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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어플리케이션의 재미요인과 몰입이

이용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un Factors and Immersion on Health Applications 
Flow User Satisfaction

유현중, 지원배

Hyun-Joong Yu*, Won-Bae Ji**

요 약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중심의 헬스케어 영역이 증가하고 있

다. 헬스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재미요소와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총 235명 분석대상

을 통해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들의 재미요소(즐거움, 흥미, 사교)와 몰입요소를 찾아내었다. 두 번째로 재미요소와 몰입이 만족(구전의도, 사용 지

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에 따라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재미요소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 녀

모두 즐거움에 따른 구전의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즐거움과 심리적 보상의 요소가 사

용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헬스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자들의 재미요소중 즐거움의 요

소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지속이나 구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헬스 어플리케이션, 재미요소, 몰입, 구전의도, 사용만족

Abstract This study is places importance on health and safety in the era of untact, non-face-to-face care areas 
are increasing. To find out the fun factors and the effect of immersion on use satisfaction of health application 
users. Through the first factor analysis, we found the fun and immersion elements(joyful, interest, social 
intercourse) of users. Secondly, we looked at the impact of fun factors and immersion on satisfaction (viral 
intention, continuity). Finally, we looked at whether the user's characteristics affect satisfaction. The impact on 
fun factors and satisfac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health application 
users. Both men and women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oral tradition of pleasure, and in the case of women, 
elements of joy and psychological compens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 continuation of use. It is though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is in terms of marketing so that the elements of enjoyment among the fun factors 
of users through health application can continuously affect the continuation of use or or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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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로언택트(untact) 시대의건강과안전

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 중심의 헬스케어보다

미디어를 활용한 헬스케어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홈트레이닝 족 32.8%가 코로나 바이

러스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였고, 운동

방식 중 운동 앱을 켜놓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13.3%로

늘어나고있다 [1] . 미디어환경이변해가고개인디바이

스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용도로 이를 활용하

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만족을 얻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떤 수

단을통해이용자들의흥미와관심을이끌어낼수있을

지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지 고민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간의 욕구

를자극하여흥미를유발시키고몰입을유도하는기법들

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2]. 그 중 헬스케어 분야에서 IT 서비스가

현재활발히개발되고있지만사용자의지속적인사용을

위한동기부족이문제로제기되고있으며 [3], 이러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건

강을위해활용되고있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요소를 통

해 만족을 얻는지 마케터들은 관심을 갖는다. 이용자가

어떠한재미요인을통해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고자신

의경험을타인에게극대화시킴으로써함께자발적참여

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지 또한 관심을 갖는다. 헬

스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재미 요소들이

그들에게 심리적 보상을 해주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는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하는데자신의내적동기는무엇이며, 특히그들이관심

있는 헬스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맞아 떨어질 때 콘텐츠 이용에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재미 요소

와 몰입이 어떠한 만족을 주는지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

용자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문

1. 재미와 몰입

1) 재미의 개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긍정적 정서의

체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관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재

미란 어떠한 과제 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미는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

다 [5].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져 매

우 가벼운 느낌으로 몸 전체와 마음으로 환산되어 움직

임을 쉽게 느끼며, 그 자체로 흥미를 갖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긍정적인 정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적 동

기나 몰입체험과 같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다수의 학자

가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6, 7]. 게임과 같은 흥미

를 통해 이용자들이 몰입체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내적

동기는 개인의 유능성과 자결성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

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도전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

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어떠한 보상 없이 순수하게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할 때 그 개인은 내적

으로 동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그리고 자

발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게 했을 경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내적 동기는 재미, 지각된 유

능성, 노력, 긴장 등의 하위차원들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에서 보면 재미는 전반

적으로 내적 동기의 하위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미는 외적으로 만족을 주는 다른 요소도 포함

할 수 있다 [9].

2) 몰입의 개념

몰입은 최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정

된 자극으로부터의 정신집중, 둘째는 자아의식의 불식

상태를 초래하는 완전몰입, 셋째는 불안감이나 제약감

의 불식, 넷째 시공간 개념의 결여, 다섯째, 인지력의

중간, 여섯째 즐거움으로 볼 수 있다[10]. Maslow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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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쁨과 같은 즐거움의 상황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기대 또는 요구나 욕구가 만족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된 것을 행한다고 하였다 [11].

Csikszentmihalyi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되고 내적으

로 동기화되는 상태를 통해 활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몰입의

정도가 지나치면 중독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으나

몰입감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즐거움의 정도가 높을수

록 자아실현과 자신감의 정도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

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몰입은 주어진 과제나 활동의

도전성 정도와 자신의 기술, 능력 수준이 일치하는 상

황에서 수행할 때 수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며,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것 이상의 총체적 만족감

을 느낀다는 것이다.

3) 즐거움과 재미의 관계

재미를 촉감이나 미각 같은 감각으로 즐거움을 구분

하는 경우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감각적 즐거움과 직접

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만 재미는 행동의 경과로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다 [12]. 재미가 감각자극의 결과로 나

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은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보

람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재미를 느낌으로써 한층 행복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재미는 강한 동기적

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낌에 따라 우리는 상호신뢰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

화한다는 것이다 [13]. 이러한 점에서 상호 간의 유대관

계 형성을 위한 재미의 요소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상대방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재미를 일으키는

요소이며, 이러한 내적 동기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14].

4) 구전의도와 사용 지속

사용자 만족은 대상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제품의 성과와 기대가 일치하거

나 성과가 기대를 초과하면 만족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

우 성과가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 실제로 사용자가 이미 사

용하고 있는 대상 기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한 지속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속사용 의도는 수용 이후 해당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 경험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정보기술 이용에

따라 형성된 만족은 대상 정보기술의 지속사용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만족한 사

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평가나 사용경험 등을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

성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성

향을 보이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사용자 만족이 지속

사용 의도와 구전 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6, 17].

2. 헬스케어에서 어플리케이션 관련 연구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의료서비스의 증가로 사람

들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플랫폼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는 실정이다.

헬스케어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국내에 삼

성 헬스(Samsung Health)와 해외 눔(Noom)이 있다.

삼성 헬스는 사용자의 활동, 영양, 스트레스 지수, 심박

수 및 수면 상태를 추적하여 상황에 따른 유용한 정보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인이 활동 목표를 세우면

기록을 경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도전하기 메뉴를 통해 전 세계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전을 유발하여 지속적으로 삼성 헬스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 삼성 헬

스는 다이어트 트래커나 피트니스 앱 같은 여러 제휴

앱과 원활하게 호환하여 중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건강에 관한 전문가의 1대1일 코칭 등 인

터랙티브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반면에 눔(Noom)의 경우 4,800만 명을 확보한 대

표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료서비

스를 지향한다. 유료서비스여서 부담이 되지만 1대 1

일 개인 맞춤형 코칭, 심리 안정화 및 운동 정보제공,

꾸준히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연계하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된다 [15]. 식단을 작성하면 결

제한 금액의 상당액이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약 500만 명이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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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 1,300명 연 매출 2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어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잠재력을 매

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1.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삼성헬스

(www.https://www.samsung.com/sec/apps/samsung-health/)

Figure 1. HealthCare Application : Samsung Health

그림 2.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눔(Noom)

(https://noom.co.kr/moneyback.html)

Figure 2. Health Care Applications: Noom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동실천을 위한 동기 부재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6]. 따라서 기업은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미 요소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체험에 있어서 사용자들

에게 재미를 부여하고 몰입을 유도하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 욕구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여 해당 경험을 지속하고자 하는 규칙적인 행동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 즉 사용자들이 지

속성과 동기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미 요소를

느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재미 요소들의 접목

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들의 재미 욕구를 자극

하고 행동과 성취 몰입을 통한 지속적인 사용과 행동

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여성 어

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경우 남성 사용자와 비교해 주요

업종별 어플리케이션 사용 개수와 사용시간이 더 많아

성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8]. 최근 수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면서 미디

어 소비의 개인화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1924세대 여

성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자기를 표현하고, 구전하는 경우가 많다 [19].

그러나 재미의 요소에 있어 아직까지 학술적인 차

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20], 이러한 다양한 전략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재미 요소를

활용한 접목은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차원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헬스 어플리케이션의 재미 요인이 구전의

도 및 사용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으로 재미 요

인과 몰입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사용 지속과

만족 그리고 구전 의도를 설정하였다.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으로헬스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거나

사용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4

일부터 10월 31일까지총 250명을대상으로설문을시행

하였고, 이 중응답내용이불성실한표본을제외하여최

종 2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의 구성을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 6문항(성별, 학

년, 연령, 사용방법, 사용기간, 주당 사용시간)과 재미요

인의 12문항, 몰입 4문항, 만족 항목 6문항 등 총 28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재미요인은운동선수들의재미요인척도를어플리케

이션상황에재구성하여이를활용하였으며, 각문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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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몰입은 Csikszentmihalyi가 개발

한문항을통해재구성하였으며각문항은 5점척도로구

성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만족에 대한 문항은 사

용에 대한 지속으로 행동적 의도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전 의도는 타인의 긍정적인

행동을이끌어내고자하는것으로, 선행연구를바탕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코딩과 데이터 크리닝을

거쳐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특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하였

다. 셋째 재미요인과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이용자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재미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 헬스 어플리케이션이용자의재미요인은어

떻게 분류되는가?

가설 1 :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재미요인은 만족(구

전의도,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헬스어플리케이션사용의재미요인은구전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재미요인은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몰입은 만족(구전의

도,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헬스어플리케이션사용의몰입은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몰입은 사용 지속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재미요인은 성별에

따라 만족(구전의도, 사용 지속)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3-1 : 헬스어플리케이션사용의재미요인은성별에

따라 구전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 헬스어플리케이션사용의재미요인은성별에

따라 사용 지속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는 <표1>과 같

이 남성은 111명(47.2%)이며, 여성은 124명(52.8%)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person

구분 빈도(%)

성별
남 111(47.2%)

여 124(52.8%)

학년

1 86(36.6%)

2 77(32.8%)

3 42(17.9%)

4 30(12.8%)

사용

방법

무료 119(50.6%)

무료/유료 82(34.9%)

유료 34(14.5%)

사용

기간

1-2개월 126(53.6%)

3-4개월 74(31.5%)

5-6개월 33(14.0%)

6개월 이상 2(0.9%)

주당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23(52.3%)

1~3시간 미만 91(38.7%)

3시간 이상 21(8.9%)

합계 235(100%)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119명(50.6%)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

로 무료로 사용하다가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82명,

34.9%), 처음부터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34명, 14.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은 2개

월 이내가 126명(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3~4개월(74명, 31.5%), 5~6개월(33명, 14.0%), 6개월

이상(2명, 0.9%)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사용시간은 1시

간 미만이 123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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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미만(91명, 38.7%), 3시간 이상(21명, 8.9%) 순

으로 나타났다.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몰입에 대한 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

도계수가 0.770으로나왔다. 신뢰도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헬스어플리케이션에대한만족을측정하는하위차원

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2개의요인이추출되었고, 요인을구성하는문항

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6.757%)은 ‘구전 의도’로 명명하였으며, 요인1의 신뢰

도는 0.835로 신뢰도가검증되었다. 요인2(6.217)는 ‘사용

지속’이라고 명명하고 요인2의 신뢰도는 0.740으로 신뢰

도가 검증되었다. 2 요인 모두 요인 적재값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뢰도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만족요인 분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2. Validation of feasibility and reliability for analysis of

satisfaction factors

질문문항 factor1 factor2

만족

구전의도1(사용후기 작성) 0.831

구전의도2(타인에 권유) 0.847

구전의도3(SNS에 개제) 0.789

지속1(유용성) 0.873

지속2(편리성) 0.742

지속3(사용성) 0.716

고유값(eigen value) 1.487 1.368

설명 총분산(%) 6.757 6.217

누적 총분산(%) 67.763 73.980

Reliability Coefficient(α) 0.835 0.740

3. 서베이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결과

헬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재미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

용하였고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

용하였다(<표 3> 참조).

연구결과 3개의 재미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신체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기분

이 좋아짐, 자신감 상승 4개의 측정항목으로 29.0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즐거움’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2는 기록 갱신, 자기 체력에 관심, 건강(체력/식품)에

관심, 심리적/정신적보상 4개의측정항목으로 17.5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흥미’로 명명하였다. 요인 3

은대인관계확장, 전문가조언, 어플사용문의, Q&A 활

용 4개의 측정항목으로 14.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

으며‘사교’로 명명하였다. 모두 요인 적재값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신뢰도역시모두 0.6 이상으로나타나신

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재미요인 분석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3 Validation of Feasibility and Reliability for the Analysis

of Fun Factors

재미요인 factor1 factor2 factor3

즐

거

움

즐거움1

(신체능력 향상)
0.952

즐거움2

(스트레스 해소)
0.949

즐거움3

(기분이 좋아짐)
0.939

즐거움4(자신감 상승) 0.913

흥

미

흥미1(기록 갱신) 0.939

흥미2

(자기 체력에 관심)
0.893

흥미3(건강에 관심) 0.893

흥미4

(심리적/정신적 보상)
0.813

사

교

사교1(대인관계 확장) 0.881

사교2(전문가 조언) 0.863

사교3(어플사용 문의) 0.789

사교4(Q&A 활용) 0.647

고유값 (eigen value) 5.235 3.158 2.577

설명 총분산(%) 29.084 17.543 14.316

누적 총분산(%) 29.084 46.626 60.942

Reliability Coefficient(α) 0.982 0.911 0.813

2) <가설 1>의 검증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 재미요인(즐거움,

흥미, 사교)이 이용자 만족(구전의도, 사용 지속)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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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미요인이 구전의도와 사용 지속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Fun Factors on the Old Intensity and the

Continuation of Use

종속 독립 표준화β t p F R
2

구전

의도

즐거움 0.452 7.687 0.000**
21.634

**
0.219흥미 0.101 1.715 0.088

사교 -0.030 -0.505 0.614

사용

지속

즐거움 384 6.283 0.000**
13.925

**
0.153흥미 0.021 0.345 0.730

사교 -0.124 -2.025 0.044*

*p < 0.05, **p < 0.01

먼저 재미요인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회귀식

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21.63, p<0.01), 재미요인 중‘즐거움’요인이

이용자의 구전의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재미요인이 사용 지속에 영향을 주는

지 회귀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93, p<0.01), 재미요인 중‘즐거

움’,‘사교’요인이 이용자의 사용 지속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3) 가설 2의 검정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 몰입이 이용자 만

족(구전의도,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표 5. 몰입이 구전의도와 사용 지속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 of immersion on the degree of oral transmission

and the continuation of use

종속 독립 표준화β t p F R2

구전

의도
몰입 0.147 2.273 0.024* 7.567** 0.031

사용

지속
몰입 0.177 2.751 0.006** 5.168** 0.022

*p < 0.05, **p < 0.01

먼저 사용자 몰입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회

귀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57, p<0.01). 다음으로 사용자 몰입이 사

용 지속에 영향을 주는지 회귀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17, p<0.01).

이상의 결과와 같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4) 가설 3의 검정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재미요인은 성별에 따라

만족(구전의도, 사용 지속)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구전의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재미요인 중 ‘즐거움’요인만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즐거움’과‘사교’요인이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성별에 따른 재미요인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 Effects of gender-specific fun factors on the

old-fashioned attitude

종속 독립 표준화β t p F R
2

(남)

구전

의도

즐거움 0.381 4.203 0.000**

5.959** 0.143흥미 -0.006 -0.071 0.943

사교 -0.024 -0.263 0.793

(여)

구전

의도

즐거움 0.520 6.919 0.000**

19.798** 0.331흥미 0.219 2.929 0.004**

사교 -0.012 -0.155 0.877

*p < 0.05, **p < 0.01

  반면 사용 지속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재미요인

중 ‘즐거움’과 ‘사교’요인이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모든 재미요인에서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표 7> 참조).

표 7. 성별에 따른 재미요인이 사용 지속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 of gender-specific fun factors on the

continuation of use

종속 독립 표준화β t p F R2

(남)

사용

지속

즐거움 0.188 1.950 0.054

1.317 0.036흥미 -0.022 -0.229 0.819

사교 -0.058 -0.602 0.548

(여)

사용

지속

즐거움 0.564 7.562 0.000**
20.858

**
0.343흥미 0.085 1.141 0.256

사교 -0.185 -2.483 0.014*

*p < 0.05, **p < 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재미

요인에 대한 만족도(구전의도, 사용 지속)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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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점

1. 결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

들에게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인기

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나 체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홈트레이닝 혹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관리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감염병으로

언택트 사회로 접어든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건강에 관

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헬스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헬스 어플리케이션의 재미요인을 살펴보

고, 헬스 어플리케이션의 몰입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였다.

첫째 헬스 어플리케이션의 재미요소(즐거움, 흥미,

사교)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즐거

움은 신체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기분이 좋아짐, 자

신감 상승과 같은 것이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성취되는 동기인 것이다. 흥미는 기록의 갱신, 체력에

관심, 건강정보에 관심 심리적, 정신적 보상 등과 같이

정보나 심리적 보상이 생기는 것이다. 사교는 대인관계

확장, 전문가에 조언, 사용의 문의, Q&A활용 등 관계적

측면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

고 이러한 재미라는 상호작용적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두 번째는 몰입은 사용방법, 건강정보, 기록, 보상 및

성과 등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인이다.

둘째 재미 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즐거움 요인이 구전효과나 사용 지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 성취될 수 있는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구

전과 사용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 지속의 경우, 사교에서 유의미한 값이 나왔는데

여러 사람과의 교류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 정보를 얻고

싶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몰입은 구전의도와

사용 지속에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었다. 어플

리케이션 개발 또는 운영자는 구전과 사용 지속에 있어

이용자의 몰입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셋째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 구전의도는 즐거움의 요소가 남녀 모

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흥미

의 요소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건강에 대해 여성이 더 심리적 정

신적 보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지속도 여성의 경우 즐거움 요인이 사용

지속에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온 것을 보면, 여성들은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성취되는 동기들이 있을 때

사용 지속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

성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개인적인 즐거움 또

는 보상,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이 높을 때 주로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들과 같이 건강, 혹은

다이어트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만족이 남성보다는 구

전이나 사용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최신의 기술을 통해 자신이 항

상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용자의 편

의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향

후 헬스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성

이 강조되는 경우 마케팅 담당자들은 즐거움과 흥미 요

소의 성취와 보상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 및 논의점

본 연구는 IT 기술이 집약된 디바이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하지만연구를진행하면

서후속연구를위해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재미 요인과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있어서연구대상자가한정적으로이루어졌다는점이

다. 향후연구에있어이러한점을보완하여다양한연구

대상자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를 위한 헬스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헬스 관련 어플리케이

션의종류에따라조금더정교하게분석을해야할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통해 재미 요인과 만족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개인적특성을반영하여더정교화할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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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이다. 네번째본연구를위한다양한변수를조금

더정교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개인적요인, 사회적요

인, 기술적요인등건강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생각할

수 있는 변인들이 어플리케이션 만족에 어떤 차이를 나

타내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는이논

문에서 헬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재미요인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한 이용자 만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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