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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의류에 한 고객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

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이 스마트의류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 소비자특성을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으로 분류하여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생체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자극물을 제시한 후, 정보기술에 

한 선두집단인 20 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고, 256부의 설문을 회수하 다. 분석 결과, 스마트의

류에 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이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지

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과 유행 신성과의 상호작용은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쳤고,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사회  향력과 정보 신성과의 상호작용은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센서기반 스마트의류 련 연구와 련 업체들에게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스마트의류∣기술수용모형∣유행혁신성∣정보혁신성∣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urchase intention toward smart clothing on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trust, and social influ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ustomers' characteristics like the trend and information innovation. 

After pictures about the smart clothing for biometric measurement were provided, 256 

questionnaires targeted at 20s were gathe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enjoyment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clothing. Second, interactions between perceived enjoyment, 

trust, and social influence and trend innovation had an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clothing. Finally, interactions between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and social 

influence and information innovation had an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clothing. This study can provide various guidelines for researches and companies relative to 

smart clothing.

■ keyword :∣Smart Clothing∣Technology Acceptance Model∣Trend Innovation∣Informatio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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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와 섬유가 목된 스마트의류가 출시되면 일상생

활이 좀 더 쾌 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스마트의류는 

심박수와 호흡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휴 화로 

송이 가능해지고, MP3가 내장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스스로 발열하는 기능성 의류가 출시되어 

심미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 기반의 첨

단의류가 실생활에 활용된다면 기술과 패션의 공존 시

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의류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1][2].

스마트의류 세계 시장은 2008년 2억 달러에서 2014년

에는 70억 달러로 매년  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0% 이상(2008년 250억 원)을 

유해 나갈 것으로 측되고 있으므로, 미래 성장 산

업의 하나로 스마트의류를 주목하고 있다[3] 스마트의

류는 용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용, 의료보조용, 스포츠

용 스마트의류 등 기능 인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 에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MP3 

이어 스마트의류는 상업 인 이 으로 인해 가장 먼

 상용화되기 시작하 으며[4], 의료보조용으로 개발

된 스마트의류는 바이오센서를 부착하여 신진 사의 

변화에 따라 쾌 한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5]

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

서 생체측정이 가능한 센서 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의류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스마트의류에 

한 기술동향이나[6],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반의 웨어러블 컴퓨 에 한 연

구[7]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의류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을 상으로 스마트의류에 한 수용도를 연

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최신 정보기술 기

반의 제품에 한 수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지 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TAM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

행하려고 한다.

기의 TAM은 직무 장에서 기술사용에 을 두

고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활성화

로 인해 첨단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고

객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한 TAM을 기반으로 확장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TAM을 확장한 연구들을 보면, 기존의 

TAM에 신뢰를 고려한 연구[8], 지각된 즐거움을 고려

한 연구[9], 사회  향력을 고려한 연구[10] 등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T와 의류의 융합 제

품인 스마트의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확

장된 TAM을 기반으로 스마트의류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스마트의류는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

므로 소비자의 신성향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사용자 신성이란 개인이 새로운 제품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수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 수용에 해서 개방

인 반면 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에 하

여 부정 인 성향을 보인다[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

비자 신성향에 따른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를 분석

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AM에서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행  신념 변

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함께 지각

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을 고려하여 이들 요인

들과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와의 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사용자 신성을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으로 

분류한 후, 사용자 신성에 따른 스마트의류 수용의도

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스마트의류의 정의 및 현황
스마트의류는 IT, NT, BT, ET 등 신기술을 결합해 

통  섬유나 의복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미

래형 의류를 말한다. 스마트의류는 섬유나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소재의 기능성

과 의복  직물 자체가 갖지 못한 기계  기능을 결합

한 새로운 개념의 의류를 총칭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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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2006년 독일의 Adidas에서 

개발된 스포츠 셔츠인 'adiStar'와 재 Adidas에 인수 

합병된 구 TextronicsTM의 'NuMetrex'라는 랜드의 

스포츠 라, 2007년 ZaphyrTM의 ‘Bioharness'가 표

인 사용화 제품 사례이다. Adidas는 Polar Electro와

의 업으로 스포츠 셔츠에 텍스타일 센서가 구성되어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고 운동량을 체크하는 센서가 내

장된 운동화를 개발하여 시계형태의 디스 이 장치

에 무선 송신하는 제품을 출시하 다. ZaphyrTM은 직

물센서 기술을 의류에 용하 으며 가슴의 벨트에 내

장된 센서를 통해 착용자의 호흡, 심 도, 피부온도, 동

작과 자세를 측정하여, 측정된 정보는 무선으로 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13].

스마트의류 세계 시장은 2008년 2억 달러에서 2010년 

7억 달러, 2014년 70억 달러로 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

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0% 이상(2008년 250억 

원)을 유해 나갈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의 하나로 스마트 의류를 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14]. 이와 같이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아직

까지 상용화되어 활성화된 제품은 아니지만 계속 인 

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의류를 

상으로 연구할 것이다.

2.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TAM과 련된 기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태도, 의도와의 련성을 증명하고 

있으며[15],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

인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된 사용용이성이란 특정 시

스템을 사용할 때 개인의 노력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 인 믿음을 말한다[15]. 최근에는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 으로 확장된 TAM을 기반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 애 리 이션에 한 사용

자의 심 연구[16], 인터넷 쇼핑과 련된 연구[17], 의

류 구매에 한 연구[18]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의 연구들은 TAM의 기본 가정

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수용에 한 기존의 연구

들 에서는 향력이 큰 모델 에 하나가 TAM이라

고 제안하고 있다.

Davis et al.(1992)은 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지각된 즐거

움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수용도에 한 

향력을 연구하 으며, 지각된 즐거움이란 특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인터넷 는 포털 사이트에 한 개인의 수

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지각된 즐거움이 추가된 확장

된 TAM을 활용하고 있으며[17][19], Lee et al.(2006)은 

e-커머스 웹사이트에 한 수용도를 연구하면서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승희 등(2011)은 T-commerce에 

한 사용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을 고려하여 확장된 

TAM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사회학  경 학과 련된 문헌에서 확장된 TAM을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되면서 내부 신념요인으로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함께 지각된 즐거움

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태도에 미치

는 향력을 살펴보았다[20]. 이들 연구에서 태도의 선

행요인으로 내부 신념 요인을 제안하 고, 태도는 의도

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임을 증명하 다.  다른 연구

에서는 내부 신념요인과 의도와의 계를 증명하고 있

으며[21], 이들 연구에서는 태도가 행  의도를 결정하

는 직 인 향요인이 아니며 완 한 매개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한다고 제안하 다[22]. 완 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요인인 태도를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모

형의 간소화를 해서 내부 신념요인과 의도와의 계

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첨단 기술 기반의 제품

인 스마트의류에 한 사용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지각된 즐거움을 반 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라는 내부 신념요인과 의도와의 계

를 살펴보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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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즐거움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 으로 신뢰에 한 심이 증가하면

서 소비자의 정보기술수용 과정에서 신뢰를 요한 요

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신뢰에 

한 연구는 계속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23], 정보기

술에 한 고객의 신뢰 부족은 개인 정보 설에 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기술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제품이나 서

비스에 한 구매 부족 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뢰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용합 제품의 시장이 계속 으로 성장

하면서 정보시스템에 한 기술 신뢰가 더욱더 부각되

고 있으며[24], 기술 신뢰가 기술 제품에 한 신뢰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간이 기술 융합 제품

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 신뢰가 기술 융합 제품에 한 

신뢰로 정의되고 실증 으로 연구되고 있다[25]. 온라

인 쇼핑, 모바일 뱅킹, T-commerce 등과 같은 기술 융

합 제품이나 서비스와 련된 연구에서 신뢰를 고려하

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0][26]. 최신 정보기술에 

한 고객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해서 리 활용되고 있

는 TAM 연구에서도 신뢰를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

기도 한다. TAM의 확장모형에서 신뢰는 제품에 한 

신뢰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27], 신뢰란 고

객과의 약속, 고객에 한 믿음, 공 업자에 한 고객

의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Gefen et al.(2003)은 신뢰란 고객의 의도에 맞게 결

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험을 감수하고 행 의도를 유발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계

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신뢰는 기업, 기술 등 다양한 측

면이 고려되어서 형성된다. Suh and Han(2002)은 인터

넷뱅킹 이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신뢰를 고려하고 있

으며, 유일 등(2006)의 연구에서도 이용의도의 선행요

인으로 신뢰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 기

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신뢰를 고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의류가 

첨단 기술 융합 제품이므로 이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신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신뢰는 스마트의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합리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합리 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체계 으로 처리하여 활용하고, 그 정보

를 기 로 어떤 행동을 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행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태도와 주  규범을 

제안하 고 주  규범은 사회  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  향력은 다른 사람의 행 와 경험에 

따른 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TRA는 개인의 행

에 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의 요성을 고려하고 있

으며, 개인의 행 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 향력이나 

이미지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TRA가 발 한 모형이 TAM이며 기술 채택 로세

스 측면에서 TRA는 계속 으로 활용되어 왔다. 기

의 TAM에서는 사회  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

만, 최근 확장된 TAM에서는 사회 인 규범을 반 하

고 있다[29]. 이 연구에서 사회 인 규범은 고객이 기술

을 채택할 때에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집단 내의 압력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에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Lu et al.(2005)은 모바

일 기술 기반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한 연구를 수행

하면서 사회  향력과 이용의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Kulviwat et al.(2009)은 첨단 신 제품에 한 

고객의 수용도를 측정하면서 사회  향력과 채택의

도와의 련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스마트의류는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제품이면서 신 

제품이므로 다른 사람의 행 와 경험에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력과 스마트의류 

수용의도와의 계를 악하기 하여 가설 5를 설정

하 다.

가설 5: 사회  향력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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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당 신을 구성하는 요소

들이 결합하여 기존과는 하게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을 의미한다. 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새로움이자 소비자 행동에서 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소비자 신성은 물리 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

라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

한다[31].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수용할 때 차별화되어 

지각되는 것을 신으로 보는 것이다.

패션제품에 한 신성은 소비자들이 유행에 해 

갖는 심과 요성을 의미하며[32], 유행에 해 심

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새로운 유행상품을 

더욱 빠르게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션은 유행의 

의미로 특정 스타일, 특정 색깔, 상징  의미 등 사회내

의 개인 간에 가 이루어진다. 강경 과 진 정

(2007)은 유행 신성을 유행의 향력이 높은 제품의 

새로운 스타일에 한 개인의 수용정도로 정의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패션제품에 한 유행 신성이 

패션제품 수용의도에 하여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 속에서 유행 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지

속 으로 변화하는 유행을 통해 스타일을 추구하고, 

신  제품이나 디자인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의류를 연구 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류는 첨단 기술과 의류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

는 제품이므로 패션이 가지고 있는 유행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첨단 제품

이 스마트의류에 한 유행 신성에 따라 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과 수용의도와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1: 유행 신성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6-2: 유행 신성에 따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스마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3: 유행 신성에 따라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6-4: 유행 신성에 따라 신뢰는 스마트의류 수

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6-5: 유행 신성에 따라 사회  향력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 신성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연구되어 왔으며 Rogers(1995)는 신성을 신을 

상 으로 빨리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즉 소비자들이 신 인 신제품을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지를 의미한다. 신 인 신제품은 제품

에 잠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수

용할 때에 다양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기반의 신제품인 경우 기술 인 불확실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성이 높은 첨단 기술 신제품의 경

우에 제품의 정보에 더욱 심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신 인 소비자들은 첨단 기술 기반의 신제품을 먼

 구매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한 성능, 디

자인 등 다양한 정보에 해서 많은 심을 가질 것이

며, 특히 정보기술 기반 제품의 고에도 심을 가질 

것이다. Agarwal and Prasad(1999)는 정보 기술 측면

에서 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을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할 때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기술

에 한 개인의 신성을 조 변수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신 인 소비자들은 비 신 인 소비자들에 비

해 새로운 매체를 더 쉽게 받아들여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새로운 정보에 한 호기심으로 인해 더

욱더 심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의류를 연

구 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생체 측정을 한 센서

기반 스마트의류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신제

품이므로, 정보에 한  소비자들의 신성향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신

뢰, 사회  향력이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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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차이가 날 것으로 상되므로 아래와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7-1: 정보 신성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7-2: 정보 신성에 따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스마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3: 정보 신성에 따라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7-4: 정보 신성에 따라 신뢰는 스마트의류 수

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7-5: 정보 신성에 따라 사회  향력은 스마

트의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생체 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소비자의 수용의도

를 측정하기 하여 Davis et al.(1989)이 제안한 TAM

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TAM에서 요하

게 고려하고 있는 내부 신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함께 지각된 즐거움을 고려하

다. 한 생체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신뢰를 반 하 으며, 인간의 행 를 측할 수 있는 

TRA로부터 확장된 요인인 사회  향력을 본 연구모

형에 반 하 고, 이들 요인들과 스마트의류의 수용의

도와의 계를 악하려고 한다. 생체 측정을 한 센

서기반 스마트의류는 패션의 특성과 첨단 기술의 특성

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유행을 요하게 여기는 소

비자 신성과 정보를 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신

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살펴보기 하여 [그림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TAM을 기반으로 지각된 즐거움, 신뢰, 사

회  향력을 고려하여 생체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

마트의류에 한 수용도를 측정하 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은 Davis et 

al.(1992), Yu et al.(2005), Ha and Stoel(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정제하 고, 지각된 유용성이란 

스마트의류가 개인의 생활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주

인 믿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란 스마

트의류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

며, 지각된 즐거움이란 스마트의류를 착용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주 인 믿음을 의미한다. 신뢰는 Jarvenpaa 

et al.(1999), 박 지 등(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문항을 정제하 고, 신뢰란 스마트의류에 한 반

인 믿음을 의미한다. 사회  향력은 Fishbein and 

Ajzen(1975), Lu et al.(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

목을 정제하 고, 사회  향력이란 스마트의류룰 착

용하 을 때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인 시선 등을 의미

한다. 스마트의류 수용의도는 Davis et al.(1992), Ha 

and Stoel(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정제하

고, 스마트의류에 한 이용의도를 의미한다.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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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과 정보 신성은 Rogers(1995), 강경 과 진 정

(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정제하 고, 유

행 신성이란 소비자들이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

할 것으로 생각되는 패션 제품에 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신성이란 최신 기술 정보에 심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련연구

는 [표 1]과 같다.

변수명 측정항목 관련
연구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의류는 나의 생활에 매우 유용함
스마트의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스마트의류는 내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줌
스마트의류는 나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9] 
[20]
[26]

지각된 
사용용
이성

스마트의류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음
스마트의류 이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스마트의류를 이용하는 데에 쉽게 숙달될 것임
스마트의류 사용시에 많은 노력이 필요없을 것임

지각된 
즐거움

스마트의류를 착용하면 즐거울 것임
스마트의류를 착용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임
스마트의류를 착용하는 것은 행복할 것임
스마트의류를 착용하면 멋있어 보일 것임

신뢰
스마트의류에 신뢰가 감
스마트의류 전반에 신의를 느낌
스마트의류 구매는 믿을 만함
스마트의류 제품자체를 신뢰함

[8]
[35]

사회적
영향력

친구들은 스마트의류는 일반적인 의복과 달리 외관이 좋다
고 생각할 것임
스마트의류를 입었을 때 사회적 시선 등의 부담스럽지 않음
친구들이 스마트의류 입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
친구들이 스마트의류를 입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함

[28]
[30]

수용의
도

스마트의류를 매장에서 찾아볼 의향이 있음
스마트의류를 착용해볼 의도가 있음
스마트의류를 구매할 의향이 있음

[9]
[26]

유행혁
신성

새로운 상표를 발견하면 들르게 됨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옷 입기를 시도함
최신 유행에 민감함
최신 패션 정보를 들으면 빨리 구매함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보다 유행할 것에 대해 더 관심이 많
음
특이한 패션 상품이 있는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즐거움

[33]
[34]

정보혁
신성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기술 정보에 민감한 편임
친구들에 비해 첨단 제품에 대한 광고에 민감한 편임
다른 사람들보다 첨단 제품의 성능에 민감한 편임

표 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및 관련연구

Ⅳ. 분석결과

1. 표본 및 조사방법
생체 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가 상용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 경험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행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기술에 

한 선두 집단인 학생들을 상으로 생체측정을 

한 센서 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자극물을 제시한 후 

설문을 수행하 다. 자극물에 제시된 생체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착용자의 압  맥박 등과 같

은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끼형태의 스마트의류, 

임베디드 센서로 환자의 호흡, 심장박동, 생체신호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는 마

트의류를 제시하 다. 총 25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 고, 성별로는 남성(62.9%)이 여성

(37.1%)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경상 학 학생들

이 45.7%로 상당히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공과 학(30.9%)이 상당히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

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여 내  일

성에 의해 신뢰성을 검증하 으며, 알 값이 모두 0.8이

상이므로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신뢰성 분석은 [표 2]와 같다.

　 　최종문항수 신뢰도　

지각된 유용성 4 0.879
지각된 사용용이성 4 0.914
지각된 즐거움 4 0.878
신뢰 4 0.891
사회적 영향력 4 0.678
수용의도 3 0.857
유행 혁신성 6 0.873
정보 혁신성 3 0.839

표 2. 신뢰성 분석

설문문항들의 개념타당성을 검정하기 하여 요인분

석을 수행하 고, 고유값이 1.0이상으로 8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모든 요인들의 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높은 재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 고 요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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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교회 법을 이용하 다[표 3]. 

　 (1) (2) (3) (4) (5) (6) (7) (8)
FI4 .850 -.091 -.005 .018 .101 .036 .098 .084
FI3 .816 -.074 .064 -.093 .050 .108 .112 -.029
FI5 .774 -.069 -.005 .115 -.016 -.035 .271 .003
FI6 .772 -.031 .087 .078 .031 -.163 .120 .078
FI2 .756 .151 .047 -.025 .075 .117 .074 -.085
FI1 .605 .000 .062 .071 .163 .376 .123 .026
PE2 -.098 .897 .137 .116 .018 .056 .158 .001
PE3 -.035 .869 .029 .091 .080 .085 .041 .164
PE1 -.016 .868 .203 .055 .021 .040 .147 .046
PE4 .033 .836 .052 .021 .032 .118 -.007 .078
TR1 .013 .134 .842 .132 .122 .179 .050 .068
TR3 -.025 .044 .834 .120 .194 .119 .045 .059
TR2 .088 .111 .826 .214 .217 .087 .006 -.022
TR4 .150 .146 .772 .108 .159 .040 -.011 .092
PU1 -.050 .126 .124 .808 .153 .208 .057 -.001
PU3 .049 .030 .159 .805 .230 .226 .060 .037
PU4 .018 .092 .207 .765 .121 .184 .076 .089
PU2 .113 .049 .120 .716 .376 .160 -.003 .061
PP2 .078 .067 .261 .231 .836 .171 .031 .036
PP3 .097 .056 .298 .176 .820 .059 .035 .076
PP1 .108 .152 .174 .234 .770 .162 -.026 .008
PP4 .084 -.110 .070 .180 .682 .308 .010 .156
PI1 .072 .126 .135 .306 .225 .769 .076 .054
PI2 .080 .150 .143 .274 .169 .758 .095 .065
PI3 .082 .103 .189 .259 .247 .734 -.068 .076
II1 .196 .186 .081 -.016 -.014 -.080 .835 -.024
II3 .280 .103 .011 .162 .045 .104 .805 -.018
II2 .429 .056 -.028 .055 .005 .117 .735 .060
SO3 .087 .154 .020 .067 -.079 .020 -.080 .783
SO2 .066 .099 .085 .116 .051 .026 -.036 .757
SO4 -.008 .025 -.045 .054 .184 .058 .011 .735
SO1 -.162 -.039 .215 -.209 .060 .075 .250 .507
고유값 8.123 4.180 3.084 2.023 1.959 1.433 1.246 1.128
분산 25.38413.062 9.637 6.323 6.120 4.478 3.895 3.525
누적
분산 25.38438.44648.08354.40660.52665.00468.89972.424

(1): 유행혁신성, (2): 지각된이용용이성, (3): 신뢰, (4): 지각된유용성, 
(5): 지각된 즐거움, (6): 수용의도, (7): 정보혁신성, (8): 사회적영향력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모든 변수들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피어슨 

상 계 분석을 실시하 고, 모두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어 기 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피어슨 상 계수를 통한 상 분석결과

가 다 공선성의 기 인 0.80보다 작으므로 다 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좋다고 단되었다[표 4].

 (1) (2) (3) (4) (5) (6)

지각된유용성(1) 1
지각된사용용이성(2) .221** 1
지각된 즐거움(3) .543** .148* 1
신뢰(4) .407** .269** .478** 1
사회적영향력(5) .135* .187** .189** .175** 1
의도(6) .578** .269** .535** .394** .174** 1
유의수준:  *p<0.05, **p<0.01

표 4. 상관관계분석

3. 가설검정결과
다 공선성은 공차한계와 분산확 지수(VIF)를 통

해 살펴볼 수 있고, 공차한계는 1 이하의 값으로 다 공

선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분산확 지수는 공차

한계의 역수로 10보다 작고, 1에 가까울수록 다 공선

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모든 요인들은 이와 

같은 기 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는 다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 으며, 가설검정결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설 B
표
오차

β t R
2 채택
여부

가설1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 0.452 0.076 0.3665.952***

0.427

채택

가설2 지각된 사용용이성
->수용의도 0.135 0.060 0.120 2.253** 채택

가설3 지각된 즐거움
->수용의도 0.328 0.076 0.2764.312*** 채택

가설4 신뢰
->수용의도 0.098 0.079 0.074 1.245 기각

가설5 사회적 영향력
->수용의도 0.049 0.068 0.038 0.723 기각

유의수준: *p<0.1, **p<0.05, ***<0.01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스마트의류에 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

성, 지각된 즐거움은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1, 가설2, 가설3은 채택

되었다. 반면, 스마트의류에 한 신뢰와 사회  향력

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

로 가설4와 가설5는 기각되었다. Ha and Stoel(2009)은 

온라인 쇼핑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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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Yu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신뢰는 이용의도에 정

인 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Lee 

et al.(2006)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즐거

움은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Lu et al.(2005)은 모바일 기술 기반의 무선 인터넷 서비

스 채택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사회  향력이 

채택의도에 정 인 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내재  동기가 포함된 TAM 모형 연구에

서는 정보기술 사용의 재미 인 측면에서 내재  동기

가 이용의도에 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스마트의류에 한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설명하 다는 

데에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외부

인 향 요인인 사회  향력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

지 않은 스마트의류의 경우에는 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

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이원

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6][표 7]

과 같다. 

지각된 즐거움과 유행 신성, 신뢰와 유행 신성, 사

회  향력과 유행 신성과의 상호작용이 스마트의류

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6-3, 가설 6-4, 가설 6-5는 채택되었다. 반면 지각된 유

용성과 유행 신성,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행 신성

과의 상호작용성이 스마트의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설 6-1과 6-2는 기각

되었다.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정보 신성, 지각된 즐거움과 

정보 신성, 사회  향력과 정보 신성과의 상호작

용성이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가설 6-2, 가설 6-3, 가설 6-5는 채택되

었다. 반면,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 신성, 신뢰와 정보

신성과의 상호작용성이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설 6-1과 가

설 6-4는 기각되었다.

가설 R
2

F값 유의확률 채택여부

가설
6-1

지각된유용성(PU) 수용
의도 0.817

4.809 0.000***
기각유행혁신성(FI) 1.253 0.223

PU*FI 0.692 0.954
가설
6-2

지각된사용용이성(PE) 수용
의도 0.777

1.092 0.380
기각유행혁신성 1.730 0.033

PE*FI 1.082 0.371
가설
6-3

지각된즐거움(PP) 수용
의도 0.870

5.907 0.000***
채택유행혁신성 2.048 0.007***

PP*FI 1.630 0.017**
가설
6-4

신뢰(TR) 수용
의도 0.845

4.609 0.000***
채택유행혁신성 2.002 0.009***

TR*FI 1.574 0.022**
가설
6-5

사회적영향력(SO) 수용
의도 0.833

1.622 0.081*
채택유행혁신성 1.990 0.011**

SO*FI 1.444 0.059*
유의수준: *p<0.1, **p<0.05,***<0.01

표 6. 유행혁신성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가설 R
2

F값 유의확률 채택여부

가설
6-1

지각된유용성(PU) 수용
의도 0.739

6.483 0.000***
기각정보혁신성(II) 0.857 0.630

PU*II 0.953 0.595
가설
6-2

지각된사용용이성(PE) 수용
의도 0.662

1.527 0.083*
채택정보혁신성 1.127 0.339

PE*II 1.358 0.068*
가설
6-3

지각된즐거움(PP) 수용
의도 0.774

6.077 0.000***
채택정보혁신성 1.697 0.053*

PP*II 1.464 0.032**
가설
6-4

신뢰(TR) 수용
의도 0.714

4.977 0.000
기각정보혁신성 1.294 0.208***

TR*II 1.275 0.117
가설
6-5

사회적영향력(SO) 수용
의도 0.722

2.582 0.001***
채택정보혁신성 0.954 0.518

SO*II 1.556 0.016**
유의수준: *p<0.1, **p<0.05,***<0.01

표 7. 정보혁신성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Ⅴ. 결과

1. 결론 및 한계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의류는 

최신 정보기술과 의류의 속성이 목된 미래형 의류이

므로 시장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

려고 한다. 스마트의류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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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지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이 스마트의

류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 유행 신성

과 정보 신성이라는 소비자 신성의 조 효과를 분석

하는 것이 연구의 목 이다.

생체측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기술 수용 측면에서 

선두집단인 학생들을 상으로 스마트의류에 한 

자극물을 제시한 후 설문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첫

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은 스마트의류의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

며, Ha and Stoel(2009)과 Yu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반면 신뢰와 사회  향력은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행 신성에 따른 지각

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신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는 패션 정보에 더욱 심이 

많으며 쇼핑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한 유행이나 패션에 심이 많은 집단

일수록 스마트의류라는 제품에 해 심을 가지고 신

뢰하게 되면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

의 외 이나 유행을 요하게 고려하는 집단일수록 사

회  향력이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보 신성에 따른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사회  향력이 스

마트의류의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신 기술 정보나 성능에 민감한 고객일

수록 스마트의류의 사용이 편리하다면 좀 더 수용하려

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신 정보 기술이나 고에 

해서 심이 많은 고객일수록 재미나 즐거움을 높게 지

각하게 된다면 스마트의류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한 

정보 기술 정보나 제품 성능 정보에 한 심이 많은 

고객일수록 스마트의류에 한 사회  향력이 수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센서기반 스마트

의류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으므로 모든 연령층을 상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향후 생

체측정을 한 스마트의류가 상용화된다면 스마트의류 

착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하

여야 할 것이다.

2. 토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에 한 수용도를 측

정하기 하여 TAM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하

고,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수행

하 다. 

TAM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각

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은 수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증명되었고 이와 

련된 학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쇼

핑몰에서 매되는 기존의 제품  서비스에 한 소비

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하여 TAM을 용하 고, 

이와 련된 연구들도 TAM의 확장모형을 활용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이 

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36]. 스마트의류에 한 

태도도 기존의 제품  서비스 수용에 한 태도와 유

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의류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TAM을 기

반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에 한 소비자 수용도를 악하기 하여 

TAM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반의 서비스를 연구할 때

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체측

정을 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첨단 기술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인 우수성과 편리성이 

요한 요인으로 증명되었으며, 내재  동기 요인인 즐거

움도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지만, 신뢰와 사회  

향력은 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웹사이트에서 매되는 제품들

과 련된 연구를 보면 신뢰와 사회  향력이 요한 

요인임을 보여 다. 즉, 기존의 제품은 신뢰와 사회  

향력이 요하지만 기 도입단계에 있는 센서기반 

스마트의류 측면에서는 요하지 않은 요인인 것이다.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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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기반의 의류이므로 외 인 측면보다는 첨단

의류의 센서기능, 건강 리 기능 등과 같이 특수한 기

능에 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의류의 특정 

기능에 심이 있는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심보다는 스마트의류 자체에 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스마트의류 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스마트의류의 기능 인 품질, 기술 인 품질 등에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

구를 해서 본 연구는 기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TAM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실

무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수용에 

합한 모델로써 지 까지 TAM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TAM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부 신념 요인

과 함께 지각된 즐거움, 신뢰, 사회  향력을 고려한 

확장된 TAM을 용하 다. 분석결과 스마트의류에서 

내부 신념 요인들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스마트의류가 활성화되어 업체들이 스마트의류를 

제작할 때에 외 보다는 유용성이나 편리성을 요하

게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다. 둘째, 

스마트의류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함

께 지각된 즐거움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센

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첨단 기술 기반의 의류이므로 패

션 인 측면보다는 실용 인 측면이 강한 의류이다. 하

지만 소비자들은 실용 인 측면이 요하다고 인식하

면서도, 더불어 재미나 흥미가 유발될 때 스마트의류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의류 련 업체들이 스마트의류

에 한 고나 매 진 략을 수립할 때에 스마트의

류의 기능과 함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첨

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수정된 TAM을 기반으로 스마트의류의 소비자 수용

도를 측정한 후에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의 조 효

과를 살펴보았으며, 조 효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얻

게 되는 학문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사용자 특성인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을 조 변

수로 선정하여, 스마트의류 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분석 결과 스마트의류에 한 연구에서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은 요한 조 변수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향후 센서기반 스마트의류가 활성화되었

을 때 이와 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스마트의

류에 한 사용자 특성을 조 변수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하여 의미 있는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이 있는 소비자들은 스마트의류에 한 지각된 즐

거움이 높을수록 는 사회 인 향력이 클수록 스마

트의류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용

자 신성을 고려한 연구에서 스마트의류와 같이 첨단

기술 기반 제품에 해서는 즐거움과 사회  향력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향후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을 연구할 때에 즐거움과 사회  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유행 신성과 기술 신성의 조 효과를 고려한 후,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

의류와 련된 기존의 연구는 은 편이며, 특히 기존

의 연구들은 TAM을 기반으로 스마트의류 수용에 미

치는 요인들을 연구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마트의

류 사용자 특성인 유행 신성과 정보 신성의 조 효

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마트의류에 한 

소비자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악할 수 있

었지만, 본 연구는 소비자성향에 따라 신념요인들이 스

마트의류 수용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다. 를 

들면, 유행에 민감한 고객들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보다 

스마트의류의 유용성으로 인해 스마트의류를 구매하려

고 할 수 있다. 즉, 스마트의류 련 업체들은 유행이나 

기술에 민감한 고객들을 표 고객으로 선정하고, 이들

을 상으로 스마트의류의 기능 , 기술  우수성을 알

릴 수 있다면 스마트의류의 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 신성 에서 유행 신성을 조 변수로 

측정하 으며, 패션 제품에 한 유행성을 요하게 고

려하는 집단일수록 스마트의류가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고, 사회 인 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스마트의류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행 신성이 있는 고객들을 

상으로 스마트의류를 매하고자 한다면, 의류의 기

능 인 측면도 요하지만 그보다는 외 인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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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더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의류 제조업체들은 유행에 민감한 고객들을 해서 트

드를 따라갈 수 있는 스마트의류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보 신성은 스마트의류 수

용에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정보기술 정보

에 심이 많은 고객일수록 스마트의류의 사용성이나 

즐거움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를 들면, 기술에 심이 많은 고객들을 상으

로 스마트의류를 매하고자 한다면, 스마트의류의 사

용이 편리하고 흥미롭다면 소비자들은 심을 가질 것

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의류 업체들이 어떤 소비자들을 

상으로 표 고객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제품 제조, 

고 략, 매 진 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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