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the growth of IT industry, interest in wearable device has been globally rising along with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 Smartwatch is expected to be at the center of wearable device industry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some
concerns that most of its actual sales are caused by gifts or bundling. Motivated by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unds
the ideas that to enter the mainstream market, the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for actual consumers who continue
to use a smartwat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key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and antecedents
affecting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from consumer perspectives. Further, assuming consumers' perception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how they acquired smartwatch, this study classified the group as direct buyers and acquired
user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usage of smartwatch by integrating the IS
Success Model and IS Continuance and Habit Theory. We implemented the survey of 338 smartwatch users, and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in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and
consequently satisfaction and habit positively affect the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Additionally, it i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habit in the group divided by acquisition typ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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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제

조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

폰 주변기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 웨어러

블 디바이스는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결합이 가능해

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웨어

러블기기중가장큰기대를모으고있는것은스마

트워치(Smartwatch)이다. 스마트워치는 일상 제품

인 시계에 컴퓨팅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서 신체에

부착 가능하여 편리하고, 패션 액세서리로 간주되어

IT 제품과 패션 제품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Cho et al., 2009; Choi and Kim, 2016;

Jung et al., 2016). 또한 스마트워치는 건강관리 기

능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 메시지 기능 등 광범위한

기능 제공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삶의 질

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손목에

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각광

받아온 스마트워치는 초기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판매량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윤성원

외, 2019). 이와 같은 현상은 ‘캐즘(Chasm)’, 다시

말해 틈이 발생해 스마트워치 보급이 정체되었음

을 의미한다. 캐즘은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되어

이를 수용하는 초기 수용자와 초기 다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의미한다(Moore, 2009).

기존 연구들은 스마트워치 사용의 다양한 기능

(디자인, 헬스케어 등)에 초점을 맞춰 수행된 연구

들(Chuah et al., 2016; Kim, 2017)과 초기 수용

에 관한 TAM 기반의 실증 분석(Choi and Kim,

2016; Kim and Shin, 2015; Zhang et al., 2017;

이정우 외, 2014; 이진명 외, 2018)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당면하고 있는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자의 지속사

용 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만족을 느끼고, 나아가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두 가지 차원을 기반으

로 하여, 스마트워치 사용자 만족의 선행 변수를

도출한다. 또한 만족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습관

적․지속적 사용의 관계는 지속적 사용 및 습관이

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은 본격적인 주류 시장으

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스마트워치 판매량 중 대다수가 증정이나 번

들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구입한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워치를 획득

하게 된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소비자 인식을 보

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스마트워치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스마트워치의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은 사용

습관을만들어내는가? 그리고사용자만족으로형성된

습관은 스마트워치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진하는가?

셋째, 스마트워치의 획득 유형에 따라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용자의 만족이 습

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제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고, 제 3장은 연구 모형

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4장은 실증 분석을 위

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 5장은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마지막으로 제 6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토

의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순으로 구성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워치 관련 연구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상용화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Fang and

Chang, 2016).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

에 착용하여 스마트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는 내장된 휴대용 컴퓨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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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Lone과 McLean(2003)의 수정된 IS 성공 모형

고급전자장치를의미한다(Dehaghani and Dangelico,

2017). 이러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 엔터테

인먼트, 피트니스, 게임 및 라이프 스타일 시장 전반

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스마트워치는 가장 대중적인 스마트웨어

러블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페블에서

출시한 스마트워치를 시작으로, 2013년 이후 애플,

삼성 등 주요 기업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면

서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워

치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

었고, 스마트워치의 초기 수용에 대한 연구가 주

류를 이루었다. Kim and Shin(2015)은 TAM 모

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수용 동기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인지된 유용성과 사

용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구조적

매력과 장치 비용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추가적으

로 Yang et al.(2016)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회적

이미지, 즐거움이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

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 확장된 TAM 모형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치 연구에서 Chuah et al.(2016)은 스

마트워치가 일종의 패션기기를 대표한다고 제안하

며, 인지된 유용성 및 가시성이 수용 의도를 이끌

어내는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Choi and Kim

(2016)은 스마트워치의 사용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TAM 모형에 인지된 즐거움과 자기표현을 통합

하여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UTAUT

모형을 활용해 성과에 대한 기대와 촉진 조건, 쾌

락적 동기가 소비자의 초기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는 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한 연구(Gu

et al., 2016)와 제품 속성과 상대적 이점, 디자인

이 스마트워치 수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을 검증한 연구 등이 있다(Hsiao, 2017).

국내 연구들은 소비자 기술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적인 측면

과 쾌락적 측면, 소비자의 혁신성과 자기 효능감 등

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송근혜 외, 2018;

이재광 외, 2016; 이정우 외, 2014; 이진명 외, 2018).

하지만 대부분 초기 수용에 관한 연구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의 습관적 사용이나 지속적 사용 의도

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2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

DeLone and McLean(1992)는 정보 기술 및 시스

템의이론적연구와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정보시

스템 성공 모형(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이하 IS 성공 모형)을 제시하였다. IS 성공

모형은 시스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특징으로

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범주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IS

분야에서많은연구가수행되었다. 이후 인터넷환경

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기존

모형을기반으로수정된모형을 [그림 1]과같이제안

하였다(Delone and McLe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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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imayem et al.(2007)의 IS 지속적 사용과 습관 이론

[그림 3] IS 성공 모형에 기반한 요인 도출 프레임워크

2.3 정보시스템 지속적 사용과 습관 이론

스마트워치 수용과 초기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에

비해, 캐즘 현상을 극복할수 있는 지속적사용 의도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IS의 지속적 사용과 습관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IS의 지속적 사용은 특성 시스템의 채

택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동적 패턴으로, 꾸준

한 기능 활용을 통해 일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

한다. 지속성의 기본 모형은 만족에 초점을 둔

Oliver(1980)의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 유래한다. 마

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던 기대불일치 이론

은 Bhattacherje (2001)에 의해 IS 분야에서 연구

되기 시작하였으면, Limayern et al.(2007)은 [그림

2]와 같이 Bhattacherjee(2001)의 모형에 습관 변

수를 추가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습관은 깊은 생

각을 하지 않고 반응하는 경향으로서, 후기 수용, 즉

지속적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입증되었다(조동혁, 박종우, 2015).

2.4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념적 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해, IS 성공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 중에서 스마트워치의 품

질요인으로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정보품질의세가지차원으로는기능성, 완전성,

정확성을 도출하였고, 시스템 품질 차원의 세 가지

요인은 가용성, 신뢰성, 사용 용이성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도출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본 연구

에서는 IS 성공 모형 및 IS 지속적 사용과 습관

이론을 통합하여, [그림 4]와 같은 연구 모형을 제

안한다.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2차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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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스마트워치 역시 정보시스템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물로서 제공하는 정보나 콘텐츠의 품

질과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품질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스마트워치를사용하는목적중한가지는높

은품질의정보를효율적으로얻는데있다(Ogbanufe

and Gerhart,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

을 통해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의 하위 차원으로

기능성, 완전성, 정확성을 설정하였다.

Yang et al.(2016)은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성을

메시지, 정보 검색,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

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기능성이 사용자 인식

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완전성과 정확도는 시스

템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인식 정도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용자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

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만족도

가 높아진다(Wixom and Todd, 2005).

IS 성공 모형에 따라,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통

해 제공되는 정보와 콘텐츠의 속성이 유용하고 포

괄적이며 정확하다면 사용자 만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 스마트워치의정보품질은만족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시스템 품질의 일반적인 차원으로 접근 가능성

과 신뢰성, 응답 시간, 유연성, 호환성 등을 들 수

있다(Nelson et al., 2005b).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워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가용성과 신뢰성,

사용용이성을 시스템 품질의 하위 차원으로 설정

하였다.

모바일 기반 ICT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

서든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용성이

다(Pagani, 2004). Shin(2010)은 가용성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품질에 있어

신뢰성은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인 정도를 의미하

며, 사용자 만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Wixom

and Todd, 2005).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

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Davis, 1989). 모바일 서비스 환

경에서도 사용 용이성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hin, 2010).

스마트워치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가

용성, 디바이스의 신뢰도, 사용용이성이 높으면 사

용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IS 성공 모형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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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스마트워치의 시스템 품질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은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 고객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된

다(Nascimento et al., 2018). 이러한 만족은 습관

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Limayem et al.,

2007), IS 분야에서도 사용자 만족과 습관 및 지속

적 사용의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구철모 외, 2011; 조동혁·박종우, 2015).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에 비해 일상적인 사용이

보편화되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

이 습관 및 지속사용에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구매 후 만족도가 떨어지

더라도 당장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워치는 부가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

지면 사용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만족은 습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만족은 지속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S 지속적 사용과 습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습관은 지속적 사용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Limayem et al., 2007; 조동혁, 박종

우, 2015). 초기 수용 이후의 사용 과정에서 경험

이 축적되어 사용 방법에 보다 익숙해지고, 이렇

게 형성된 습관은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구철모 외, 2011).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기기이기 때문에, 시계나

액세서리처럼 습관적 착용이 선행되어야 디바이스

와 다른 부가기능들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습관은 지속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얻게 된 경로

에 따라 사용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고 획득 유형의 개념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였다.

번들링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적

인 전략으로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Stremersch and

Tellis, 2002; 박윤서, 김용식, 2014). 시장 초기에는

번들링을 활용한 제품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와 추

가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

다. 스마트워치도 스마트폰과의 실시간 연결성, 상

호작용 기능을 강조하면서 번들링을 활용한 보급을

많이 활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워치 자체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지 않더라도, 증정이나 경품, 선

물 등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의 대표적인 획득 유

형인 오프라인 구매, 온라인 구매, 지인 선물, 사은

품 증정, 경품 획득을 다시 유료 구매와 무료 획득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웨어러블 디바

이스이므로 지속적인 사용 여부는 사용자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료 구매와 무

료 획득 여부는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다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획득 유형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거의 없으

므로, 방향성 없는 가설로 설정하였다.

H6 : 정보 품질이 만족에 미치는영향은 획득 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다.

H7 : 시스템 품질이 만족에미치는 영향은 획득 유

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H8 : 만족이 습관에 미치는영향은 획득 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다.

H9 : 만족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획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H10 : 습관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획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연구 방법

4.1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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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내용 참고 문헌

기능성

FUN1 스마트워치의 성능은 안정적이다.

Yang et al.
(2016)

FUN2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원하는 서비스(SMS, 이메일, 모바일 app 등)에
접근하기 좋다.

FUN3 스마트워치는 관련 정보를 쉽게 탐색하는 데 효율적이다.

완전성

COM1 스마트워치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
Wixom and Todd

(2005)
COM2 스마트워치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COM3 스마트워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성

ACC1 스마트워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Wixom and Todd

(2005)ACC2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오류가 거의 없다.

ACC3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가용성

AVA1 나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원하는 정보와 내용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Kim and Shin
(2015)AVA2

나는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다.

AVA3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와 실시간 연결성을 제공한다.

신뢰성

REL1 스마트워치는 믿을만하게 가동된다.
Wixom and Todd

(2005)
REL2 스마트워치는 믿을만하게 작동한다.

REL3 스마트워치 작동은 신뢰할만하다.

사용용이성

EOU1 스마트워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Shin
(2012)EOU2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내가 원하는 일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EOU3 문제가 생겼을 때 스마트워치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족

SAT1 스마트워치 사용의 불만족과 만족 정도

Limayem et al.
(2007)

SAT2 스마트워치 사용의 불만과 기쁨 정도

SAT3 스마트워치 사용의 좌절과 자신감 정도

SAT4 스마트워치 사용의 불쾌와 즐거움 정도

습관

HAB1 스마트워치 사용은 일상적이다.
Limayem et al.

(2007)
HAB2 스마트워치 사용은 자연스럽다.

HAB3 특정 작업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

지속적
사용 의도

CIU1 나는 스마트워치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Limayem et al.

(2007)CIU2 나는 스마트워치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

CIU3 가능하면 나는 스마트워치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

획득 유형

AT1 오프라인 구매 AT3 지인 선물

자체 개발AT2 온라인 구매 AT4 사은품 증정

AT5 경품 획득

<표 1> 연구 변수의 측정 항목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글로벌리서치(www.glo

balri.co.kr)에 조사를 의뢰하여 2주간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0건을 회

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및 획득 유형 중복 선

택 데이터를 제외한 최종 338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

며, 획득 유형을 제외한 모든 설문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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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의 수집 및 표본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획득 유형의 경우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

사하였는데,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각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한 응답자들을 선별하여 포함하였다.

구분
응답자(n = 338)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69 50.0%
여자 169 50.0%

나이

10～19세 38 11.2%
20～29세 75 22.2%
30～39세 75 22.2%
40～49세 78 23.1%
50～59세 72 21.3%

획득
유형

오프라인 구매 91 26.9%
온라인 구매 122 36.1%
지인 선물 90 26.6%
사은품 증정 30 8.9%
경품 획득 5 1.5%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 분석 및 연구 결과

5.1 측정 모형 검증

측정 모형 분석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

으로 구성된다. 집중타당성 분석은 주어진 개념이

측정 변수를 통해 잘 측정되었는지 정도를 테스트하

는 것이다. 집중타당성은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

다. 첫째,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7 이상이고 통계

적으로 유의해야 한다(Gefen et al., 2011). 둘째, 각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가 0.7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Gefen and Straub, 2005). 마지막으로, 각 변

수에 대한 평균추출분산(AVE)이 0.5(50%) 이상이

어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판별타당성 분석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 다르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변수 간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상회했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

5.1.1 1차 요인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1차 요인에 해당되는 지표는 총 6

개로서, 정보 품질의 기능성, 완전성, 정확성과 시

스템 품질의 가용성, 신뢰성, 사용용이성이다. 표

준화 경로계수 값은 0.79 이상이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value>1.96). 복합

신뢰도는 0.86 이상이었으며, 각 요인의 AVE 값

은 0.7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차 요인

은 모두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AVE의 제곱근값 중 가장 작은 값

(0.81)이 가장 큰 상관계수(0.78)를 상회하였기 때

문에 1차 요인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5.1.2 2차 요인 타당성 검증

다음단계로 5개변수(정보품질, 시스템품질, 만족,

습관, 지속사용의도)에 대한타당성분석을수행하였

다. 2차 요인인정보품질과시스템 품질의 측정값은

Latent Variable Score를 활용하였다. 집중타당성

분석을위해 <표 3>을살펴보면, 모든변수의표준화

경로계수값이 0.7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나타났다(t-value>1.96). 복합신뢰도와 AVE 값도

모두기준치를상회하여서, 집중타당성이검증되었다.

개념 Std.
Loadings AVE CR

정보 품질
기능성 0.91

0.82 0.93완전성 0.92
정확성 0.90

시스템
품질

가용성 0.91
0.82 0.93신뢰성 0.89

사용용이성 0.92

만족

SAT1 0.88

0.78 0.94
SAT2 0.89
SAT3 0.87
SAT4 0.89

습관
HAB1 0.86

0.82 0.89HAB2 0.88
HAB3 0.80

지속사용
의도

CIU1 0.92
0.84 0.94CIU2 0.92

CIU3 0.91

<표 3> 2차 요인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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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1.96), **p < 0.01(2.58), ***p < 0.001(3.29), ns : insignificant at the 0.05 level.

[그림 5] 구조모형 검증(전체)

다음으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표 4>를

살펴보면, 대각선 측에 표기한 AVE의 제곱근값

중 가장 작은 값(0.85)이 가장 큰 상관계수(0.84)

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지속사용
의도

습관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만족

지속사용 의도 0.93

습관 0.79 0.85

정보 품질 0.61 0.62 0.91

시스템 품질 0.77 0.78 0.69 0.88

만족 0.68 0.71 0.84 0.76 0.90

<표 4> 2차 요인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주) 대각선의 값들은 AVE의 제곱근 값을 나타냄.

5.2 구조 모형 검증

구조 모형 분석은 Smart PLS 3.0의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한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PLS는 측

정 및 구조 모형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다

(Chin, 1998). 본 연구의 변수인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만족과 습관, 지속사용 의도 간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부트스트랩핑 500회 샘플링

을 실시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

질과 만족(H1 : β = .20, t = 2.74), 시스템 품질과

만족(H2 : β = .59, t = 8.7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과 습관(H3 : β = .78, t =

32.00),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H4 : β = .42, t =

7.55), 습관과 지속사용 의도(H5 : β = .46, t = 8.28)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

5.3 집단별 경로계수 차이 검정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의 획득 유형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

다. 집단 1은 스마트워치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으로 구매한 사용자들이며, 집단 2는 지인을 통해

선물을 받거나 사은품으로 증정 받거나, 경품으로

획득한 사용자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표본 338명

중 집단 1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213명(오프라인

구매 n = 91, 온라인 구매 n = 122)이고 집단 2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125명(지인 선물 n = 90, 사은

품 증정 n = 30, 경품 획득 n = 5)이다. 각 집단은

획득 유형을 중복으로 선택한 사용자들을 제외하

고 구성하였다.

Chin(1998)이 제시한 [그림 6]의 공식에 따라 집

단 별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 1과 집단 2의 경로계수 차이

분석 결과, 사용자 만족이 습관에 영향을 준다는 가

설(H8)만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 = 2.38). 집단 1(β = .81, t =

31.03)이 집단 2(β = .68, t = 14.04)에 비해서, 만족

이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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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샘플 1의 경로 계수,  =샘플
2의 경로 계수,  =샘플 1의 수,  =샘플 2의 수,
 =표준 오차,  =자유도(Degree of Free-
dom)

[그림 6] Chin(1998)의 경로 계수 차이 유의성 검정

가설 경로 측정 항목 집단 1
(n = 213)

집단 2
(n = 125) 결과

H6 정보 품질→ 만족

경로계수 0.14 0.32*

기각표준오차 0.09 0.13

계수차의 t값 -1.17

H7 시스템품질→ 만족

경로계수 0.64*** 0.48***

기각표준오차 0.09 0.12

계수차의 t값 1.08

H8 만족→ 습관

경로계수 0.81*** 0.68***

채택표준오차 0.03 0.05

계수차의 t값 2.38*

H9
만족
→지속사용
의도

경로계수 0.36*** 0.49***

기각표준오차 0.08 0.08

계수차의 t값 -1.08

H10
습관
→지속사용
의도

경로계수 0.51*** 0.38***

기각표준오차 0.08 0.08

계수차의 t값 1.08

<표 5> 집단 별 경로 계수 차이 검증 결과

*p < 0.05(1.96), **p < 0.01(2.58), ***p < 0.001(3.29),
n.s. : insignificant at the 0.05 level.

6. 결 론

6.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만족하게 되는

요인과, 나아가 습관적․지속적 사용을 형성하게 되

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IS 성공 모형과 지속적 사용

및 습관 이론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정보(콘텐츠)의 기능성과 완전성, 정확성 및 제품

자체의 가용성과 신뢰성, 사용 용이성 모두 사용

자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둘째, 스마트워치 사용자 만족은 습관적 사용과

지속사용 의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용자만족이 습관에 미치는영향

(β = .78)과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β = .42)

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이습관 형성에 주요한역

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웹 사용 분

야에서 사용 경험이 만족을 만들어내 익숙한 습관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imayem et al.,

2007). 즉 스마트워치의 정보 및 시스템 품질에 대

해 만족한 사용자는 반복적인 사용 습관을 형성하

여, 이러한 습관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을 형성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워치를 획득한 경로에 따라 만족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사용

자는 만족을 통해 강한 습관적사용을 형성(β = .81)

한 한편, 지인 선물이나 사은품 증정, 경품으로 얻은

사용자는 만족을 통해 다소 약한 습관적 사용을 형

성(β = .68)하였다.

6.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째, IS 성공 모형과 지속적 사용

및 습관 이론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

과 시스템 품질의 6가지 요인을 도출해내었고, 이

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 기능

과 UI(User Interface), 초기 수용을 주로 다루었

던 연구들과 달리 기존 사용자의 인식을 파악했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스마트워치의 정보 품질

중 기능성 즉, 성능이 안정적인지 SMS나 모바일

앱 등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정보 탐색

에 효율적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사용자 만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변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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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또한, 시스템 품질 중 신뢰성 및 사용 용

이성 즉, 믿을만하게 작동 되는지, 인터페이스 디

자인이 명확하고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

트워치의 획득 유형에 따라, 만족한 사용자의 습

관적 행동 형성 과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

증한 최초의 연구로 가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스마트워

치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의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고

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능 탑재 등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

트워치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인식과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캐즘 현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

에게 채널 별로 세분화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수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폰의 속성과 액세서

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처

럼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휴대와 사용을 유도하여

야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유료 구매자의 경우 무료 구매자보다 만

족이 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는 유료 구매의 경우, 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관여

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만족할 경우에는 습관적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지만, 경로계수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유료 구매자

의 경우, 스마트워치의 시스템 품질 측면을 강조하

는 것이 만족 형성에 유리하다. 한편 무료로 획득한

경우는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모두 만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두 고객 집단이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스마트워치 디바이스 자체의 품질을 강

조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설문조사 연구

가 지닌 한계점인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측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둘째로는 스마트워치의 특성 상, 정보

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정의 및

측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스마트워치의 속성에 대한 충분한 내용타당성

검증 단계를 거치고, 변수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족 및 습관, 지속적 사용 의도는 시

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경험 정도

를 한 시점에 횡단적 자료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스마트워치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

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활

용도 높은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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