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6.123

혁신저항 모형에 기반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의도 연구 
- 혁신특성, 소비자 특성, 혁신저항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tention to Use Wrist-worn Wearable Devices Based on Innovation 
Resistance Model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Resistance 

신재권, 이상우

연세 학교 정보 학원

Jae-Gwon Shin(jaeshin@yonsei.ac.kr), Sang-Woo Lee(leesw726@yonsei.ac.kr)

 요약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된 사물인터넷 가상세계가 다가오면서  세계로

부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활성화는 기 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을 해서는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항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항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을 

맞추어, 신 항이 신특성과 소비자특성 변인을 매개하여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의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비자가 인지하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신 특성

요인  상  이 , 개선된 신기 , 복잡성, 재정  험, 신체  험 등이 신 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 특성요인  신성향과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가 신 항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신 항이 신특성과 소비자특성을 매개하여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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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nternet of things has come into the spotlight, wearable devices have been emerging 

as a new and growing market and the next hot thing in the world. However, wearable device 

growth in the market has not met expectations. For continued growth and diffusion of wearable 

device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user resistance factors to them. This study gives attention 

to people who have resistance to wearable devices' tendency towards innovative uses. 

Specificall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which factors influence consumers' resistance and 

intention to use wrist-worn wearable devices, which are in high demand among wearable 

devic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relative advantage, innovation expectation, 

complexity, financial risk and physical risk are the predictors of innovation resistance on 

wrist-worn wearable devices. And consumers' resistance affects the intention of positive 

acceptance. These finding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sumer resistance to the wrist-worn 

weara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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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

결된 사물인터넷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와 항상 연결되

어 있는 장치로 ‘안경, 시계처럼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

 행 를 할 수 있는 자기기’로 정의할 수 있다[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부터 지

속 으로 증가하여 출하 수를 기 으로 2015년 재 

7천 6백만 를 넘어섰고, 2018년까지 연간 4억 8500만

의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측된다[2][3].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목 별로 크게 피트니스, 헬스

어, 인포테인먼트, 군사/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이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인포테인먼트와 피트니

스군 제품이며 특히,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체 시장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측된다[5]. 삼성, LG, 애 , 모

토롤라 등은 인포테인먼트와 개인의 건강정보를 체크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지속 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물인터넷의 시장 성장

을 이끄는 매제가 될 것으로 망된다[6]. 최근 구

의 알 고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

넷의 결합은 모든 산업에서 정보 달을 용이하게 해 주

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시킴으로써 인류의 새

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기 가 높아지고 있다[7]. 

그러나 2015년 재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매량은 약 3천만 로 2015년 스마트폰 매 수 추정

치인 14억 의 2% 수 에 그치고 있다[8]. 이는 출시 

후 4년 만에 보 률이 50%를 넘어선 스마트폰에 비해 

조한 성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수익의 

빈자리를 채워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고 보기 어렵다. 각종 매체에서도 손목형 웨어러블 디

바이스가 스마트폰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 지속된다면 손목형 웨어

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의 보조제 혹은 액세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9].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물인터넷의 시장 

성장을 이끄는 매제인 만큼, 사물인터넷 시장의 활성

화를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이 기 보다 조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신 항모형을 

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

고 선호도가 높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을 

맞추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항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신에 한 항이란 수용이나 확산의 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수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

스러운 태도로 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이다[10][11]. 신 

항 모형을 처음 제시한 Ram[10]은 사용자가 신 기

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 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잠재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확산이 더

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

[10][12-14]. 반면, 그동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련

된 연구들은 체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우리 사회에

서 채택될 것인지, 만약 그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 있다[15-17]. 하지만 신 항 모형을 바

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 확산을 더디게 하는 

항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는 

재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항 요인을 신

항 모형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이해 계자에게 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제작  마  수립에 실무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 행태와 목 별로 유형을 

나  수 있다. 먼 , 착용 형태에 의해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구분하자면 머리나 손목, 팔에 착용할 수 있는 액

세서리형, 의복 형태인 의류형, 신체에 부착하는 신체부

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17].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형은 액세서리형이며 그  손목

시계의 선호도가 68.8%로 팔 /밴드(48.5%), 안경

(28.5%), 헤드폰/헤드셋(26.2%), 선 라스(17.4%)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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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시장에서 출시되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

목시계 형태의 모바일 기기와 소형 모니터를 통합해 인

터넷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일

종의 컴퓨터이며[18], 스마트폰과 같이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OS(Operating System)가 설치되어 랫폼 

상에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목 별로 크게 피트니스, 헬스

어, 인포테인먼트, 군사/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4], 피트니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징은 수치화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거리, 속도, 칼로리 심장 박동 수 등을 

체크할 수 있다. 헬스 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치료 

목 으로 시간과 장소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

단, 치료, 방 등의 보건의료  건강 리를 제공한다. 

인포테인먼트는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

의 합성어로, 정보의 달과 함께 오락성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뜻한다[19]. 인포테인먼트 계열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근본 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 SMS 수발

신, 보이스 메모, 사진  동 상 촬 , 게임, 동 상 재

생, 인터넷 속 등이 있다[4]. 재 출시된 손목형 웨어

러블 디바이스는 주로 인포테인먼트와 피트니스 기능

이 통합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다[5]. 

요약해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형  착용행태에

서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목 별로는 인포테

인먼트와 피트니스가 상 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

고 있다. 

2. 혁신저항모형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에 한 채택 요인을 연구한 

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은 다양한 이론  배경 

하에 신 채택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

증해 온 이론이다. 특히, 이들은 조직의 업무성과를 개

선하기 해 도입되는 정보기술의 수용뿐만 아니라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데 표

으로 사용되어 왔다.

Rogers[12]는 신은 잠재  채택자가 새롭다고 인

식하는 아이디어, 행, 사물이라고 정의하고 신 채택

의 정도는 인지된 신의 특징에 의해 달라진다고 주장

하 다. 그러나 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은 신

의 기술  특징에만 을 맞추고 신채택 향요인

만을 제시하여[20], 새로운 미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

서 수반되는 신을 거부하는 심리  요인에 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2][13][21]. 

재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연구 한 부

분 신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이용 동기에 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손 정

[17]은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학생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소비자에

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쾌락  동기가 높다는 사

실을 바탕으로 고를 보다 더 흥미롭게 달할 수 있

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마  의 시사 을 제공하

다.

하지만 지 까지 진행된 국내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의 공통 은 기술수용모형을 사용하 고, 모든 사

람들이 신을 정 으로 받아들인다는 편견과 모든 

신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는 가정으

로 확산이 낮거나 늦은 이유에 해서는 제 로 설명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0][12-14].

재 사물인터넷의 도래와 스마트폰의 차세  디바

이스로 각 받아 매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017년 체 모바일 시장의 80%

를 유할 것이라고 측되고 있다. 하지만, 손목형 웨

어러블 디바이스 매량은 스마트폰 매량의 1%에 지

나지 않고 있어[8],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속도는 

조한 편이라 볼 수 있다[2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빠른 

확산을 해서는 확산속도가 조한 이유를 찾아 보완

해야 한다. 이를 해 제안된 모형이 Ram[10]의 신

항모형이다. 

신 항은 Sheth[13]가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하

고 Ram[10]이 Sheth의 개념을 바탕으로 신 항모델

을 제안하 다. 여기서 신은 지식, 설득, 결정, 실행, 

확인의 단계를 걸쳐 사람들에게 수용된다[12]. 

신에 한 수용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신이 가져다  변화에 한 기 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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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나 불확실성, 의구심 등의 부정 인 느낌을 동

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혹은 거부가 일어나게 된다[12][13]. 

한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부정 인 태도는 신을 

받아들이는 과정 혹은 신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이용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신 항은 수용이

나 확산의 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수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이  상태를 유

지하려고 하는 부정 인 행동이다[10][11]. 한, 소비

자들의 항이 높으면 채택시기가 늦어지거나 확산되

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멸된다[10][23]. 그 기 때문에 

신을 거부하는 부정 인 태도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

요가 있다[2][21][24][25]. 즉, 신 항모형은 신에 

한 소비자의 부정 인 태도를 악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신 항을 “소비자가 

신 인 제품/서비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

를 거부하거나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정 인 

태도”로 정의하여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신 항은 수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혁신저항 결정요인
Ram[10]의 신 항모형 측변인은 신확산이론

의 신에 한 이용자의 항을 유발하는 신채택 결

정요인들로부터 도출되었다. 신 항의 측변인은 

크게 신특성, 소비자특성, 확산기제로 구분된다[10]. 

소비자는 신과 함으로써 신에 노출되고 그러

한  과정은 하나 이상의 확산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특성은 신 인 제품의 기술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소비자 종속  변인과 소비자 독립  변인으

로 구분된다. 소비자 종속  변인은 소비자의 인지  

차이에 의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변인이며 소비자 

독립  변인은 소비자의 차이와 상 없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10][23][26]. 다만, 신 항에 

한 연구 상은 부분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

는 소비자 종속  변인을 심으로 소비자의 신 항

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본 연구가 부분이다

[26-28]. 

신특성의 소비자 종속  변인은 상  이 , 합

성, 복잡성, 개선된 신기 , 지각된 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0], 특히 신특성의 소비자 종속  변인인 

인지된 험은 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험을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Peter와 Ryan[29]은 측의 불확

실성에 따른 험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용의사결정

에 있어 부정 인 향이 있다고 하 다. 이에, 

Ram[10]은 신이 포함하고 있는 험에 따라 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험이 높으면 신 항이 높아진다

는 명제를 제시하 다. 하지만 인지된 험은 여러 가

지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의 험으로

만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Zikmund와 

Scott[30]는 지각된 험을 재정  험, 신체  험, 

기능  험, 시간  험, 사회  험 등으로 구분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도 신특성 

요인이 신 항에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상하고, 

신특성 요인을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요인인 상  

이 , 합성, 복잡성, 개선된 신기 , 인지된 험(재

정 , 신체 , 기능 , 시간 )으로 구성하여 연구문제 

1을 도출하 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신특성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신 항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

신 항모형의 측변인인 소비자 특성은 인구통계

학  변인과 심리  변인으로 구분된다. 인구통계학  

변인은 연령, 교육수 , 소득의 변수들로 신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10].

심리  변인은 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향을 악

할 수 있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태도나 

성향, 가치에 따라 신 항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10]. 지 까지 진행된 신 항과 련된 연구

에서 신 항에 미치는 심리  변인의 주요 변수는 사

회  이미지, 신성향, 기존제품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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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사회  이미지는 사회 으로 신을 채택함으

로써 자신의 사회  지 나 이미지가 증 된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28]. 신성향은 근본 인 개인의 속

성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개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31]. 즉 개인이 신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되는 변화를 

정 으로 수용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신 항이 낮

아진다는 것이다[32]. 심리  변인의 기존 제품 태도는 

새로운 신을 채택하기  기존 제품에 한 사용도와 

만족도를 나타낸다[10][26].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신성향, 사회  이미지, 기존 제품 태도로 구성

된 소비자특성 변인이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상하여 연구문제 2

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소비자특성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신 항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

앞서, 신 항은 수용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

운 태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수용, 확산으로 이어

지는 과정변수라고 설명하 다[11]. Rogers[12]는 신

항이 극복될 때 수용과 확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

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 다. 김

종호[33]는 인터넷서비스 수용과정에서 소비자 항의 

매개역할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도 손

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이 신특성, 소비자 

특성과 수용의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단하여 연구문제 3을 도출하 다.

연구문제 3.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은 

신특성, 소비자 특성과 수용의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III.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도출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회 구성원들

에게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신이라고 보

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앞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검증된 변수들로 구성한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윤수경[26]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신의 이 이 

과거 다른 신의 경험보다 높다고 인지된다면 신에 

한 소비자들의 항은 낮아진다는 Ram[10]의 명제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상  이 이 신 항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

로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1. 소비자의 신특성인 상  이 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합성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 과거의 

경험, 필요의 부합 정도를 나타낸다[33]. Ram[10]과 박

병권[31]은 합성이 높을수록 신 항이 낮아진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합성이 신 항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2. 소비자의 신특성인 합성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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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은 새로운 신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이용

하기 쉬운지를 나타낸다[10][34]. 김종호[32]는 소비자

가 인지하는 신에 한 복잡성이 높을수록 신 항

이 높아진다는 Ram[10]의 명제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도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복잡성

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질 것이라고 단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3. 소비자의 신특성인 복잡성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정(+)

의 향을  것이다.

Holak[35]은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신이 등장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 가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개선된 

신기 가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질 것이라는 

Ram[10]의 주장이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도 

용될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4. 소비자의 신특성인 개선된 신기

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정(+)의 향을  것이다.

Dhebar[36]는 소비자가 신을 채택함으로써  

손실에 한 우려로 인지되는 재정  험이 높다고 인

지될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매와 유지에 한 재정  

험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고 단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5. 소비자의 신특성인 재정  험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정(+)의 향을  것이다.

Ganiere[37]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에 한 신체

 험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 본 연구에서도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 수나 시력감퇴와 같은 신체  험

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고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6. 소비자의 신특성인 신체  험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정(+)의 향을  것이다.

Szmigin과 Foxall[38]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에 

한 기능  험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즉, 제품이 기 만큼 제

로 작동할지에 한 우려가 높을수록 신 항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23].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

른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들을 학습해야 

하는 기능  험이 존재할 수 있기에, 기능  험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고 단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7. 소비자의 신특성인 기능  험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정(+)의 향을  것이다.

시간  험이란 신을 채택할 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우려를 의미한다. 3DTV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시간  험이 높아질수록 신 항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목형 웨어

러블 디바이스 한 새로운 기능들을 학습하기까지 시

간  험이 발생하여 신 항이 높아진다고 단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1-8. 소비자의 신특성인 시간  험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정(+)의 향을  것이다.

신성향은 개인이 신을 한결같이 호의 이거나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으로, 김종호[32]는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신성향이 높을수록 신

항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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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의 신성향이 높을수록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 한 신 항이 낮아진다고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2-1. 소비자의 소비자특성인 신성향은 손

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부(-)의 향을  것이다.

장용호[28]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채택하여 사회  

지 가 높아지거나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인지하면 

신 항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사회  이미지가 

높을수록 신 항이 낮아질 것이라고 단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2-2. 소비자의 소비자특성인 사회  이미지

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부(-)의 향을  것이다.

윤수경[26]은 자책 수용에 있어 기존 제품인 종이

책에 한 사용도와 만족도가 높으면 자책에 한 

신 항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이에 손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 응되는 소비자의 기존 제품에 한 태

도가 정 이면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신

항이 높아질 것이라고 단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품 태도를 모바일 디바

이스와 아날로그 시계로 구분하 다. 모바일 디바이스

의 경우,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이 기존 모

바일 디바이스와 유사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

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체 할 것이라 응답

한 소비자가 43.1%에 달하기 때문에[2] 기존 제품으로 

구분하 다. 한 기존 아날로그 시계와 유사한 원형 

모양으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추세

를 반 하여 기존 아날로그 시계를 기존 제품에 포함시

켰다. 이처럼, 소비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태도와 기

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가 높을수록 신 항이 높

아질 것이라고 단하여 연구가설 2-3과 2-4를 도출하

다.

연구가설 2-3. 소비자의 소비자특성인 모바일 디바이

스 제품태도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

이스 신 항에 정(+)의 향을  것

이다.

연구가설 2-4. 소비자의 소비자특성인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

바이스 신 항에 정(+)의 향을  

것이다.

인터넷 수용과정에서 소비자의 항의 매개역할을 

연구한 김종호[33]는 소비자의 신 항이 높을수록 수

용의도는 낮아진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신 항이 극

복될 때 수용과 확산이 일어난다는 Rogers[12]의 주장

과 동일한 입장을 보 다. 따라서 손목형 웨어러블 디

바이스 수용과정에서 소비자의 신 항이 신특성과 

소비자 특성을 매개하여 수용의도에 부(-)의 향을  

것으로 단하고 연구가설 3-1을 도출하 다.

연구가설 3-1.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은 

신특성, 소비자 특성을 매개하여 수

용의도에 부(-)의 향을  것이다.

2.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설명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상  이 , 

합성, 복잡성, 개선된 신기 , 재정  험, 신체  

험, 기능  험, 시간  험, 신성향, 사회  이미

지, 기존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태도, 기존 아날로그 시

계 제품 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신 항을 매

개변수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그리고 

요인에 한 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연구 목 에 따라 연구 변수와 연구문항을 구성한 설

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4일간 응답을 수집하 고 불성

실하게 응답한 71명을 제외한 921명의 설문지를 상

으로 데이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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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정 정의 및 선행연구
변인 조작  정의 선행연구

상대적 이점 웨어러블 디바이스 채택으로 인
한 이점 [10][26]

적합성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가 갖고 있
는 기존 가치, 과거의 경험, 필요
에 부합하는 정도

[10][31]

재정적 위험 혁신채택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
의 정도 [10][36]

신체적 위험 혁신채택과 관련된 신체적 위험
의 정도 [10][37]

기능적 위험 혁신채택과 관련된 기능적 위험
(성능 불확실성)의 정도 [10][23][38]

시간적 위험 혁신채택과 관련된 시간적 위험
의 정도 [10][28]

복잡성
아이디어의 복잡성(이해하기 쉬
운가)이고 둘째는 실행 차원의 
복잡성(이용하기 쉬운가)의 정도

[10][32][34]

개선된 혁신기대 보다 좋은 성능의 손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 출현 기대 [10][35]

혁신성향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
호와 자신감 [31][32]

기존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태도

기존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에 대
한 사용도와 만족도 [10][26]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에 대한 
사용도와 만족도 [10][26]

사회적 이미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함으
로써 사회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가 증대된다고 믿
는 정도

[28]

혁신저항
웨어러블 디바이스 채택이 야기
하는 변화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거부감

[10][12][32]

수용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용하려
는 의도 [10][12][32]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참가한 921명의 성별은 남성이 816

명(88.6%), 여성이 105명(11.4%)으로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10 가 102명(11.1%), 20 가 436명

(47.3%), 30 가 260명(28.2%), 40 가 109명(11.8%)으

로 20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학교 졸업이 597명(5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소득은 1-100만원 미만이 188명(20.4%), 

200-300만원 미만이 188명(2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 없음(19.0%), 100-200만원 미만(14.3%)

으로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이 연구의 의도에 맞게 측

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베리맥스(Varimax) 요인회

 기법을 통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다. 

요인 재량이 .500이하이거나 다른 요인들과 함께 

요인 재량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설문 항목을 제외하

여 총 33개의 신특성과 소비자특성 설문 항목이 10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추출된 요인  신특성은 상  이 , 재정  

험, 신체  험, 재정  험, 복잡성, 개선된 신기  

6개 요인, 소비자 특성은 신성향, 기존 모바일 디바이

스 태도, 기존 아날로그 시계 태도, 사회  이미지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평균분산 

추출값(AVE) 한 기 치인 0.5 이상으로 높은 수렴타

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R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 서로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 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 상 계를 나타내는 별타당성을 살

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AVE 제곱근 값  가장 작은 

값(0.78)이 가장 큰 상 계수(0.57)보다 상회하여 본 측

정모형은 별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2.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AVE CR 크론바흐 알

상대적 이점 0.727 0.930 0.907
복잡성 0.771 0.909 0.853
개선된 혁신기대 0.902 0.948 0.892
재정적 위험 0.783 0.915 0.860
신체적 위험 0.597 0.855 0.777
기능적 위험 0.791 0.919 0.868
혁신성향 0.677 0.893 0.841
사회적 이미지 0.753 0.857 0.843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 태도 0.687 0.867 0.784
아날로그 시계 제품 태도 0.819 0.932 0.893
혁신저항 0.682 0.895 0.843
수용의도 0.810 0.928 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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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과정
분석 결과,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값이 0.613이고 

체 합도가 0.544로 구조모형의 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가설 검증을 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를 구하고 PLS의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

해 경로계수의 t-값을 구하 다. 분석결과, [표 3]와 같

이 신 특성 변인에서는 상  이 (t=7.845, 

p<0.001), 개선된 신기 (t=3.264, p<0.01)이 신

항에 부(-)의 향을, 복잡성(t=3.405, p<0.01), 재정  

험(t=11.719, p<0.001), 신체  험(t=4.906, 

p<0.001), 이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3, 1-5, 1-6은 채택되었

고, 가설 1-4, 1-7은 기각되었다.

표 3.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계수 t 유의확률

상대적 이점        
→ 혁신저항(-) -0.243 7.845 .000***
복잡성 
→ 혁신저항(+) 0.105 3.405 .001**
개선된 혁신기대
→ 혁신저항(+) -0.095 3.264 .001**
재정적 위험
→ 혁신저항(+) 0.392 11.719 .000***
신체적 위험
→ 혁신저항(+) 0.132 4.906 .000***
기능적 위험
→ 혁신저항(+) 0.004 0.149 .882
혁신성향           
→ 혁신저항(-) -0.102 3.57 .000***
사회적 이미지 
→ 혁신저항(-) -0.014 0.574 .566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태도
→ 혁신저항(+) 0.014 0.632 .528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
→ 혁신저항(+) 0.076 3.282 .001**
혁신저항
→ 수용의도(-) -0.79 53.247 .000***

p<.05*, p<.01**, p<.001***

이어, 소비자 특성 변인인 신성향(t=3.57, p<0.001)

은 신 항에 부(-)의 향을,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

품태도(t=3.282, p<0.01)는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4는 채택

되었고, 가설 2-2. 2-3은 기각되었다

한, 신 항에서 수용의도로 가는 경로계수는 

-0.79로 신 항은 수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 항은 독립변인(상  이

, 복잡성, 개선된 신기 , 재정  험, 신체  험, 

신성향, 기존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과 수용의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

결된 사물인터넷 가상세계가 다가오면서  세계로부

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사물인

터넷 시장 선 을 해 수요가 가장 많은 손목형 웨어

러블 디바이스를 지속 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시장 활

성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신의 확산을 해서는 

소비자 항요인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항을 극복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항과 항요인에 을 두어 연구

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신 특성요인 

 상  이 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

에 부(-)의 향을 미쳤다. 한 복잡성, 재정  험, 

신체  험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가격에 비해 손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 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느껴 신

항이 높아진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는 재 시장

에서 소비자가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용해야 

할 만한 이 이 부족하다고 보도하는 내용[9]과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과 확

산을 해서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격을 낮추

고 소비자에게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채택하여 

얻는 이 에 을 두어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소비자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신체

으로 불편하고 험하며 사용하기 복잡하다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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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항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  험과 

복잡성이 낮다는 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볍고 

신체움직임에 제약이 없도록, 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개선해야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과 확산이 빠

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소비자 특성요인  신성

향이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부(-)의 

향을, 아날로그 시계 제품태도가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시계에 한 높은 선호도로 인해 이  상태를 유지하려

고 하는 부정 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11].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 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기존 아날로그 시계 

모양과 가까운 원형 모양의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제작하고 있는 추세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모바일 디바이스 보다는 아날로

그 시계를 체재로 보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은 신특

성, 소비자특성과 수용의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 항이 낮아질수록 수용의도

가 높아지는 사실을 밝 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항이 

높으면 채택시기가 늦어지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시장

에 소멸된다는 Ram[1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과 확산을 해서는 

신 항에 미치는 요인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을 시사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 확산을 더디게 하

는 항요인이 무엇인지 신 항 모형을 바탕으로 살

펴보았다. 이는 신 기술의 채택 요인에 을 맞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소비자 특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

와는 달리 신 항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했다는 에

서 학술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신

항 요인을 토 로 소비자 계층별 확산 략을 도출하

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시사 을 제공하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가 갖는 한계 은 아래와 같다.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재 웨어러블 디

바이스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다른 유형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수요도 존재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 샘  확보의 편의를 

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손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 항에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다 보편화 

된 시 에서, 연구 샘 의 모집단을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로 확장시켜 연구의 보편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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