 2008).  

편의 추출된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본 연구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가정을 돌보면서 상대적으로 양육과 가족의 건강 및 영양, 

교육 관련 콘텐츠에 더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Venkatesh & Morris, 2000). 

이로써 성별 외에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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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인 나이, 결혼상태, 교육이나 소득 수준, 인터넷 사용 기간 등의 

기타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었다(Jamal et al., 2015).    

특히 젊은 대상자들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많이 이용하지만, 행위 점수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관심이 요구되었다. 이는 대학

교 1학년 학생의 건강정보탐색 행위 연구에서 인터넷은 정보원으로 활

용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 가족의 교육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

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Percheski & Hargittai, 

2011). 

온라인 건강정보를 매일 혹은 주에 1~2회 사용하는 사람이 월 2~3

회 이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건강증진행

위 이행에 차이를 보였다. 정보 기술을 이용한 행위를 고찰한 연구에서 

경험의 정도 차이에 따라 행위의 의도와 행위에도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Ajzen & Fishbein, 1980b; Dishaw & 

Strong, 1999; Jackson, Chow, & Leitch, 1997). 

만성질환을 1~2개 보유한 대상자가 질환이 아예 없거나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다. 이는 건강상태보다

는 요구도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이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전 단계에 걸쳐 본인이 탐색하는 정보 

보다 의료진을 통해 획득하는 자료를 신뢰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으리

라 본다(James et al., 2007; Murray et al., 2003). 질병이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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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의지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한

다는 연구 결과(Smith-Barbaro et al., 2001)에 따라 건강한 사람들의 

활발한 건강정보의 활용이 건강증진행위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요인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함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패턴은 건강정보 탐색이 70%

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전문정보 획득, 병·의원 

진료 예약, 자가 진단서비스, 온라인 건강상담, 커뮤니티 참여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가부장적인 모델로 의사 중심의 환자와 제공자의 의사소

통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참여하여 의사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변화를 반영하였다(Emanuel & Emanuel, 1992; Epstein, 

Alper, & Quill, 2004).  

건강증진행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 분야로는 평상시 건강관리

를 위한 병원 방문이나 건강 검진을 의미하는 건강책임과 신체활동 분야

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신체활동, 영적 성장 및 자아실현, 스트레

스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영철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련 앱 

총 122종에서 신체활동(35개), 영양/다이어트(29개), 금연(8개), 만성

질환(7개), 일반 건강관리(15개), 자가진단(11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건강증진관련 앱이 70% 정도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관심과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신체활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건강증진 콘

텐츠 보다 증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온라인 건강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Baker et al., 2003).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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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관심이 높아 비만관련 신체활동이나 영양 등의 건강증진 콘텐츠

를 탐색하는 건강한 소비자를 위한 앱이 쏟아지는 현상이 소비자의 요구

도를 반영하고 있다(Liu et al., 2011).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 및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콘텐츠의 강

화가 요구된다. 

대상자들의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인터넷이나 앱 개수는 평균 

1~2개였다. 이는 PC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 각각 40%, 60%가 대형 

포털 1~2개에 높은 집중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였다(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15). 건강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나 서비스 부족으로 건강

정보 활용이 광범위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건강정보 

탐색 시 검색 엔진의 강화 및 중립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내용 신뢰도 판단, 너무 많은 

정보로 선택의 어려움, 전문상담 부족, 내용 다양성 부족, 검색의 어려움, 

내용 이해가 어려움, 사생활 보호 불확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line 

와 Haynes(2001), Rice 와 Katz(2001)의 연구에서 과부하, 비 체계적

인 정보, 복잡한 검색 방법과 검색어 선택의 어려움, 의료용어, 일시성을 

건강정보 이용의 장애라고 보고된 국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Rice, 2006, 재인용). 대중매체의 수동적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달리 

능동적 검색형 전자매체인 온라인 건강정보 건강정보는 소비자의 선호와 

수요를 정확한 파악하여 가공이 가능하므로 개발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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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공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손상영과 윤지웅, 1998).  

종합해 보면 첫째, digital divide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강 관련된 기술과 지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

다(Pender et al., 2002).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정보를 자

주 탐색하였으며, 건강증진행위도 잘 이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인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의 불편한 점에 대한 결과 너무 많은 정보(67.81

±11.54)라고 대답한 그룹과 이해하기 힘들다(59.18± 8.74)는 그룹의 

건강증진행위 차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 제공자의 

콘텐츠 개발과 간호 중재에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을 고려하여(박동진 등, 2013) 건강정보 제공

과 건강교육이 함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대한의학회, 1997). 둘째, 1~2개의 대형 포털을 통한 유입이 아니라 

다채널의 건강정보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다양한 온라인 건강

정보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심의인

증체계를 지원하고, 권고안을 제공하는 등의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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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형과 Fisher와 

Fisher(1992)의 정보-동기-행위기술 모형을 기반으로 온라인 건강정

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경로를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정보가 동기와 

행위 기술에 영향을 주어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외생변수로 정보 

요인인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과 행위의 이전 건강관련행

위를 포함하였다. 동기 요인에는 지각된 유익성, 행위기술에는 자기효능

감, 결과 변수에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건강증진행위가 포함되었다.  

가설적 경로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 건강증진행위 경로는 

χ2= 7.92, GFI= .99, AGFI= .94, Normed χ2= 2.64, RMSEA= .068, 

NFI= .99, CFI= .99, IFI= .99, PGFI= .11, PNFI= .14, PCFI= .14로 

간명적합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설적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13개의 모형의 경로 중에 9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력

은 결과변수인 건강증진행위 설명력은 15.3%이고, 결과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지각된 유익성으로 27.5%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로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제조업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를 19.8% 설명하였다(윤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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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김정희, 1999b). 그 밖에 관상동맥질환자 건강행위의 설명력은 19.7%

를 나타냈다(최은하, 2012). 폐결핵 환자의 연구에서는 25%에서부터

(전미영과 류은정, 2004) 혈액 투석환자의 연구에서는 90.0%까지 설명

하였는데(전정자 등, 2000), 다양한 요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

위가 약 20% 가량의 SMC 값을 갖는 것이 설명력이 있다고 보았다. 사

회조사 연구에는 40%면 높은 수치이며, 20~40%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였다(김수지, 김조자와 박지원, 1992). 최종 모형을 바탕으

로 온라인 매체로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

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적

용하여 건강증진행위를 검증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탐색행위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행위의도 탐색에 머물러있다(Yoo 

& Robbins, 2008; Yun & Park, 2010; 권예지와 나은영, 2011; 박동진, 

권명순과 최정화,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에서 더 나아가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행위에 동기와 행위기술 요인을 고

려하여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수

행 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신건강 및 자아실현(3.60), 건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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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3.49), 스트레스 관리(3.32), 신체활동(3.10), 영양(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질환이나 행위와 중재, 성별과 같이 결과에 유의미한 차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적, 상황적 특성은 제외하였다(조성혜 등, 

2015; Johnson, 2005).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대신 이주민이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랍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같은 도구를 사용

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정신건

강 및 자아실현(2.41), 영양(2.08), 스트레스관리(1.90), 신체활동

(1.90), 건강책임(1.87)의 순으로 특히 건강책임에서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Kim et al., 2015).   

5점 척도 변환에 따른 영향도 배제할 수 없지만, 거주지에 따른 문화

적, 상황적 차이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과 실천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정신

건강 및 자아실현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체활동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실천이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온라인 매

체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이 건강증진 중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건

강책임 영역에 일반적 건강증진행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Ekeland, Bowes, & Flottorp, 2010; Lintonen 

et al., 2008). 이는 건강책임이라는 영역이 다른 건강증진행위 하부 요

인과 달리 매체가 정보가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인지적인 측면을 자

극하여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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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주된 정보 전달 경로인 저널이나 특정 잡지와 같은 매체를 비

교했을 때, 소비자는 온라인 매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모든 매체 중에서도 온라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Cotten & Gupta, 2004). 그러므로 건강증진영역 중에서도 건강

책임에 취약한 집단에 온라인 건강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건강행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유인물을 가장 선호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Rains, 2007). 소

비자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과 

자기관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김정은, 2005), 정보 

특성인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이 매개요인을 통해 건강증

진행위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보 요인이 동기 요인인 지각된 유익성에 직접적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고도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을 통

한 풍부한 건강정보 제공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의

사-환자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온라인에서 찾은 결과가 병원방문에 

영향을 주고,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므로 유익하다

고 입증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였다(윤은경, 2006; Moreland, 

French, & Cumming, 2015). 지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증

진행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 반복 교육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속적 교육은 현실적으로 제공자에게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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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대상자에게도 경제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온라인 건강

정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반복 학습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Richards, Colman, & Hollingsworth, 1998). 소비

자가 동기부여 되어 자발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할 경우 큰 중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온라인 건강정보를 유용하고, 경제적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Polishchuk, Hashem, & Sabharwal, 2012).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은 행위기술인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

었다. 이는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오프라인 매체에 비해 

유용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 인지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

지도록 도움을 주어 실제 이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Cline & Haynes, 2001). 

반면 온라인 건강정보 유용성은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과 달리 

지각된 유익성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는 안상현(2013)의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에 따른 자아효능

감의 차이는 없어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온라인 건강정보의 유용성이 

행위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건강증진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은 질병 관련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달리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받고, 질병관련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지

각된 유용성에 더 높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Baker 

et al., 2003). 이것은 건강증진 관련 콘텐츠 사용자의 경우 인지에 있어 

유희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질병관련 콘텐츠는 실용적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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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Yun & Park, 2010). 그 밖에 

측정 방법에 있어 자기효능감 도구에 따른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본 건강증진행위 매개요인으로 행위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의 전달이므로 

매체의 영향을 강조하여 추후에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추후연구

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HPM에서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IMB 모형에서 동

기요인에 속하는 지각된 유익성은 27.8%로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며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직접적, 건강증진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와 동기 요인의 영향력이 다

양하게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Agarwal & Karahanna, 2000; 

Wakefield & Whitten, 2006).  

그 밖에 Pender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

의 건강증진행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어 한계를 지니므로 기

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모형 구축 연구를 통해 유추하였다.  

건강한 일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한 이미자

(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건강증진행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결

과와 일치했다. 그리하여 일 지역 근로자의 지각된 유익성이 건강증진행

위 의도를 통해 행위로 연결되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지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병원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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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중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이숙자 등, 2002)와 저소득 

노인(Shin et al., 2008)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건강증진행위에 모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 것과 다소 다른 결과였다. 

반면 중년남성의 건강증진을 예측한 김금자(2000)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치하였다(김성희, 2007; 

유혜순, 2013; 전미숙과 김현옥, 2010).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행위

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노년기에서 낮고, 미혼기에서 가장 높지만 건

강증진행위 실천은 이와 반대되었다. 이는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층

에서는 건강증진행위를 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년층에서는 노력은 뒤

따르지만 이전의 경험이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 선행연구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이지윤 등, 2004).  

지각된 유익성을 통해 동기요인은 대상자의 연령 특성에 따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큰 고령층이 질환 보유율이 낮고, 건강증진에 대한 필요

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건강정보 소

비자 중에서도 고령자나 질병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건강증진 관련 콘텐

츠 제공 시 동기요인에 대한 깊은 고려가 의미 있다고 본다. 반대로 젊

은 연령층의 예방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 요인 중에서도 지각된 유익성

과 같은 긍정적 기재를 활용하기보다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

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전 건강관련행



71 

위를 고려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유지 및 활용하고, 정보 기술에 

능한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행위기술에 속하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는 동기나 행위기술

도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통해 건강증진행위로 연결이 되므로, 건강증진

행위와 의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각된 유익성은 크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예

로 내적인 이익은 긴장의 증가와 피로감의 감소, 외적인 이익은 금전적

인 보상이나 행위로 얻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Parsons et al., 

2011). 따라서 지각된 유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정보를 통하여 자

신의 상태나 체중관리 등의 건강증진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한 감정은 줄

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건강증

진행위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가능하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온

라인 건강정보 탐색을 통하여 습득한 것을 행위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은 매일 행동할지 말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다. 만일 어떠한 일을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피하고 싶어지는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본인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Bandura, 1977).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정보

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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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Basu & Dutta, 2008). 이는 건강

정보를 통한 지식 제고는 행위변화를 유용하게 이끌지만, 지식과 행위를 

매개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해 건강증진행위 

메타분석에서 강조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박영주 등, 2000; Rimal, 

2000). 또한 건강증진모형구축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포함되어 

직·간접적 영향을 확인한 맥락과 같았다(이미자, 2004; Padden et al., 

2011).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건강증진행위 관련 중재 메타 분석에서는 행

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Portnoy et al., 2008). 즉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는 

행위의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TRA(Ajzen 

& Fishbein, 1980)와 SCT(Bandura, 1977, 1986) 이론들을 뒷받침하

였다.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건강한 소비자의 특성상 행위 수

행에 앞서 결심이 다른 대상자에 비하여 강조되는 모습이다.      

18세~26세의 남성에게 Human Papillomavirus(HPV) 백신과 관련

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Petrovic 등

(2011)의 연구에서도 정보와 자기효능감이 백신 접종 의도에 강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는 건강정보 이용 지속의도에도 자기효능

감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예방 관련 행동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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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로 본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안상현, 

2013).  

이전 건강관련행위는 외생변수 중에서도 유일하게 동기 요인이자 결

과요인인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에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증진행위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파

악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전미영과 류은정, 2004; 백윤미, 2005), 간접적(서현미, 2001; 

이미자, 2004) 영향을 미쳤으며, 운동과 관련한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가

장 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았다(Shin et al., 

2005). 또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통

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지

각된 유익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반대되었다(이지현, 2015; 

서현미와 하양숙, 2004; 윤순녕과 김정희, 1999b; 이미자, 2004; 백윤미, 

2005; 이지윤 등, 2004). 이를 통해 이전 건강관련행위가 동기부여 보

다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으며, 건강증진행위 의도에 바로 영향을 주어 

이전 건강행위가 건강증진행위의 습관 형성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et al., 2001). 이전 건강관련행위 강조가 건강정보 제공이

나 중재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우려로 연결되거나, 행위 

변화를 막는 요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 제공자는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이전에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여 맞

춤형 정보를 제공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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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상자의 이전 행위를 파악하여 이전에 가졌

던 긍정적인 경험은 더욱 강화시키고, 부정적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

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건강정보 이용 방향 교육 및 중재 제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연령대에 건강한 대상자의 경우 쉽게 생활습관을 변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이전 건강관련행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김희경, 

2006). 그러므로 건강증진행위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도 대상에 따라 우

선시 되는 요인을 고려한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었다.  

건강증진행위 의도는 동기와 행위기술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증

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HPM과 IMB의 연구에서는 물론

이고,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행위 의도를 거쳐 행위로 연결된다는 

확장된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건강증

진행위 의도가 행위로 연결된다는 직접적이고도 강한 영향력을 다시 확

인하였다(Ajzen, 1991; Triandis, 1979; Legris, Ingham, & Collerette, 

2003). 또한 기술수용모델에서 사용의도가 실제사용을 밝힌 연구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Mark et al.,2010; Legris et al., 2003). 따라서 건

강증진 관련 콘텐츠 제공 시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 의도를 체크리스트 

등으로 면밀하게 파악한 후 행위 의도에 따른 목표 수립 차별화하여 행

위 의도가 먼저 고취되면 건강증진행위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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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 연구, 실무 측면에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포괄적으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

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론적 준거로 IMB 모형과 

HPM 요인을 통합하고 경로를 재구성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만큼 

건강증진행위에 작용하는지 종단적으로 가설과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검증된 경로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

에서 정보, 동기, 행위기술 요인을 포괄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

여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간호이론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건강정보 요인이 행위관련 인지인 동기

요인과 행위기술을 통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지각된 유익성 즉 동기가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 효과가 확인된 변수, 매체와 대상자 등의 방법론, 중재의 개발뿐 

아니라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자의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연구에 기반이 



76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정보, 동기, 행위기술 요인을 포괄하여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

한 간호 현장에서의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간호 현

장에서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에 건강정보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 및 건

강증진행위 경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질

병예방의 차원에서는 동기부여가 특히 강조되며,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행위의도를 강조하는 중재전략 도출 및 중재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실무

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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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증진행위 요인과 정보-동기-행위

기술 모형의 틀을 적용하여 검증한 종단적 경로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

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관리 경험이 있

는 18세 이상 남녀이다.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군(통계청, 2014) 상

위 5개군에 속하는 자를 중심으로 편의표본 추출된 대상자 중에 2차 설

문조사까지 응한 총 36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수정모형은 

전반적으로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여 소비자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고, 구성 변인

을 통해 건강증진행위가 15.3%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정보 이용이 이전 건강관련행위, 지각된 건강정

보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유익성, 그리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드러났다.  

특히 지각된 유익성이 27.5%로 가장 크게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건강증진 관련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

강증진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전 건강증진행위 즉 생활습

관을 고려하여 이용이 용이하고 유용한 맞춤형 건강증진정보를 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행위기술을 높이는 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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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쟁점이나 제한점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연구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

에게 조사하였다. 1차 설문 대상자와 2차 설문대상자에 대하여 이전 건

강관련행위, 지각된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용이성, 유익성,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의도까지 다중집단 분석한 결과 전체 모형에

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비자가 연구대상자이므

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대상자의 주관적 견해에 기반하

여 탐색한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증진행위가 조사되고, 측정되었다. 소비

자가 건강증진 관련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건강정

보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주관적 지

표로 측정하였다. 셋째, 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4세로 성별이나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보 기술 사용에 익숙한 젊은 연령의 대상자

(digital natives)와 나이가 든 후 사용하게 된(digital immigrants)에 따

른 부분도 추후 연구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PC와 모

바일 기반의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행위를 중점적으

로 조사하였으나 저관여 매체(TV, 책이나 리플랫) 혹은 태블릿까지 포

함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매체에 따른 소비자와의 행위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건강증진행위 측정을 위하여 1차 조

사 3개월 후 추가조사를 통하여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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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실천행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 건강증진

행위 이행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통합적 경로 모형의 결과물인 

건강증진행위가 주관적 보고 방식이 사용되었으므로, 객관적인 임상수치

를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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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1 차 설문지 

1. 성 별  1) 남    2) 여    

2. 나 이  (            )세 

3. 직 업  전문·기술직 관련 종사자(의료인) ② 전문·기술직 관련 종사자

(비의료인)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⑤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⑦ 단순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⑧ 단순노무 종사자 ⑨ 학생 ⑩ 무직   

4.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 ③ 대학교 졸 ④ 대학원 이상 

5. 동거형태  단독 거주 ② 가족과 동거 ③ 친척, 친구와 동거 ④ 기타 

6. 지난 3개월 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만성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본인)   2) 있다(가족)   3)있다(본인, 가족)   4)없다        

6.1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만성질환 보유의 경우,  

 고혈압 ② 당뇨 ③ 심장질환 ④ 폐질환 ⑤ 비만 ⑥ 고지혈증 ⑦ 신장질

환 ⑧ 간장질환 ⑨ 근골격계질환 ⑩ 암 ⑪ 기타(        ) 

7. 월평균 소득(동거가구 전체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만원 

8. 귀하는 건강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현재 다음의 어떤 정보기술 기기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2) 스마트폰 (iPhone, Google galaxy 

phone 등)   3) 대중매체(TV, 신문)   4) 기타(            ) 

9. 온라인/모바일로 건강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십니까?  

1) 매일   2) 주 1~2회  3) 월 2~3회  4) 월 1회  5) 3~4 개월에 1회    

10. 온라인/모바일에서 건강정보를 찾을 때 1회 몇 개를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1) 1개   2) 2~3개   3) 4~5개   4) 6~10개   5) 1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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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6개월 동안 귀하가 경험한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응답입니

다. 다음 문항의 행위에 대해 귀하의 경험을 표기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었다. 

     

2.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3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였다(예: 

활기찬 산책, 자전거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3.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설탕(당분함량)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 

     

4.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5.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정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노래 부르기 등). 

     

6.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재미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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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정보기술(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해서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느끼신 용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싶을 때는 언

제라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2.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

력이 단축된다.  

     

3.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

는 것은 쉽다. 

     

4.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편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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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정보기술(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해서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느끼신 유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로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방법이다.  

     

2.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검색을 통해 평

소 관심이 있었던 증상, 질환, 치료, 건

강관리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다.  

     

3. 정보기술을 이용한 건강정보 검색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4.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보고 

어떤 의사나 의료기관을 찾아간 적이 

있다.  

     

5.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찾은 건강정보는 

나의 건강을 위한 생활방식(식습관, 운

동 등)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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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정보기술(데스크탑,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해서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그 정보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느낀 유익성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증진행위(건강책임, 운동, 영양, 

자아실현, 스트레스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2. 질병을 초기에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 건강한 생활을 하면 건강에 대한 자

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건강식이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5.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 만성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을 발견하거나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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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자신 하십

니까? 귀하의 자신감의 정도를 다음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들을 잘 수행 할 수 있다. 

     

2. 나는 건강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3. 나는 사소한 질병 정도는 잘 극복

하고 이겨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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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혹은 혼자서라도 다음의 

각 문항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을 

것이다. 

     

2.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3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예: 

활기찬 산책, 자전거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3.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설탕(당분 함유량)이 적은 음식을 

먹을 것이다. 

     

4.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 

놓을 것이다. 

     

5. 매일 정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6. 매일 재미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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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 차 설문지 

 

1. 온라인 및 모바일 건강정보를 무엇 때문에 사용해 보셨습니까?  

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예,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병원 방문)  

2) 운동  3) 식이 4) 스트레스 관리 5) 영적 성장 및 자아실현  6) 대인관계 

2.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건강정보 검색  2) 온라인 건강상담  3) 병·의원 진료예약  4) 자가진단 서비스  

5) 커뮤니티 참여  6) 관련 건강상품 구매  7) 전문자료 검색 및 습득 서비스  

3.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건강정보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 내용 신뢰도 판단   2) 검색의 어려움   3) 내용 다양성 부족  

4) 너무 많은 정보로 선택 어려움   5) 내용이해 어려움   6) 전문상담 부족  

7) 사생활보호 불확실   8)기타(    ) 

4. 현재 다음의 어떤 정보기술 기기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2) 스마트폰(iPhone, Google Galaxy phone 등) 

※ 이 질문지는 귀하의 현재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에

게 해당 되는 각 행동의 빈도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와 상담한다. 

     

2.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3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예: 활기찬 산책, 

자전거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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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4. 나의 삶에는 목표가 있다.      

5.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6.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7.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8. 취미, 오락 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예: 수영, 춤, 자전거타기). 

     

9. 설탕과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10.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1. 의미 있고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2.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13.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내용 중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14.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한다.      

15.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16.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17.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8.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19. 아침식사를 한다.      

20.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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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연구과제명: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증진 행위예측 모형구축 

연구책임자명: 최한나(서울대학교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이 연구는 건강증진을 위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정보 이용행위에 대

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건강증진 관련 건강정보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하

는 자로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최한나 학

생(070-7770-xxxx)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

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의사를 결정 하기 전에 본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연구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 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반적 특성별 건강정보 이용행위와 건강증진 행위 

수행 정도를 파악함, 둘째, 온라인 매체 접근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 행위의 

차이점을 파악함, 셋째, 건강정보 이용 행위가 건강증진에 어떻게 얼만큼 영

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500명정도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대

상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표준직업분류군 3순위안에 드는 

직업군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합니다.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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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서면 설문을 통해 20-50대를 대상으로 웹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구두로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

다. 3개월 이후 사후 조사와 사례도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오프라인 설문지 혹은 패널 조사 팝업에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표시기입 

2) 사전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에 대한 사례 

3) 사후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에 대한 사례 

 

4. 연구 참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5 - 2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도중 그만 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연구원이나 연구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되지 않습니다. 단. 무작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사

례 제공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하여 핸드폰 번호가 수집됩니다. 모

바일 상품권이 발송된 후에는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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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최한나(070-7770-xxxx)입

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 시 즉시 폐기하고, 그밖에 

개인정보가 제거된 연구자료의 보관은 서울대학교간호대학 소비자정보학 연

구실내 잠금 장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안전하게 5년 이상 보관 할 예정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

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 점검요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서 명하는 것은, 이

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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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구 참여시감사의 뜻으로 1500원 정도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한나 전화번호: 010-xxxx-xxxx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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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 심의위원회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당국, 학교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열

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연구에 참여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아니오□ 

 

 

 

 

  



120 

부록 4. 대상자 모집 문건 

 

이 설문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연구로 

건강증진행위예측 및 콘텐츠 제공방안을 수립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시면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으며, 설문 예상 

소요시간은 약 15-30분 정도입니다. 만일 참여 도중 그만두고자 하는 경

우 그만 둘 수 있으며 본 설문의 문항에 참여하신 분에게 는 감사의 뜻으

로 1,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되

지 않습니다(단, 모바일 상품권 증정을 위하여 핸드폰번호는 수집이 됩니

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속의 최한나 

학생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

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건강증

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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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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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도구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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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Behavioral Inten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onsumer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Choi, Hann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Jeongeun, Ph. D.,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online health information use to predict behavioral 

inten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The path diagra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longitudinally 

tested based upon Pender’s health promoting behavior model and 

Fisher and Fisher’s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To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external variabl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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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of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OHI), perceived usefulness 

of OHI, and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were examined. 

Endogenous variables consisted of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self-efficacy, behavioral inten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offline from June 10–20, 2015 (1st phase), 

and online from September 10–22, 2015 (2nd phase), which was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onducted with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1st survey. The sample comprised 360 male and 

female online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aged 18 years and 

above, who we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 6th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Participants lived in Seoul, Daejeon, Daegu, 

Busan, and Gwangju.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version 19.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1) In the hypothetical model, 13 paths with 7 structural and 7 

measurement model were established.  

2) The hypothetical model, out of 13 paths, 9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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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fitted to the 

recommendable level.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el were χ2= 

7.92, GFI= .99, AGFI= .94, Normed χ2= 2.64, RMSEA= .068, 

NFI= .99, CFI= .99, IFI= .99, PGFI= .11, PNFI= .14, PCFI= .14. 

4) Predictors of perceived benefit were affected by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of OHI. Perceived self-efficacy was 

affected by perceived ease of use of OHI,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 was affected by perceived benefit, 

perceived self-efficacy, and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Health 

promoting behavior was affected by behavioral intention, prior 

health related behavior. 

Findings suggested that, to improve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factors such as 

motivation (perceived benefit), behavioral skills (perceived 

efficacy), and information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of 

OHI) need to be considered.  

 

Keyword: Consumer, Online health information, Behavioral inten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Student number : 2013-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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