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pplication of mindfulness is increasing in corporation for business innovation. However, the influence of mindfulness
has not been confirmed for employee in detail. Mindfulness is the awareness that arises from paying attention in
the present. We often experience uncertainty abounds about wh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is, how well it works
in the process of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mindfulness, mindfulness can deepen
employee’s thoughts and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will provide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issue.
This study focusses on impact of mindfulness on IT usage behavior, particularly on IT continuance usag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mindfulness impact perceived factors related to IT continuance usage.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IT and mindfulness will have meaningful results because both IT and Mindfulness are aimed
at corporate innovation. Based on most recent theory in IT continuance usage, called by Decomposed Expectation-
Disconfirmation Model, we established hypotheses and examined the impact of mindfulness on perceived factors in
process of IT continuance usage. For empirical analysis, we collected 303 employee samples and condu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path analysis. We showed that mindfulness has a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usability
and usefulness confirmation, usability confirmation. We also confirmed that antecedent of satisfaction 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ability and usefulness confirmation, usability confirmation, and satisfaction is the cause of
IT continuance usage. We suggest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 based on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academic
perspective, we found the role of mindfulness in process of IT continuance usage. From practical point of view, we
suggest to use of mindfulness program for IT continuance usage i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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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기업들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

편으로마음챙김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저명

한 IT 기업인 구글은 마음챙김 프로그램인 “Search

Inside Yourself”를 개발하여 자사 5천여 명의 직

원들에게 마음챙김을 장려하고 있다(배영대, 2019).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이베이 등의 고위 관리자는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마음챙김 컨퍼

런스 Wisdom 2.0에 참여하여 직원들이 업무 시 평

온하고 명료한 심적 상태를 유지하고, 지혜로운 의

사결정을 갖도록 논의한다(신승민, 2019; 신승훈,

2019).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삼성, LG, SK, 한국

국토정보공사 등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명상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있다(조선비즈, 2017). 이렇게 마

음챙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업무 효과성 및 효

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 같은 물적 관

점뿐만 아니라, 심적 관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조직경영 패러다임이

물리적 경영에서 심리적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다(Kabat-Zinn, 1982; Kabat-Zinn et al.,

1992; Marlatt and Kristeller, 1999). 인간은 마음

챙김을 통해 열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이와 함께 정보처리

활동이 강해지며, 사고력의 범주가 확장되는 등 인

지적 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un,

2011; Sun et al., 2016; 김현모 외 2019). 즉, 기업

은 마음챙김을 통한 인지적 지각 향상을 바탕으로

조직내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증진시켜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정보기술 역시 기업성과를 향상시키

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양한 정보기술 행

태연구와 실제 실무사례들은 정보기술의 지속적 이

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보였기때문이다(Hameed et al., 2012; Lyytinen

and Rose 2003; Sambamurthy and Zmud, 1999;

Strassman, 1990; Tanriverdi, 2005). 현재는 기존

에 없던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물에 네트워크가

접목되면서혁신적이고새로운정보기기가소개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기기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따른 경제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졌다. 따라서 기업은 스마트워치 같은 혁신적

인 사물인터넷 정보기기를 업무에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같은 혁신적인 정

보기기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이용양식을 따르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정보기술의 이용패턴 및 응용방식

등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다(Miller, 2015). 이러

한 배경에 따라, 오늘날 정보기술 이용자가 가진 주

요 이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자신의 업무에 어떻

게 유용한지,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정보시스템 투자

와 구축, 교육 등의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혁신적

인 정보기술의 목적 및 기능 등 그 본질을 조직구

성원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자신

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업무적 효율

및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

날 기업이 관심을 갖는 마음챙김의 특성으로 볼 때,

마음챙김은 정보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에 대해 깨어 있도록 하고, 이

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본 연구진은 “마음챙김은 정보기술 지속

이용의 지각 요인과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다

면 마음챙김은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라는 연구적 질의를 갖게 되었

다. 특히 연구적 질의와 같이, 본 연구는 정보기술

이용 행태 연구분야 중,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행위

에 관심을 갖는다. 정보기술 이용 행태의 선행연구

에서 강조되어온 핵심은 이용자가 정보기술의 유용

성과 용이성을 지각하고,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해

당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것이다

(Bhattacherjee, 2001a; Bhattacherjee, 2001b; Kim

et al., 2019). 오늘날 극변하는 정보기술의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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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때, 이용자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보기

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지속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 정보시스템의 가치는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

간의 인지적 자각을 향상시키는 마음챙김이 정보기

술의 지속이용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스마트워치 등의 사물인터넷처럼, 종래에 없

던 새로운 개념의 정보기술 일수록 이용자는 해당

정보기술의 본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

로운지 명확히 깨닫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지속

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중요시된다. 하지만 정보

기술이 혁신적이고 새로울수록 해당 정보기술의

불확실성에 의해 실제 자신의 업무에 유용한지 용

이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이에 대한 지각

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Sun and

Fang, 2010; Walden and Browne, 2009). 정보

기술 지속이용 이론에 따르면, 정보기술 지속이용

의도는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주요 동인이며, 이

만족도는 정보기술이 갖는 성과에 대한 지각과 이

에 대한 기대충족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용

자가 정보기술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성과 지각을 지

속적으로 느끼거나, 성과 지각에 대한 기대가 충

족되어야만 만족도로 인해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이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

적인 정보기술이 아무리 유용하고, 용이할지라도

해당 정보기술에 대해 깊은 사고를 갖지 않거나,

심층적인 이해가 없다면 성과 지각이나 기대충족

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아 궁극적으로 지속이용의도를 갖기 어려울 것

이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실마

리가 되어줄 수 있다. 마음챙김의 특성에 따라, 마

음챙김을 통한 정보기술의 깊은 사고와 심층적 이

해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성과 지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기대의 충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지속이

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정

보기술의 지속이용과 관련된 지각을 강화 시키는

수단으로써 마음챙김 역할을 제시할 수 있고, 마

음챙김을 정보기술 이용행태 연구 영역으로 확장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마음챙김을 조직구성원의

정보기술 이용행위 측면에서 해석,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역할

을 확인하는 연구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높은 기여

도를 갖는다. 마음챙김의 특성이 부각된 이후, 주로

심리학, 종교 및 철학,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음챙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Baer, 2003; Brown and Ryan, 2003; Dane,

2011; Fiol and O'Connor, 2003; Langer, 1989;

Levinthal and Rerup, 2006; Shapiro et al., 2006).

하지만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연구초

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은 조직의 긍정적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정보기

술의 지속이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발굴되고 있

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

고 있다(Kim et al., 2018). 연구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기술의 지속적 이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마음챙김을 향후 정보기술

이용 행태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정에서 마

음챙김의 특성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기업은 마음챙

김을 조직 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으나,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이라는 포괄적

인 목표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 구

체적으로 기업 내 어떤 분야, 어떠한 과정에서 영향

력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Baer, 2014; Tan, 2012). 본연구는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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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위해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챙김은 최근 기

업이 매우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

라, 정보기술과 마음챙김 모두는 기업성과 향상이

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

과 정보기술 간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관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업무를 위한 정보기

술 지속이용에 있어 마음챙김의 활용성 및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2장에서는 마음챙김과 정보기술의 지속

이용 행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 및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연구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5장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기술 지속이용 행태 연구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행태 연구는 주로 기대일치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기대일치 이론(Expec-

tation Confirmation Theory, EDT)은 만족도의

주요 동인이 기대와 실제 성과 자각에 대한 일치에

있으며, 기대보다 실제 성과에 대한 자각이 높을 때

만족도가 형성된다는 논리적 개념을 갖는다([그림

1] 참고). 이러한 기대일치 이론의 개념은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의 동인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Bhattacherjee, 2001a; Bhattacherjee, 2001b;

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Chiu et al.,

2005; Kim et al., 2018). 정보기술의 기대일치는

기대와 실제 성과 간의 차이에 따라 느껴지는 긍

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Bhattacherjee, 2001a;

Bhattacherjee, 2001b), 정보기술의 만족도를 예측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림 2]

참고). 정보기술의 실제 성과가 기대 보다 같거나

높다면 기대일치가 일어나고, 이는 곧 이용자의 만

족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1] 기대일치이론(Oliver, 1980)

[그림 2] 정보시스템 지속이용이론(Bathacharjee, 2001)

최근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 연구의 두드러진 특

징은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인지된 지각과

이에 대한 기대일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보다 면밀한 만족도의 동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

보시스템에 대한 성과 지각과 이에 대한 기대충족을

여러 가지 속성들로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Chiu

et al., 2005; Venkatesh and Goyal, 2010; Terzis

et al., 2013; Brown et al., 2012, Brown et al.,

2014). 이러한 시도가 반영된 정보기술 지속이용 이

론을 DEDT(Decomposed Expectation-Disconfir-

mation Theory)이라고 한다. 정보기술 지속이용 행

태 연구에서 DEDT는 Chiu et al.(2005)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Chiu et al.(2005) 연구는 정보시스템

지속이용의도 형성 과정에서 지속이용과 관련된 성

과 지각을 과거 선행연구처럼 단순히 일차원적인 포

괄적 성과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정보시스템의 품질,

이용성, 가치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지각과 이에 대한 기대충족 정도가 만족도의 동인인

지 확인하였다. Roca et al.(2006) 연구는 지각된 성

과의 개념을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로

구분하였고, 이 지각들에 대한 기대충족이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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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Lankton

and Mcknight(2012)는 지각된 성과를 유용성(use-

fulness) 및 용이성(ease of use)으로 분리하였고,

이 지각들과이에대한기대충족, 만족도간의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Islam et al.(2017) 연구에서는

성과의지각을유용성(usefulness), 이용성(usability)

으로 정의하였고, 이 지각과 이에 대한 기대충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Islam

et al.(2017)의 DEDT 연구에서 매우 강조되는 것은

이용성의 개념 및 역할이다. 이용성(usability)은 용

이성(ease of use)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보

기술 지속이용 과정에서는 이미 해당 정보기술에 익

숙해진 상태이기에 용이성은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

할 뿐, 지속적인 인지적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

능성이높다. 이 때문에정보기술지속이용 과정에서

는 얼마나 친근하며,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성 자각의 역할이 부각되었다(Chiu et al.,

2005; Pereira et al., 2015; Islam et al., 2017). 지금

까지 진행된 DEDT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보

기술의 지속이용의도를 이끄는 강력한 선행요인은

만족도라는 배경 아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요인을

찾고, 이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성과 지각과 이에 대한

기대충족의 지각이 정보기술의 만족도를 이끄는 주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소개된

DEDT 연구중, 본연구의연구문제(research ques-

tion) 및 연구목적에 적합한 이용성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최근에 모든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한

Islam et al.(2017)의 DEDT 모형을응용하고자한다.

2.2 마음챙김과 정보시스템 이용행태 연구

마음챙김(mindfulness)는 심리학, 철학 및 종교,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에 적

합한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은 특정한 대상 또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Kabat-Zinn, 1982; Kabat-

Zinn et al., 1992; Marlatt and Kristeller, 1999).

분야를 불문하고 마음챙김의 정의는 마음챙김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따른다. Langer(1989, 2016)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어떠한 상황, 대상에서

4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마음챙김은

새로운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해 열린 태도(open-

ness to novelty)를 갖도록 하고, 둘째 마음챙김

은 대상, 상황 간의 서로 다른 차이점에 대해 자각

(alertness to distinction) 하도록 한다. 셋째, 마

음챙김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 대상에 대해 더욱

민감(sensitivity to different contexts)하게 하며,

넷째 한 가지 측면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자각

(awareness of multiple perspectives)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은 바로 현재의 순간을 지향

(orientation in the present)하도록 돕는다. 이러

한 마음챙김의 특성은 인간의 인지적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

사결정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김현모 외, 2019).

오늘날 기업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마음챙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Baer, 2014;

Sun et al., 2016).

마음챙김의 특성은 정보기술 지속이용 행태 분야

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

이용행태에서의 마음챙김은 정보기술 이용과 관련

된 이슈에 깨어 있고, 이를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Dane, 2011; Sun, 2011;

Sun et al., 2016; 김현모 외, 2019). 정보기술 이용

상황에서 특정 정보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제

자신의 업무에 유용한지, 용이한지에 대한 이슈는

종종 발생한다(Sun and Fang, 2010; Walden and

Browne, 2009). 더불어, 사물인터넷처럼 혁신적이

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보기술의 출연은 이러한

이슈를 더욱 크게 만든다(miller, 2015). 마음챙김

의 특성에 따라 추론해 볼 때, 마음챙김으로 인해

향상된 지각 능력은 정보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를 갖도록 도움으로서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서야 정보기술 이용행태 분야에서 마음챙

김이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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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un et al.(2016) 연구는 Langer(1989, 2016)

연구에서 제시된 마음챙김의 특성을 기반으로 정보

기술 이용행태에서의 마음챙김을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마음챙김을 통한

열린태도(openess to novelty)는 해당 정보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돕는다. 둘째,

마음챙김을 통한 대상 간의 차이점 자각(alertness

to distinction)으로 해당 정보기술과 유사한 정보

기술을 비교하는 사고를 갖도록 도와 해당 정보기

술만의 특장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마음챙김에

따른 자기 상황에 대한 민감(sensitivity to diffe-

rent contexts)은 해당 정보기술이 자신의 업무

적 상황에 접합한지 사고하도록 돕는다. 넷째 마음

챙김으로 인한 다양한 관점의 자각(awareness of

multiple perspectives)은 해당 정보기술 외 대안

이 되는 정보기술에 대해 고려하도록 돕는다. 이

러한 마음챙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 이

용행태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해당 정보기술

에 대한 깊은 사고와 심층적 이해를 통해 합리적

지각을 가능케 한다(Sun et al., 2016; 김현모 외,

2019). Sun et al.(2016) 연구는 마음챙김 상태에

서 정보기술에 더 몰입하게 되고, 정보기술에 대

한 탐구를 일으켜 정보기술의 지식을 스스로 갖게

되며, 정보기술이 자기상황에 적합한지 사고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해당 정보기술

의 대안에 대해 고려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이

러한 마음챙김의 특성은 정보기술에 대한 합리적

사고의 전초가 되어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행

위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김현

모 외(2019) 연구는 마음챙김이 정보기술에 대한

깊은 사고와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정보기술

이용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고

하도록 하며, 이는 정보기술의 합리적 수용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정보기술 이용행태 분야에서도 마음챙김의 영향력

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마음챙김이 정보

기술 이용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 지속이용 행태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마음챙김이 어떠한 인지

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미비

한 편이며, 아직 연구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기술의 지속이용의도

연구는 지속이용의 동인이 되는 만족도와 관련된

지각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살펴본 마음챙김의 특성은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

정에 존재하는 인지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마음챙김이

지속이용의도의 선행요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

지 확인하는 것은 정보기술 지속이용 연구와 마음

챙김 특성 및 역할 연구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판

단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마음챙김이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 과정에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음챙김

선행연구 및 DEDT 모형을 기반으로 12개의 가설

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술의지각된유용성및용이성은 Davis et al.

(1989)의 기술수용이론 연구부터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그

리고 IT 지속이용이론 및 다양한 후기수용 확장모

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고, 대부

분의 정보기술 이용행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는 주요한 지각 요인이다(Hiltz and Turoff,

1981; Kay and Thomas, 1995; Venkatesh et al.,

2003).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성은 Islam et al.

(2017) 연구의 DEDT 모형에서 지각된 성과로 강

조되었다. 특히, 이용성(usability)은 용이성(ease

of use)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기

술을 이용할 경우, 용이하다는 자각은 당연시 될 수

있고, 무뎌 질 수 있으므로, 정보기술의 지속이용

동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친근하고, 익숙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각의 필요성에 의해 강조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워

치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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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 지각된 이용성은 스마트워치가 이용하기

쉽고, 친근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음챙김을 가진 이용자는 정보

기술에 대한 깊은 사고와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스

마트워치가 가진 독특한 가치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Butler and Gray, 2006; Goswami et

al., 2009; Roberts et al., 2007; Sun, 2010, Sun et

al., 2016; 김현모 외, 2019). 스마트워치는손목위에

항상 밀착된 상태로 이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정보기기로 스마트폰과 연동되거나 독립적으로 작

동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사물인터넷이다(김현모 외,

2019).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유

사 모바일 정보기기에 비해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정보를 열람하거나, 시계처럼 작은 화면의 디스

플레이에 몇 번의 터치, 또는 용두를 이용한 직관적

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다. 앞서 설명한 마음챙김의 특성에 따라, 마음챙

김은 이용자가 스마트워치에 대해 탐구하여 특장점

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

릿 등을 스마트워치의 대안으로 고려해 봄으로써

스마트워치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이용가능

한지에 대해 명확히 지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즉,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유용성과 이용

성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의 지각된 유용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의 지각된 이용성

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용성 기대충족 및 이용성 기대충

족은 이용자가 처음 느꼈던 스마트워치의 유용성,

이용성에 대한 기대가 실제 충족된 정도를 의미한

다. 다시 말해, 스마트워치에 대한 실제 유용성 및

이용성의 지각이 초기 기대와 같거나, 초기 기대보

다 더 높다면 유용성 및 이용성의 기대충족이 이뤄

졌다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 이용행태의 마음챙김

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

동기 아래, 이용자가 스마트워치에 대해 탐구하도

록 하고, 스마트워치의 대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

록 하며, 스마트워치가 실제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지 스스로 사고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특성은 대중심리, 즉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를 가능한 배제하고, 자신의 입장에 입각하여 사

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Fiol and O’Connor,

2003; 김현모 외, 2019). 이러한 마음챙김의 특성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대중적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도

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적절한 기대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있다(Chiu et al., 2005; Lankton and Mcknight,

2012; Roca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유용성 기대충족및 이용성기대충족

은 스마트워치를이용한 후, 실제느낀 유용성 및이

용성이 기대를 초월한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

은 이용자가 지각된 성과를 인지하였다면, 그리고

지각된 성과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성과가 기대를

초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대한 기대

충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Chiu et al.,

2005; Khalifa and Liu, 2002; Pereira et al., 2015).

캠코더 이용(Spreng et al., 1996), 인터넷 서비스

이용(Khalifa and Liu, 2002), e-learning 및 vir-

tual learning 이용(Chiu et al., 2005; Pereira et

al., 2015), Social Network Site 이용(Islam et al.,

2017) 상황에서 지각된 성과는 기대 충족에 강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챙김에

의해 강화된 유용성 및 이용성 지각은 각 지각의 기

대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정보기기에 대

해 지각한 성과가 실제 느낀 성과와 일치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 있다(Chiu et al., 2005; Khalifa

and Liu, 2002; Pereira et al., 2015). 본 연구도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기대충족의 논리 과정을 따르며,

마음챙김과 지각된 성과 간의 관계, 그리고 마음챙

김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이에 대한 기대충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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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의 유용성 기대충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의 이용성 기대충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지각된유용성은스마트워치의유용성기대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지각된이용성은스마트워치의이용성기대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음챙김은 열린마음으로 특정 상황, 대상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므로, 마음챙김이 불확실

성에 따른 초초함,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를 이완시

켜 심리적 수용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Bester et al., 2016; 이희영, 김정호, 2012;

장경화, 조원경, 2018)나, 직무의 만족도(김인구,

2008; 이희연, 전혜성, 2011)가 향상된다는 실증연

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는 스마트워치를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

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마음챙김 및 만

족도 간의 관계 맥락에 따라, 마음챙김을 통한 스마

트워치에 대한 깊은 사고와 심층적 이해는 스마트워

치의 업무적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수용을 도모하여 만족감을 갖도록 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마음챙김과 스마트워치 만족도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7을 수립하였다.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정에서 만족도의 동인을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만족도

의 주요 동인은 지각된 성과와 이에 대한 기대충족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Bhattacherjee, 2001a;

Bhattacherjee, 2001b; Bhattacherjee et al., 2008;

Bhattacherjee and Lin, 2015). 정보기술의 지각된

성과는 연구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최근 Islam et al.(2017) 연구에서 DEDT 개념

을 통해 지각된 성과로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성이

만족도를 이끄는 주요 동인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였고, 본 연구는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의 배경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eddon

(1996)은 IS Success 모형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지

각된 유용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Bhattacherjee(2001a)

는 IT 지속이용이론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

도의 주요 동인임을 확인하였다. Hsieh and Wang

(2007)은 업무 관점의 ERP 이용을 배경으로, 지각

된 유용성과 만족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

다. 지각된 이용성은 용이성과 차별화되는 개념으

로, Lee et al.(2009) 연구의 모바일 정보기술 이용,

Chiu et al.(2005) 연구의 e-learning 이용, Islam

et al.(2017) 연구의 SNS 이용 상황에서 이용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스마트워치의 유

용성 및 이용성에 대한 지각 역시 만족도와 긍정적

인 관계가있을 것으로 추론할수 있다. 따라서스마

트폰의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성과 만족도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8, 가설 9를 수립하였다.

지각된 성과에 대한 기대충족과 만족도 간의 긍정

적인 관계는 IT 지속이용이론을주축으로다양한후

기수용모형의 확장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Khalifa

and Liu, 2002; 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Chiu et al., 2015; Islram, 2017). 이 선행연구

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기대충족이 이뤄질수록 만족

도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선행연구를바탕

으로, 본연구에서제시된두가지성과지각인유용성

및 이용성에 대한 기대충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0, 가설 11을 수립하였다.

가설 7 :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 지각된 이용성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 유용성 기대충족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이용성 기대충족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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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요인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마음챙김 정보기술이용과관련된이슈에깨어있고, 정보기술의본질에대
한 자각활동 정도 Sun(2011)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워치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Lee et al.(2009), Islam et al.(2017)

지각된 이용성 스마트워치가 자신의업무에 이용하기 쉽고, 친근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Bhattacherjee(2001a), Islam et al.(2017)

유용성
기대충족

스마트워치를자신의 업무에이용한후, 실제 느낀 스마트워치의
유용성이 유용성 기대를 초월한 정도

Oliver(1980), Bhattacherjee(2001a),
Islam et al.(2017)

이용성
기대충족

스마트워치를자신의 업무에이용한후, 실제 느낀 스마트워치의
이용성이 이용성 기대를 초월한 정도

Oliver(1980), Bhattacherjee(2001a),
Islam et al.(2017)

만족도 스마트워치를업무에이용함으로써이용자가느끼는만족의정도 Bhattacherjee(2001a), Islam et al.(2017)

지속이용 의도 스마트워치를 업무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의 정도 Bhattacherjee(2001a), Islam et al.(2017)

<표 1> 요인별 조작적 정의

정보기술 지속이용이론에 따르면, 만족도는 정보

시스템의 지속이용의도를 매우 정확히 예측할 수 있

는 강력한 요인이다(Oliver, 1980; Bhattacherjee,

2001a; Bhattacherjee, 2001b). 정보시스템의 만족

도와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는 다양한 정보기기 이

용 상황에서 확인되었다. e-learning(Terzis et al.,

2013; Cheng, 2014) 이용, internet 기반 서비스

(Hong et al., 2006; Kang et al., 2009) 이용, e-

commerce(Bhattacherjee, 2001b) 이용, 가상커뮤

니티 및 SNS(Jin et al., 2010; Chang and Zhu,

2012; Kim et al., 2018) 이용 상황에서 만족도와 지

속이용의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

한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워치의 만족도와 지

속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설을 아래와 같

이 수립하였다.

가설 12 : 만족도는 스마트워치의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시한 12개의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

림 3]과 같으며, 가설에서 제시된 요인별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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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응답자
(n = 303)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2 53

여성 141 47

연령

20대 97 32

30대 103 34

40대 78 26

50대 16 5

60대 이상 9 3

학력

고졸 23 8

학사 203 67

석사/박사 77 25

한 주간
마음챙김
횟수

1∼3회 154 51

4∼6회 119 39

7∼9회 18 6

10회 이상 12 4

1회시
마음챙김
평균
소요시간

10분 이하 77 25

10분∼20분 190 63

20∼30분 28 9

30분∼60분 6 2

1시간 이상 2 1

마음챙김
경력

3개월 미만 65 2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7 19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1 5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2 7

1년 이상 8 3

주업무

행정업무(재무회계
및 인사관리)

39 13

고객상담 62 20

상품판매 45 15

상품배달/배송 48 16

구매대행 109 36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4. 분석결과

4.1 표본 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증적인 가설검증을 위해서 마음챙김 또는 명상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 중이면서, 실제 업무에 스

마트워치를 이용하는 중국소재의 국제무역 및 유

통, 운송을 주종으로 하는 기업들의 직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

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03명의 설문

결과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참여자의 인구

통계 특성은 <표 2>와 같다.

4.2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는 확인적 요인

분석 기반의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FL), Cron-

bach’s a,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로

확인하였다. 구성요인별 관측변수들의 요인적재량

은 기준값 0.7을 상회하고, 구성요인의 Cronbach’s

a는 기준값 0.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요인별 합성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도 기준값

0.7을 각각 상회하였다(Cronbach, 1951; Van de

Van and Ferry,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든 요인들은 집중타당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집중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값과 각

요인별 상관관계(correlation) 계수 값을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하였다(Bagozzi et al.,

1998; Fornell and Larcker, 1981). 각 구성요인

의 상관관계 값은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 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차이 보이므로, 모든 요

인들은 판별타당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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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항목 Factor
Loading

Cronbach’s
α 

CR AVE

마음챙김

(creation of new category) 스마트워치가이전에이용했던다른정보기술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각하고 있다.

0.898

0.886 0.963 0.930

(active information searching) 스마트워치의 기능 및 이용에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 살펴보았거나 이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0.842

(openness to multiple perspectives) 스마트워치에 대안이 되는 다른
정보기술을 자각하고 있다.

0.755

(awareness of own needs) 스마트워치가 나의 업무적 특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 0.729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워치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0.896

0.920 0.982 0.947스마트워치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빠른 업무정보 공유에 유용하다. 0.951

스마트워치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동료와의 업무적 의사소통에 이롭다. 0.832

지각된
이용성

스마트워치는 업무를 위한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0.811

0.924 0.982 0.948스마트워치는 업무에 이용하기 쉽다. 0.869

스마트워치는 업무 정보를찾기 위해 몇 번의터치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0.926

유용성
기대충족

기대했던것보다스마트워치의이용은나에게더많은이익을가져다준다. 0.724

0.834 0.942 0.846기대했던 것 보다 스마트워치의 이용은 정보공유를 더 빠르게 해준다. 0.873

기대했던 것 보다 동료와의 업무적 의사소통을 더 이롭게 해준다. 0.778

이용성
기대충족

기대했던 것 보다 스마트워치는 더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0.915

0.924 0.982 0.949
기대했던 것 보다 스마트워치는 업무에 이용하기 더 쉽다. 0.918

기대했던 것 보다 스마트워치는 업무 정보를 찾기 위해 적은 횟수의
터치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0.855

만족도

업무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것에 만족한다. 0.882

0.878 0.972 0.922업무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0.859

업무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0.783

지속이용
의도

향후 업무에 지금처럼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 0.824

0.910 0.983 0.951향후 업무에 지금처럼 스마트워치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 0.957

향후 업무에 지금처럼 스마트워치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0.869

<표 3>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6] [7]

[1] 마음챙김 .964

[2] 지각된 유용성 .331 .974

[3] 지각된 이용성 .425 .617 .973

[4] 유용성 기대충족 .275 .358 .421 .920

[5] 이용성 기대충족 .420 .661 .660 .479 .974

[6] 만족도 .370 .579 .655 .494 .629 .960

[7] 지속이용의도 .283 .648 .567 .401 .630 .579 .975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대각선의 수치는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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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of fit item Standardized
RMR(SRMR)

CMIN/DF
(X2/DF) GFI NFI TLI CFI

즉정값 0.041 2.752 0.860 0.907 0.924 0.938
권고 수용기준치 0.085 미만 1.0 ∼ 4.0 0.85 이상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표 5> 연구모형의 구조적 적합도

4.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수행

한 연구모형의 구조적 적합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확인된연구모형적합도 지수들은권고수용기

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SRMR 값은 0.085 이하인

0.041로나타났고, CMIN/DF 값은 1.0∼4.0 범주내인

2.752로 나타났다(Hu and Bentler, 1999). 그리고

GFI, NFI, TLI, CFI들의 적합도지수들도권고수용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4; Bentler and Bonett, 1980; Maccallum et al.,

1996).

앞서 제시된 12개 가설에 대한 SEM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기술 이용행태의 마음챙김은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성에 0.001 유의수준에서 긍

정적인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음챙김은 스마트워치와

다른 정보기기 간의 차이점을 자각하게 하여 특장점

을이해하도록 돕고, 스마트워치에대한 다양한정보

를스스로 탐색하게 한다. 그리고스마트워치의 대안

정보기술을 고려하도록 하고, 스마트워치가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정보기술인지 고찰하도록 한다. 이처

럼, 이용자는 마음챙김에의해스마트워치에 대한 깊

은 사고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이해가 도모 되었고,

이는 비교적 최신의 정보기기인 스마트워치의 유용

성 및 이용성에 대해 더 강하게 지각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정에

서마음챙김은유용성및이용성에대한성과지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이용행태의 마음챙김은 유용성 및 이용성의 기대충

족에 0.00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가설 4는 지지되었

다. 마음챙김으로인한스마트워치의특장점및 정보

탐구, 대안적 정보기술, 업무 적합성의 이해가 유용

성 및 이용성의 사전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챙김 하에서

스마트워치의 유용성 및 이용성의 지각 역시 각각의

기대충족에 0.00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설 5, 가설 6은 지지

되었다. 이는 마음챙김으로 증가된 스마트워치의 유

용성및이용성이스마트워치의실제유용성, 이용성

의 기대충족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선행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워치에 대한

유용성 및 이용성의 지각을 느낄수록 해당 지각의

기대를 초월하여 기대충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가설 1 및 가설 2와 결부시켜

살펴보면, 마음챙김이유용성및 이용성지각을증가

시킴으로써 기대충족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

다. 스마트워치 만족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된 지각

된 유용성은 0.005 유의수준에서, 지각된 이용성은

0.01 유의수준에서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 기대충족, 이용성 기대충

족은 0.001 유의수준에서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8, 가설 9, 가설

10,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반면, 마음챙김은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Sun et al.(2010) 연구에서 제시된 마음챙김과

만족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이에대한원인을마

음챙김 연구대상 및 마음챙김 역할의 관점으로 추론

해 볼수있다. 마음챙김연구대상의관점으로 볼때,

Sun et al.(2010) 연구는 학습을 위해 웹서비스를 이

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업

무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종업원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므로, 정보기술 이용의 능동성에 차이

가있을수있다. 특히, Vaculick et al.(2016) 연구는

마음챙김과 업무 만족도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

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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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Path coefficient S.E T-Value 지지여부
가설 1 : 마음챙김 → 지각된 유용성 .319*** .070 4.576 지지함
가설 2 : 마음챙김 → 지각된 이용성 .279*** .048 5.779 지지함
가설 3 : 마음챙김 → 유용성 기대충족 .312*** .052 5.988 지지함
가설 4 : 마음챙김 → 이용성 기대충족 .224*** .055 4.063 지지함
가설 5 : 지각된 유용성 → 유용성 기대충족 .253*** .050 5.082 지지함
가설 6 : 지각된 이용성 → 이용성 기대충족 .671*** .077 8.689 지지함
가설 7 : 마음챙김 → 만족도 -0.001 .045 -0.012 지지하지 않음
가설 8 : 지각된 유용성 → 만족도 .123** .039 3.134 지지함
가설 9 : 지각된 이용성 → 만족도 .162* .061 2.670 지지함
가설 10: 유용성 기대충족 → 만족도 .249*** .051 4.852 지지함
가설 11 : 이용성 기대충족 → 만족도 .380*** .052 7.373 지지함
가설 12 : 만족도 → 지속이용의도 .591*** .065 9.027 지지함

<표 6> SEM 분석결과

***p < .001, **p < .005, *p < .01.

***p < 0.001, **p < 0.005, *p < 0.01, ns: non-significant.

[그림 4] 연구모형 검증결과

마음챙김이변화시킬수없는독특한업무환경이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는 업무를 돕는

수단이므로, 스마트워치의 만족도는 마음챙김과 업

무 만족도 간의 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

고 마음챙김의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챙김은

인간의인지적자각향상을통해긍정적감정을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킬 수도 있

다(Glomb et al., 2011; Hunter and McCormick,

2008). 따라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불만족

도를낮추는역할을수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챙김이 반드시 정보기술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만 존재한다고 볼

수없다. 앞의가설검정결과와연계하여볼때, 마음

챙김은 스마트워치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원인이

되지않을수있으나, 스마트워치의만족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충족의지각을불러일으킨다고볼수

있다. 즉, 마음챙김은 DEDT 모형에서만족도와 연관

된 선행요인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챙김 하에서,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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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용상황에서 지각된유용성및 이용성, 그리고

유용성 기대충족 및 이용성 기대충족은 여전히 만족

도의 선행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워치 지속

이용 과정에서 DEDT의 논리성이 재확인되었다. 마

지막으로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에 0.001 유의수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마음챙김의 상황에서도 스마트워

치의 만족도는 지속이용의도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5. 시사점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의 지속이용의도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DEDT 이론을 기반으로 마음챙김 요인이 스마트

워치의 지속이용의도 선행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12개의 가설을 수립하고, 이

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마음챙김을 수

행 중이면서 동시에 스마트워치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중국소재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

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SEM 분석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성, 유용성 기대충족, 이용성

기대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마음챙김

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마음챙김

하에서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성은 각 지각의 기대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각된 유

용성 및 이용성, 유용성 기대충족, 이용성 기대충족,

이 4가지 요인은 스마트워치 만족도의 선행요인임

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DEDT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스마트워치의 만족도는 지속이용의도의

동인임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마음챙김

은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 형성 과정에서 만족도의

선행요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의 선행

요인과 마음챙김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학술적 기여도를 갖는다. 김현모 외 (2019)의 연구

는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마음챙김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마음챙김이 정

보기술의 지속이용 과정에서 갖는 영향력을 제시하

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마음챙김이 정보기술 만

족도의 선행요인인 성과지각 및 기대충족에 미치는

영향력을제시함으로써학술적으로기여하였다. Sun

et al.(2016)의 연구는 마음챙김과 만족도 간의 관

계를 확인하였으나, 정보기술 지속이용이론에서 중

요시되는 만족도의 선행요인인 성과지각과 이에 대

한 기대충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하

지만 본 연구는 DEDT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이 성

과지각 및 기대충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또한 마음챙김과 정보기술의 기대일치 관

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Islam(2017)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기대충족이 성과지각에 미

치는 영향이 아닌, 성과지각이 기대충족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술

적 연구 및 실무적 응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먼저, 학술적 연구 관점에서 보면, 첫째 정보기술

지속이용 과정에서 마음챙김은 지각된 성과를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유용성, 이용성의 개

념은 정보기술의 지속이용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

로 인지되어 왔으나, 이 요인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인 방안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이러한 방안으로 마음챙김을 제시한다. 마음

챙김은 정보기술에 대한 깊은 사고와 심층적 이해

를 도모하므로, 성과 지각인 유용성 및 이용성을 강

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되었

던, 오늘날 최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성과 지각 이슈

에 마음챙김이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음챙김 요인은 이러한 성과 지각을 향상시

키는 수단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마음챙김은 유용성 및 이용성 지각에 대한 기대

충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기대

충족의 기대 및 성과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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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았으나, 기대충족의 개념은 실제 성과 지각

이 기대를 초월할 때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챙김이

정보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합리적 사고를 통

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했거나, 마음챙김으

로 인해 느꼈던 유용성 및 이용성이 실제 이용과정

에서 납득할 정도로 인지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마음챙김은 정보기술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수반시켜 기대충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므로, 마음챙김의 특성이 기대충족 과

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 요인을 기대충족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EDT 모형의 전체 관점

에서 볼 때, 마음챙김은 DEDT 모형의 논리적 과

정에서 지속이용의 예측요인인 만족도의 선행요인

들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실무적 응용 관점에서 보면, 첫째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이 정보기술을 적극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

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업들

이 마음챙김을 도입하고 있으나, 마음챙김이 기업

의 어떤 분야에 어떠한 요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을 갖는지 확인된 사례가 미비한 편이다. 이로 인

해, 마음챙김 운영의 목표설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지속이용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영향력을

논리적 모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기업에 도입된 정보기술을 강하게 자각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도를 형성시키

기 위해 마음챙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을 업무에 필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부서 및 구성원인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이 정보기술

을 자발적으로 지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이

용 관점에서 마음챙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마음챙김은 깊은 사고와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대상, 상황에 대한 자각이 강

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자각이 타인

의 강요가 아닌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는 것이다(Langer, 1989; Langer, 2016). 오늘날

기업에서는 정보기술이 기업지침 및 규정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동적

인 정보기기 이용은 정보기술이 가진 효율성을 극

대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용과

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 및 이용성을 저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앞서 제시된 2가지 실무적 시사점

을 바탕으로, 기업은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들에 대

한 성과 지각을 향상시키거나, 업무수행 관점에서

해당 정보기술에 대해 심층적 사고를 가능케하는

목적으로 정보기술에 특화된 마음챙김 과정을 기

존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추가하거나 편성하여 도

입중인 정보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자발적인 지속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기

술의 통찰력을 위한 마음챙김의 운영목표가 더해

진다면 정보기술의 깊은 사고와 충분한 이해가 정

보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을 방지함과 동시에, 본 연

구의 결과처럼 마음챙김의 역할에 의해 정보기술

의 성과 지각을 느끼게 되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끝내 만족도가 향상되어 업무를

위한 정보기술의 자발적 지속이용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5.3 한계점 및 향후연구

첫째, 스마트워치라는 비교적 혁신적인 기능의

최신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

음챙김에 따라 정보기술이 혁신적이지 않거나, 비

합리적인 특징이 지각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기

라면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하지만 기업성과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

기기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표본의 대상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마음챙김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마음

챙김 수행 프로그램은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반

영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표본의 문화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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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마음챙김이 기대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마음챙김이 기대 요인

을 감소시키거나, 성과 지각을 증가시켜 기대충족

을 이루게 하는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마음챙김과

정보기술의 이용 전 기대 및 이용 후 성과 지각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기대충족을 이루게 하는 원리에 대해 명확히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

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연구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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