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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과 제품혁신성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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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perceived risk of smart clothing, to classify consumers by risk
perception of smart clothing,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mong the segmented groups in regard to the evaluation
of newness and innovativeness of smart clothing.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risk, evaluation of new-
ness and innovativeness of smart clothing were examined.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38 male and female sub-
jects aged from 17 to 50. Analysis was perform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risk of smart clothing was composed of 4 factors: economic risk, social
risk, functional risk and physical risk.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high risk perception group, low eco-
nomic risk perception group, low functional risk perception group, and low social risk perception group. ANOVA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our groups regard to the evaluation of newness and innovativeness of smart
clothing. High risk perception group most highly evaluated the newness and innovativeness of smart clothing.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perceived risks, the evaluation of the newness and innovativeness of smart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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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소비자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혁신 기술 제품들을 접하고 있다. 다양한 혁신제품들을 접

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구매를 망설이게 된

다. 혁신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해 우수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원인은 구매 결과에 대

한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과 같은 구매위험을 지각하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보다 더

발달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하

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나친 혁신성은 소비자들의 지불가

치 손실에 대한 위험 인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urville(2006)은 시장에

혁신제품을 출시한 선도 기업 중 47%가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소비자가 구매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거부감

인 지각된 위험을 지적하였다.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지각된 위험으로 인한 구매저항을 줄이고 제품

혁신성이 구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소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혁신성

평가와 지각된 위험의 정도가 먼저 평가되어야 하고 제품 혁신

성과 지각된 위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적

정한 수준의 혁신성을 갖춘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거

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

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해 바탕이 될 수 있는 제품혁신성 평가와 지각된 위험간의 관

계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평

가할 때, 제품의 혁신성 수준과 그러한 혁신성, 즉 불확실성과

새로움으로 인해 유발된 지각된 위험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스마트 의류는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적인

컴퓨터의 개념을 뛰어 넘는 혁신제품으로 최첨단 섬유 가공, 의

류 생산기술과 함께 최첨단 전자 기술이 결합된 제품이다. 국

내에서 막 상용화를 시작하여 소비자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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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으로 혁신성 평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단되어 혁신성

평가와 지각된 위험에 대한 평가 대상 제품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유형을 먼저 규명한 후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에 따라 소

비자를 유형화하여 소비자 집단별 스마트 의류의 제품 혁신성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고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제

품 혁신성 평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Bauer(196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으

로 소비자가 구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결

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라고 Bauer(1960)는 주장하였다. Karni(1985)는 지각된 위험을

기대 손실과 부정적 효용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Bettman

and Park(1980)의 연구에 의하면 위험이 지각되는 상황은 제품

정보가 부족한 경우, 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 신제품, 기술적으

로 복잡한 제품, 제품 평가가 어려운 경우, 품질 차이가 큰 경

우, 고가의 경우, 구매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경우들로서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의 위험 지각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Engel and Blackwell(1982)은 지각된 위험이 구매의사결정과

정에서 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 대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은 대상품목의 유형에 따라(Jacoby & Kaplan,

1972), 위험의 형태에 따라(허경옥, 2003; Tanawat &

Audhesh, 2006), 소비자의 쇼핑 환경의 차이에 따라(이규혜, 최

자영, 2007) 다르게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 지각된

위험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dmit(1967)는 혁신적 제품채택에서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사

람들이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신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유재미 외(2006)의 로봇청소기에

대한 연구에서 제품혁신성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위험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의 유형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의복

을 대상으로 한 Jacoby and Kaplan(1972)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 성과 위험, 재정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의 순

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선경, 이은영

(1985)의 연구에서는 의복 구매 시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

(2003)의 이동전화와 관련된 위험 인지 연구에서는 전자파와 관

련된 건강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

었다.

사회적 위험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위험(김찬주, 1991)’으

로 사회적 위험을 낮게 인식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

상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으나 사회적 위험을 높게 지각할 때

는 구매상점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asad,

1975). 기능적 위험과 관련하여 Horsky(1990)는 소비자들이 제

품의 성능이 의심스럽거나 미래에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

대되면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고 하였다. 김찬주(1991)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위험 유형은 연령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 경제적, 시간/편의성, 유

행성 손실 차원에서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경옥(2003)의 연구에서 이동전화의 건강 위험을 응답자 대다수

(82%)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 인지가 소비자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제품의 재정

적 위험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Bass, 1980; Holack et al.,

198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

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혁신 제

품의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옥선경, 이

은영(1986)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위험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제품혁신성

제품혁신성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제품의 새로움

(newness) 정도 또는 불연속성(discontinuity)의 정도를 의미한다

(박재진, 2004; 유재미 외, 2006). newness는 인식자의 이전 경

험을 벗어난 정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Blythe, 1999). Lawton

and Parasuraman(1980)은 소비행태의 변화와 newness의 정도

가 클수록 혁신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하였다. Johannsessen

et al.(2001) 이 제품 혁신성에 관한 연구들을 가지고 혁신성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들이 newness를 혁

신성의 핵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

로 newness의 대상과 개념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혁신성

은 급진성(radicalness)으로 해석되었다. 강경영, 진현정(2007)의

연구에서 newness 요인들로 독창적, 신기, 최신, 신선, 현대적

이라는 용어들이 이용되었다. 

제품혁신성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수성이나 사용

행태의 변화, 제품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Veryzer, 1998). 제품혁신성과 제품 수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연구(김종배, 1992;

Henard & Symanski, 2001)에서는 제품혁신성이 높을수록 시

장에서 제품 수용이 잘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제품혁신성

이 시장에서의 성공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김종배, 1992; Goldenberg et al.,
2001; Henard & Symanski, 2001; Kleinschmidt & Cooper,

1991). Veryzer(1998)와 유재미 외(2006)의 연구에서는 제품혁

신성이 제품 수용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혁신성이 지

나치게 높으면 소비자가 위험을 지각하고 거부하는 현상을 발

견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Goldenberg et al.(2001)은 시장,

기업, 기술의 newness 변수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중간

(moderate) 수준 정도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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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요인으

로 Sheth(1981)는 기존의 생활 습관과 혁신 수용과 관련된 지

각된 위험을 지적하였다. 혁신 저항을 하는 소비자들은 구매로

인한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변화를 불필요하거나 번거롭게

느끼거나 혁신제품 구매 시 사전 구매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한 구매 결과에 대한 위험 지각(Ram, 1987)으로

인해 제품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유필화, 이승희(1994)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합성, 지각된 위험, 용

도의 다양성, 의사소통성이 소비자를 압박하는 혁신 수용을 저

항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2.3. 스마트 의류

스마트 의류는 의류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시킨 디지털 의

류로서 PC 부품들을 신체에 분산 부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보다 의복에 가깝게 발전하여 착용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이나 IT기능을 단순 부착이 아닌 직물내의 한 요소로 통합

시킴으로써 고도의 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의류이다

(조길수 외, 2000; 조길수, 조자영, 2007). 웨어러블 컴퓨터는

MIT 미디어 랩(Media Lab)에 의하여 인간이 가진 능력을 보조

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처음 개발되었다(이정순 2002). 웨어러

블 컴퓨터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착용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착용자가 필요하면 언제

든지 접속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착용자가 주변 환경에 맞추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명

령어 입력과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박선형, 이주

현, 2001). 가장 복합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웨어러블 컴퓨

터의 일종인 스마트 의류는 앞에서 지적한 웨어러블 컴퓨터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요건 외에도 의복이 갖추어야 할 기

본 요소인 의복으로서의 유용성, 쾌적성, 안전성, 내구성, 관리

의 편의성, 심미성을 모두 갖출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조길수 외, 2000; Mann, 1997).

해외에서는 Philips, Levis, Nike, Adidas, Infinion, Marmot

같은 기업이 스마트 의류를 시장에 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스

마트 의류가 이미 시장에 선보였다. 현재 세계 웨어러블 컴퓨

터 시장은 예상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손미숙 외

(2006)는 이런 더딘 성장을 보이는 이유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미등장, 입출

력 방법의 불편 등을 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적인 측면 외

에 안정성, 편안함, 디자인이 기술 수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하

면 이러한 문제점들도 곧 해결될 것이고 점차 문제점을 극복하

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웨어러블 컴

퓨터 분야는 차세대PC 분야 중 가장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2006). 

Venture Development Cooperation(2003)은 헬스케어/의료용,

스포츠의류, 방위산업분야가 스마트 의류 중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로 보았다. 황영미, 이정란(2006)의 스마트 의류 소비자 선

호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스마트 의류

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스마

트 의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부담

이라고 대답하였다. 스마트 의류 수용 정도는 20대가 가장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소비자들은 스마트 의류

의 장점으로 필요한 기능이 선택 가능하고,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높이 꼽았다(최선윤, 이정란, 2006).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혁신성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유형을 규명

한다.

연구문제 2: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3: 유형화된 소비자 집단별 스마트 의류 neweness

평가, 혁신성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neweness

평가, 혁신성 평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를 실시

하기 전 패션을 전공하는 학부생 2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지역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7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22일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357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정확하

거나 불성실한 1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3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은 여성이 65.1%(220명), 남성이 34.9%(118명)을 차지

하여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19세 이하가

10.1%(34명), 20대가 70.4%(238명), 30대가 14.5%(49명), 40

대 이상이 5%(17명)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구성비의

8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97.9%(331명)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피복비는 5만원 이내가

25.4%(86명), 5-20만원 이내가 57.7%(195명), 20-35만원 이내

가 9.8%(33명), 35만원 이상이 7.2%(25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직업은 대학생이 74%(250명)로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

었다. 설문조사 이전 스마트 의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응답자

는 51.5%(174명), 몰랐던 응답자는 48.5%(164명)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

newness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으로서

의 혁신성 평가로 설계되었다. 지각된 위험은 스마트 의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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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위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최홍석(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7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혁신성

평가는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와 전자제품으로서의 혁

신성 평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의류제품으로서의 스마트 의

류 혁신성 평가는 유재미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자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도 유재미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

정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newness 평가 척도는 새로움에

대한 강경영, 진현정(2007)의 연구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교육,

피복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스마트의류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스마트 의류의 도식화와 대표적인 기능에 관

한 설명을 제시하여 응답자는 이를 살펴본 후 스마트의류에 관

한 설문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12.0 for Windows 통계패키지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

분석, K-평균 군집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유형

지각된 위험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수를 4요인으로 고정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의 결과가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요인 1은 비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적 위험’

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자신의 이미지와 주변의 반응에 관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사회적 위험’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

은 고장과 관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기능적 위험’ 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신체상 피해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신체적 위험’ 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79.82%를 설명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57에서 .72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4.2.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에 의한 집단 유형화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지각된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K-평

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5개의 집단으로 설정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4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집단 1은 스마트 의류에 대

한 지각된 위험 요인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여 ‘범(凡)위

험 지각집단’ 으로 명명하였고, 집단 2는 다른 집단에 비해 경

제적 위험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여 ‘저(低) 경제적위험 지각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기능적 위험에 대해 낮은 점

수를 보여 ‘저(低) 기능적위험 지각집단’ 으로 명명하였으며, 집

단 4는 신체적 위험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여 ‘저(低) 신체적

위험 지각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4.3. 지각된 위험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newness 평가, 혁

신성 평가의 차이

지각된 위험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newness 평가, 혁신성

평가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newness 평가, 의류제품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 혁신성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범위험 지각집단은 스마트 의류의 newness에

대한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으로서의

혁신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저 경제적위험 지각집단, 저

기능적위험 지각집단, 저 신체적위험 지각집단은 스마트 의류

의 newness 평가와 혁신성 평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1. 스마트 의류 지각된 위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항   목 요인적재량 고유치 설명분산 신뢰도

1 경제적 위험
가격이 너무 비쌀 것이다.
문제 발생시 수리 및 복구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898

.775
2.74 39.12 .72

2 사회적 위험
이 제품이 내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겉치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836

.813
1.30 18.62 .57

3 기능적 위험
잔 고장, 오류가 쉽게 발생할 것 같다.
제품의 사용과정 중 지속적인 관리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541

.927
.86 12.26 .62

4 신체적 위험 신체상의 피해를 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 .950 .69 9.83 -

Table 2. 스마트 의류 지각된 위험에 의한 집단 유형화

집단1
(n=162)

집단2
(n=63)

집단3
(n=52)

집단4
(n=61) F값

경제적 위험
 6.32

A
4.48

C
6.03

B
6.20
AB

138.01***

사회적 위험
4.69
A

3.52
B

3.34
B

2.93
C

47.67***

기능적 위험
6.08
A

4.88
B

4.66
B

5.91
A

75.53***

신체적 위험
5.46
A

4.22
C

4.96
B

3.23
D

58.63***

A, B, C, D는 Duncan test 결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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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의류의 위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지각한 집단

이 newness와 혁신성을 높게 평가하고, 저위험지각 집단들이

newness와 혁신성을 낮게 평가한 결과로 보아 위험지각과 스

마트 의류에 대한 newness와 혁신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을 유형화 하여 의류와 전자제품

이라는 양면적인 제품의 특징으로 인해 지각된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살펴 본 결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혁신성 평가가

다르다는 Jacoby and Kaplan(1972)의 연구결과와 위험의 형태

에 따라 소비자의 위험인식이 다르다는 허경옥(2003)과

Tanawat and Paswan(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4.4. 지각된 위험과 newness 평가, 혁신성 평가의 관계분석

스마트 의류 혁신성 평가와 지각된 위험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스마트 의류 newness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

성 평가, 전자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지각된 위험, 그리고

태도의 하위 차원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의 하위차원 중 경

제적 위험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와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험은 스마트 의류

newness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으로서

의 혁신성 평가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능적 위험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

으로서의 혁신성 평가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하위차원에 따

라 소비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newness 평가와 혁신성

평가의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과 혁

신성 평가와의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마

케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의류의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

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지각된 위

험에 따른 소비자 집단은 범(凡)위험 지각집단, 저(低) 경제적

위험 지각집단, 저(低) 기능적위험 지각집단, 저(低) 신체적위험

지각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범위험 지각집단은 스마트 의류의

newness에 대한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

품으로서의 혁신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저 경제적위험 지

각집단, 저 기능적위험 지각집단, 저 신체적위험 지각집단은 스

마트 의류의 newness 평가와 혁신성 평가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 혁신성 평가와 지각된 위험간의 관

계를 살펴 본 결과,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가 높으면 경

Table 3. 집단별 newness 평가, 혁신성 평가의 차이

범(凡) 위험 지각집단
(n=162)

저(低) 경제적 위험 지각집단
(n=63)

저(低) 기능적 위험 지각집단
(n=52)

저(低) 신체적 위험 지각집단
(n=61) F값

newness 평가
5.16
A

4.66
B

4.64
B

4.69
B

4.502**

의류제품

혁신성 평가

4.97
A

4.44
B

4.48
B

4.65
B

7.611***

전자제품

혁신성 평가

4.52
A

4.17
B

4.03
B

4.14
B

5.316**

A, B, C, D는 Duncan test 결과
**p<.01, ***p<.001

Table 4. 지각된 위험과 newness, 혁신성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각된 위험
newness 평가

의류제품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 
혁신성 평가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1.000

사회적 위험 .195** 1.000

기능적 위험 .582** .154** 1.000

신체적 위험 .341** .189** .321** 1.000

newness 평가 .103 .209** .099 .056 1.000

의류제품 혁신성 평가 .157** .221** .215** .075 .706** 1.000

전자제품 혁신성 평가 .088 .173** .136* .066 .558** .706** 1.000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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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위험 지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 제품

은 유행 초기에 있는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가임으

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마트 의류도 신제품인 만큼 가격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상

품화된다면 이러한 위험 인식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의류 newness 평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

자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가 높으면, 즉 전반적인 혁신성 평

가가 높으면 사회적 위험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스마트 의류를 착용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를 장착한 의류로 특별하게 디자인된 의류보다 일반적으로 소

비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과 비슷하게 디자인 하는 것이 소비

자들의 위험 지각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기

능적 위험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 전자제품으로서의

혁신성 평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비자들이 스마트 의류의 혁신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의류로서

세탁성과 전자제품으로서 잔고장이나 사후 업그레이드의 위험

을 인식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업그레이드를 저

렴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기능적 위험

인식 수준을 낮추는 해결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스마트 의류가 시중에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 의류 구매

상황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상용화 이후의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자극물은 개발 중

인 스마트 의류의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포함되었다. 후

속연구에서는 스마트 의류의 기능과 이에 따른 표적고객을 세

분화시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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