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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스

마트폰 시장이 최근 성숙기에 접어들고 성장률

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수익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 중 사람

의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기를 의미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는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

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및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급격이 진행

되면서 의료․교육․오락․스포츠 등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014).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웨

어러블 디바이스로는 주로 액세서리 형태로 스

마트폰과 연동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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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워치(smart watch), 사용자의 일상이나 운

동정보를 기록하는 액티비티 트래커(activity 

tracker)나 스마트밴드(smart band)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심수민, 2014).

최근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와 건강관리, 질병예방, 체력단련 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헬스케

어(healthcare)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

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 패러다임이 질

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전환되면서 의료 

산업에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12월 산업통산자

원부에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

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통해 의료 분

야의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

중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삼성과 LG를 선두

로 한 휴대용 디바이스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착수하여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전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절

반 이상인 것으로 추계되고 향후 5년간 급속도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5; 정혜실, 2014).

하지만 이와 같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

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관련 제품들이 계

속해서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디바

이스 및 기술의 수용은 여전히 초기 수용자

(early adopters)와 같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은 관련된 기술이나 국내·

외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된 사용자의 행태

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시장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지속적인 성장 

분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수용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근거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

보기술 수용의 대표적 이론인 Davis et 

al.(1989)이 제시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사용자의 정보기

술 수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Venkatesh et al.(2003)

의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춰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 및 전략적 함의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

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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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

리케이션까지도 포함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초기에는 주로 군사 및 학술 연구를 목

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 세계 스마

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웨어러블 디바

이스가 차세대 모바일 기술 및 새로운 수익원

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일반 대중

을 대상으로 한 제품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이호정· 

오희선, 2015).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크게 휴대

형(portable), 신체 부착형(attachable), 생체이

식 및 복용형(eatable)의 3가지로 분류한다(한

국정자통신연구원, 2014). 휴대형은 스마트폰

과 같이 휴대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안경, 시계, 

팔찌 형태의 디바이스가 해당되며, 신체 부착형

은 패치와 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

태의 디바이스로 향후 3~5년 이내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체이식 

및 복용형은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의 디바이스로 전자문신, 캡슐형태로 개발

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분야는 휴대형으로, 안경형 장치인 ‘스마트글

라스’, 시계형 장치인 ‘스마트워치’, 생체신호 

데이터 수집에 특화된 ‘스마트밴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형태나 용도 및 기

능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다. 용도에 따른 

분류의 경우, 증강현실, 일상생활 기록, 스마트

폰 대체, 건강 체크관리, 스포츠, 업무용 보조도

구 등으로 구분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헬스케어의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적용

과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서 피

트니스와 웰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

다(정혜실, 2014). 헬스케어와 관련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healthcare wearable device)라 지칭하며 체내 

혹은 인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을 기반으로 신체에 착용한 디바이스

들을 무선으로 연결해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는 디바이스들이 이에 해

당된다. 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의

료분야나 건강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정혜실, 

2014). 또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밴드나 의류의 형태로 

신체에 착용할 수 있으며, 칼로리 소모량이나 

섭취량, 심박동수, 활동량과 강도, 수면, 이동거

리, 발한정도,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

2.2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연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아

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장동향을 살펴

보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 수용행동 및 실제 사용에 대해 살펴보는 실

증적 연구는 그 정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글래스

(Rauschnabel et al., 2015), 스마트워치(손현정 

등, 2014; 이정우 등, 2014), 웨어러블 컴퓨터

(이현미, 2009)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들 디바이스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수용행동

을 살펴보고 있다. 

손현정 등(2014)은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

치 등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웨

어러블 디바이스가 향후 스마트폰처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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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

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

석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 잠재적 

수용자인 대학생들의 사용의도에 성과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조건, 쾌락적 동기, 가격 효용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이정우 등(2014)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

과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

적하면서 스마트워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이미지, 혁신성, 스마트워치의 기능성, 

심미성, 착용성 등이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미

(2009)는 웨어러블 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TAM

을 적용한 웨어러블 컴퓨터 수용의도의 영향요

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지각된 가치가 웨

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수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연구의 

경우, Rauschnabel et al.(2015)은 스마트글래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스마트글래스의 기능적 혜택과 사회적 부

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스마트글래스를 수용하려는 의지

가 더 높아짐을 주장하였다. Yang et al.(2016)

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

는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실

증연구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성, 호

환성, 심미성, 브랜드 등은 지각된 혜택과 가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가치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영 등(2011)은 의료서

비스 수요 증가와 정보기술 발전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

황에서 사용자의 수용의향 결정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실증적 연

구의 결과, 고학력자, 고령층, 만성질환을 보유

한 사용자들의 경우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초기 수요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최신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람이거나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고 지리적

으로 멀리 위치한 병·의원을 이용한 사람일수록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웨어러

블 디바이스들이 출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헬스케어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 관한 수용의도의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

보려는 본 연구는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 및 실

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3 정보기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개인의 의지를 사회심

리학이나 정보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

려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된 이론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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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 수용의 대표적인 이론인 

Davis et al.(1989)의 정보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회

심리학 분야의 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바탕으로 개인 사

용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는 주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

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TAM의 주요 논리적 

흐름은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개인적 신념에 관

한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attitude)와 행동의도

(intention to use)에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정보기술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TAM은 이후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할 때마

다 개인의 혁신기술 수용여부를 예측하고 설명

하는데 유용한 연구모델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

나 TAM은 외생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타당

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술수

용 연구에는 적합하지만 복잡한 IT 환경에서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Venkatesh et 

al.(2003)은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설명력을 높

이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서 Fishbein and 

Ajzen(1975)의 TRA, Davis et al.(1989)의 

TAM, Venkatesh and Davis(2000)의 확장된 기

술 수용모델, Davis et al.(1992)의 동기이론

(Motivation Model), Ajzen(1991)의 계획된 행

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riandis(1977)와 Thompson et al.(1991)의 PC 

활용모델(Model of PC Utilization), Moore and 

Benbasat(1991)과 Rogers(1995)의 혁신확산이

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Bandura 

(1986)와 Compeau and Higgins(1995)의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등의 8개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통합 및 조정된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을 제안하였다.

UTAUT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정보기술 

수용자의 행동의도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4개의 독립변수와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등의 4개의 통제변수로 구성된다. 성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에 대한 기

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의 3개의 변수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사

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성과에 대한 기대는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노력에 대한 기대는 TAM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은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

에 의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촉진조건은 새로운 정보

기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및 기술적 기

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설명한

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사용자의 행동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성별, 나이, 경험, 자발

성에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UTAUT의 연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UTAUT는 기존의 TAM보다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신기술 및 제품

의 출현이 빠른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TA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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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적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점

에서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는 최근 연구에서

는 UTAUT를 더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

이다(Venkatesh et al., 2003; Bozan et al., 

2015; 권오준, 2010; 이민화, 2013). Bozan et 

al.(2015)은 UTAUT를 기반으로 건강 관련 정

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IT)

의 초기 수용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강제적 압력(coercive)과 

모방적 압력(mimetic)이 사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오준(2010)

은 UTAUT 모형이 TAM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개발되는 새

롭고 복잡한 IT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TAM과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잠

재수용자의 행동의도에 대한 수정된 연구모형

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에서는 노력기

대와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그리고 개인의 혁

신성이 행동의도에 대한 독립변수로 제안되었

다. 연구결과, 이들 4개의 변수는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과기대는 노력기대보다 행위의도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왕보람 등(2011)

의 연구에서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의 설명에 

포함되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수용

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이 UTAUT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타

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1980년대에 발표된 TAM에 비해 상

대적으로 최근 정보기술을 반영하는데 보다 유

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오준, 2010).

<그림 1> UTAUT 모형(Venkates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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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Davis et al.(1989)의 

TAM과 Venkatesh et al.(2003)의 UTAUT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변형되어 발전

해 온 선행연구(권오준, 2010; 박상철·구철모, 

2012; 왕보람 등, 2011)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로 UTAUT의 성과기대와 노력기

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왕보람 등(2011)

은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

과 용이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권오준(2010)은 

노력기대와 성과기대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박상철과 구철모

(2012)는 UTAUT의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Yang et al.(2016)은 유용

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

을 강조하였으며 Wu et al.(2011) 역시 유용성

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최근에 와서 상용화되고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활용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

기술 수용을 살펴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검증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UTAUT를 연구모형 설정에 활

용한 것은 UTAUT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이

론적 모델로서 TAM에 비하여 정보기술수용의

도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포함하

여 제시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각각을 포함하여 설명

하고 있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헬스케어 웨

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의 선행변수로 제안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성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변수

를 도출하였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

스의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를 들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최신 기술의 경우 개인의 혁신적인 성향이나 

유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해당 

기술에 대한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기능이 자신의 관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지하거나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술 수용에 대한 행동의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

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술적인 요소들 또한 

사용자의 행동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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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가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능적 다양성, 착용

성, 외형적 심미성을 도출하고, 개인적 특성으

로 유행민감성, 건강관심도, 유희성을 도출하여 

성과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3.2 연구가설

3.2.1 기술적 특성

최근 상용화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주로 손목에 착용하는 스

마트밴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디바이스에 

관심을 가지는 사용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

바일 디바이스와의 호환성과 웨어러블 디바이

스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냐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

스와 관련된 기술 및 디바이스 특성으로 기능

적 다양성, 착용성, 외형적 심미성 등의 3가지 

변수를 제안하고 이들 요인과 성과기대와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능적 다양성이란 헬스케어 웨어

러블 디바이스의 기능과 성능이 안정적이고 헬

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Bradford 

and Florin, 2003; Yang et al., 2016). 정보기술

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기능적 속성이 사용자

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시장

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문성철·윤해진, 

2012).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

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용하고 편리

한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수용하려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전창중 등, 2014; Yang et al., 2016). 또한, 

기술 간의 호환성이나 기술 내 호환성은 첨단

기술제품을 채택하는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박경자, 2015). 헬스케어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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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당 디바이스

의 기능적 속성 및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느냐 하는 것은 디바이스의 유용성을 판단하

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착용성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신체에 착용하여 느끼는 불편함이나 신

체 제약의 정도를 의미한다(Ross and Blasch, 

2000).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

바이스들의 경우 손목 등의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에서 디바이스들

을 항상 착용한다는 점에서 착용했을 때 사용

자가 느끼는 감각이나 편안함의 정도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무게감이나 착용감 등에 대한 인식이 해당 

디바이스를 유용하다고 인식하거나 사용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성진과 전익기, 2014).

마지막으로 외형적 심미성은 헬스케어 웨어

러블 디바이스의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고급스

럽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Cyr et al., 2006; Hsiao, 2013; Yang et al., 

2016).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각적 매력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제품이 자신에게 얼마

나 유용한지를 판단할 때 주된 결정요인 중 하

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보기술 관련 제품에

서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siao, 

2013; Yang et al., 2016).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으로서 디자

인과 같은 패션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매력적이 외형과 잘 만들어진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이상의 논의

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다양성, 착

용성, 외형적 심미성이 성과기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능적 다양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착용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형적 심미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개인적 특성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최근에 

등장하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는 혁신성향이나 개인의 관심사 등

에 따라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용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유행민감성, 건강관

심도, 유희성의 3가지 변수를 제안하고 이들 요

인과 성과기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유행민감성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수용하려하고 

변화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Goldsmith and Hofacker, 1991; 강경영· 

진현정, 2007).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민감하

게 반응한다. 뿐만 아니라 유행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고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

른 사람들보다 최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채

택하는 경향이 있다(전창중 등, 2014). 강경영

과 진현정(2007)은 유행에 대한 혁신성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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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혁신성보다 스마트의류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이 여론을 주도하는 층으로 대두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두 번째 건강관심도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

보와 건강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신명섭·이영주, 2015). 최근 몇 년간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성장이 건강정보를 빠르

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에 실시간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개인

의 건강정보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심수민, 

2014). 신명섭과 이영주(2015)는 현재 주로 출

시되고 있는 손목 착용(밴드)형 웨어러블 디바

이스가 건강 및 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건강관리

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희성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 사용이 즐겁고 흥미롭다고 느끼는 정도

를 의미한다(Venkatesh and Brown, 2001; 김수

연 등, 2011).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낀다면 

사용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용하고 자

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용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

수연 등, 2011).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손목에 착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이용

하면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인지한다면 이는 성

과기대나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유행민감성, 건강관심도, 유희성이 성과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유행민감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건강관심도는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유희성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성과기대, 노력기대, 수용의도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Venkatesh et al.(2003)의 UTAUT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UTAUT 모형에서는 수용의도 및 수용행동의 

선행변수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등의 4개의 변수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기술수용에 관한 

연구들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확인되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설명하는 

변수인 UTAUT의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헬

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의 영향요

인으로 제안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성과기대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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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업무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성과 향상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서 지금

까지 많은 연구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어 왔

다(Bozan et al., 2015, Venkatesh et al., 2003; 

권오준, 2010; 손현정 등, 2014). 노력기대는 새

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쉽다고 믿는 

정도로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이 얼마

나 다양하고 편리하게 제공되며 쉽게 사용방법

을 습득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노력기대 역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

다(Venkatesh et al., 2003; 권오준, 2010). 또한 

노력에 대한 기대는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이성의 정도로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들의 개념을 통합

한 변수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유사성에 

대해 확인되었으며 사용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하는데도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Davis et al., 

1989; 권오준, 2010).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이 

건강관리나 건강정보 요구 충족과 같은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믿을수록 더 많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헬스케어 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용자

일수록 해당 기술의 사용이 성과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성과기대, 노력기대, 수용의도

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노력기대는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성과기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노력기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

한 각 변수별 측정항목은 정보기술 및 헬스케

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측정항목은 각 항목

의 적합성 및 어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

야 전문가(대학교수 및 대학원생)를 대상으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거쳤다. 설문의 

모든 항목들은 (1)강한 부정에서부터 (7)강한 

긍정에 걸친 7점 리커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

형의 각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과 관련 연구를 

보여 주고 있다.

4.2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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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번호 측정항목 련 연구

기능적다양성

(Functional
Diversity)

FD1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결성
Bradford and 
Florin(2003)

FD2 기능 대체의 정도

FD3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사용의 정도

착용성

(Wearability)

WE1 착용의 불편함의 정도
Ross and 

Blasch(2000)
WE2 착용 시 신체 움직임의 제약 정도

WE3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무게감의 정도

외형적심미성

(Visual
Aesthetic)

VA1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메뉴 디자인
Cyr et 

al.(2006)
VA2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외형 디자인

VA3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고급스러움의 정도

유행민감성

(Trend 
Sensitivity)

TS1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관심도
Goldsmith and 
Hofacker(1991)

TS2 최신 유행에 대한 민감도

TS3 타인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수용하는 정도

건강관심도

(Health 
Perception)

HP1 자신의 삶에서 인지하는 건강의 중요도
신명섭과 

이영주(2015)
HP2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정도

HP3 건강 관련 정보 및 제품 이용에 주저함이 없는 정도

유희성

(Enjoyment)

EN1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Venkatesh and 
Brown(2001)

EN2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으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

EN3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으로 느끼는 재미의 정도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

PE1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생활 편의의 정도
Davis(1989)
Venkatesh et 

al.(2003)

PE2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PE3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을 통한 성과 향상의 정도

PE4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이 생활에서 유용한 정도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 

EE1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방법의 용이성
Davis(1989)
Venkatesh et 

al.(2003)

EE2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이용과정의 용이성

EE3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노력의 정도

EE4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반적인 용이성

수용의도

(Acceptance 
Intention)

IN1 앞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할 의도
Davis(1989)
Venkatesh et 

al.(2003)

IN2 앞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매할 의도

IN3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필요한 제품으로 인지한 정도

IN4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속적 사용의도

<표 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주간 대학 및 

공공장소에서 현장 설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

으며 총 219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측정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SPSS & AMOS19.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3.01%(138명), 여성

이 36.99%(81명)로 남성 응답자가 많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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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응답비율(%)

성별
남자 138 63.01%
여자 81 36.99%

연령

20-29세 53 24.20%
30-39세 81 36.99%
40-49세 66 30.14%
50세 이상 19 8.68%

학력

고졸 12 5.48%
대졸(전문대졸) 156 71.23%
대학원졸 51 23.29%

직업

학생 46 21.00%
사무직 49 22.37%
기술/기능직 55 25.11%
전문직 20 9.13%
서비스직 38 17.35%
기타 11 5.02%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기간

3개월 이하 34 15.53%
3개월 - 6개월 89 40.64%
6개월 - 1년 80 36.53%
1년 이상 16 7.31%

합계 219 100.0%

<표 2> 응답자의 특성

령은 20대 24.20%(53명), 30대 36.99%(81명), 

40대 30.14%(66명), 50대 이상이 8.68%(19명)

로 30대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

졸(전문대졸)이 71.23%(156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기술/기능직이 25.11%(55명)

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22.37%(49명), 학생 

21.00%(46명), 서비스직 17.35%(38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기간은 3

개월~6개월 40.64%(89명), 6개월~1년 36.53% 

(80명), 3개월 이하 15.53%(34명), 1년 이상 

7.31%(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

답자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4.3 측정모형 검증

4.3.1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수집된 자료의 특징이 측정도구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총 9개의 잠재변수를 측정하

기 위한 34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적

합도 판단에 대한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된 기초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부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상대적 카이스퀘

어(χ2/df), 표준적합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등을 사용하

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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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 IFI GFI AGFI CFI X2/df RMSEA

모형 0.949 0.937 0.823 0.976 1.909 0.038

권장치 ≥0.9 ≥0.9 ≥0.8 ≥0.9 ≤3.0 ≤0.05

<표 3>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이 연구모형의 특성과 일치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적합도 검증 후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성 검증은 사

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Cronbach's α 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

적으로 Cronbach's α 계수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

들의 값이 0.768에서 0.908 사이에 분포하고 있

어 측정항목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다(Nunnally, 1967).

다음으로 타당성 검증은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과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요인

적재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났다

(Barclay et al., 1995). 복합신뢰도의 경우 0.7

이상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의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측정항

목에 대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n, 1998).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 결과, 대각

선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 

보다 높이 나타나 판별타당성 역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이와 같은 측정도구 검증에 대한 결과는 

모든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과 타당성을 통계

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4.4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 후,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9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가설

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 정도를 

알려주는 결정계수(R2)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개인특성 중 성별과 연령에 대해

서는 분석 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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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요인 재값 t-값 CR Cronbach’s α AVE

기능적 다양성

FD1 0.891 -
0.878 0.768 0.706FD2 0.771 17.551 

FD3 0.854 17.247 

착용성

WEA1 0.770 -
0.880 0.775 0.711WEA2 0.849 17.680 

WEA3 0.905 14.191 

외형적 심미성

VA1 0.803 -
0.850 0.847 0.655VA2 0.761 19.802

VA3 0.860 19.660 

유행 민감성

TS1 0.795 -
0.880 0.821 0.710TS2 0.866 14.127 

TS3 0.865 17.200

건강 관심도

HP1 0.868 -
0.923 0.908 0.800HP2 0.904 15.936 

HP3 0.910 19.221 

유희성

ENJ1 0.851 -
0.861 0.868 0.674ENJ2 0.844 14.440

ENJ3 0.765 16.582

성과기대

PE1 0.884 -

0.907 0.891 0.710
PE2 0.890 16.200
PE3 0.758 17.234
PE4 0.832 18.236

노력기대

EE1 0.782 -

0.904 0.786 0.702
EE2 0.903 14.228
EE3 0.823 15.997
EE4 0.840 11.855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

INT1 0.790 -

0.906 0.854 0.708
INT2 0.850 19.217
INT3 0.901 17.508
INT4 0.821 16.230

<표 4> 측정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주) - : 분석시 ‘1’로 고정

　 1 2 3 4 5 6 7　 8　 9

1. 기능적 다양성 0.840
2. 착용성 0.276 0.843
3. 외형적 심미성 0.308 0.234 0.809
4. 유행민감성 0.336 0.287 0.331 0.843
5. 건강관심도 0.442 0.373 0.199 0.277 0.894
6. 유희성 0.399 0.281 0.429 0.188 0.336 0.821
7. 성과기대 0.310 0.248 0.374 0.460 0.397 0.146 0.843
8. 노력기대 0.355 0.307 0.223 0.284 0.105 0.254 0.447 0.838
9.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
0.285 0.297 0.422 0.398 0.235 0.325 0.443 0.480 0.841 

<표 5> 별타당성 분석 결과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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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술적 특성 중 기능적 다양성(β=0.298, 

t=4.750)과 착용성(β=0.240, t=3.576)은 성과기

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외형적 심

미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는 헬스케어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외형적 디자인, 색상, 

인터페이스 보다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다양

한 기능들과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인지하는 느낌에서 해당 디바이스

가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 중 유행민감성(β=0.452, 

t=9.857)과 건강관심도(β=0.356, t=5.410)는 성

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유희성

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혁신이나 최신 유행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높고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유용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하며 디

바이스를 통해 인지하는 흥미나 재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노력기대(β=0.426, t=7.889)는 성과기

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기대(β=0.391, t=5.200)와 노력기대(β

=0.459, t=8.942)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7, 가설 8, 가설 9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UTAUT에서 확인된 변수들 간의 관계와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

는 다음의 <표 6>과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

다.

가설 경로 표 화β t-값 결과

H1 기능적 다양성  → 성과기대 0.298 4.750** 채택

H2 착용성  → 성과기대 0.240 3.576** 채택

H3 외형적 심미성  → 성과기대 0.051 0.883 기각

H4 유행민감성  → 성과기대 0.452 9.857** 채택

H5 건강관심도  → 성과기대 0.356 5.410** 채택

H6 유희성  → 성과기대 -0.090 0.107 기각

H7 노력기대  → 성과기대 0.426 7.889** 채택

H8 성과기대  →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  0.391 5.200** 채택

H9 노력기대  →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  0.459 8.942** 채택

<표 6> 가설검증 결과

주) ** : p<0.01
적합도 : IFI= 0.957, GFI= 0.940, AGFI= 0.928, CFI= 0.963, X2/df= 1.865, RMSEA=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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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모형검증 결과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최근 건강이나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헬

스케어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사

용하려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용화됨

에 따라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결합

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게 되면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양

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보

건 산업 분야의 기회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기술이나 정책 및 시장동향에 한정되어 

있고 실증연구는 아직은 그 정도가 미비한 편

이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연구 역

시 연구대상이 주로 스마트의류나 스마트워치

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초

기 수용자와 같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국한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용의도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술적 

특성으로 제안한 3가지 변수 중 외형적 심미성

을 제외한 기능적 다양성과 착용성은 성과기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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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항상 

일상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므

로 착용했을 때 불편한 느낌을 적게 받고 편안

하게 인식할수록 해당 디바이스를 유용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양하고 기존

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적절하게 호환된다고 생

각할수록 해당 디바이스 사용을 유용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형적 심미성의 경우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경우 사용자들이 디바이스의 외형이나 디자

인적 요소보다 건강관리나 건강정보 제공과 같

은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더 관심

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재전과 박

경자(2015)는 최근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혁

신적인 제품들의 경우 외형적 디자인 요소들이 

이미 제품의 기본 요소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

에 사용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와 선택

에 있어 차별화된 특성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둘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제안한 3가지 변수 중 유희성

을 제외한 유행민감성과 건강관심도는 성과기

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제품이나 정보기술을 다

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유행을 따르

려는 성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록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유용한 디

바이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

순히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흥미나 재미적인 요소만으로는 해당 디바이스

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시되는 헬스케어에 

관한 제품들의 경우 건강 관련 기능들을 다양

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노력기대는 성과기대와 헬스케어 웨어

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성과기대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

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UTAUT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Bozan et al.,(2015), 권오준(2010), 손현정 등

(2014) 등의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행동의도를 설

명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앞으로 새로운 가치 및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

용의도를 설명하고자 한 점이다. 웨어러블 디바

이스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측면이나 시장동향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일

부 실증적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경우 스마트의

류 분야에 치중되어 있을 뿐 헬스케어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 관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상황이

다. 또한, 최근에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

블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피트

니스, 건강관리 등과 결합되어 보건 산업 분야

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에 대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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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

로써 본 연구는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헬스

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사용

자의 특성을 제안하고 정보기술수용을 설명하

는 이론적 모델 중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 UTAUT 이론의 성과기대와 노

력기대, 수용의도의 연구변수를 제안하여 실증

적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는 점에서 향후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최

근 상용화되기 시작한 제품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때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

행동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

는지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들의 

경우 주로 유행을 따르려는 혁신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기능과 서비

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마케팅 및 홍보 활

동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기능이나 사용자의 혁

신성향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유사한 디바이스 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헬스케어에 특화 및 전문화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

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

해 일상생활에서 항상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

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착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여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술 및 실무적인 시사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의 대표적

인 이론인 TAM과 비교적 최신 모델로서 설명

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UTAUT 이론을 바탕

으로 수용의도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온 성

과기대, 노력기대 그리고 행동의도의 연구변수

를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뿐만 

아니라 UTAUT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회적 영

향과 촉진조건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연

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의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판단되는 선행변수로 디바이스의 기술적 특성

과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

과 관련된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 등 본 연구에

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특성들을 제안하고 이

들 영향요인들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점에서 모든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샘플이 

219명으로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따른 차이와 더 많은 참여 샘플을 사

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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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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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Healthcare Wearable Device

Sang-Il Lee․Wang-Jin Yoo․Hyun-Sun Park․Sang-Hyun Ki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healthcare 

wearable device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healthcare wearable devic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user’s 

personal characteristic based on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model. 

Design/methodology/approach

For this purpose of research, we conducted against consumers who use the wearable devices 

and we collected data from 219 wearable device users.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and AMOS19.0 which is powerfu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software. 

Finding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functional diversity, wearability, trend sensitivity and 

health percep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formance expectancy, while visual aesthetic and 

enjoyment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Second, performance expectancy and effort expectancy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healthcare wearable device. Third, effort 

expectanc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formance expectancy. 

Keyword: Healthcare Wearable Device, Acceptance Intention,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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