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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업들은 미래시장을 선 하기 한 신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

다. 그 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4차 산업 명을 동인하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바이오테크

놀로지 등의 주요 기술을 집약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에서 향후 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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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 과 네트워크 성능 향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ICT산업의 차세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계 후발주자이지만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재 세계 최  규모로 성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FEA모델(Functional, Expressive, Aesthetic)을 용하여 국 소비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채택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요인이 제품의 만족, 랜드 충성도와 랜드 내 

다른 상품에 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하여 국 

내 소비자 208명을 상으로 총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분석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호환성, 유희  동기, 하 문화  매력요인이 채택요인으로 확인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만족은 해

당 랜드의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국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이해하는데 학문  시사 을 제공하고 나아가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략 수립에 실

무  통찰을 제공한다.  

Key Words: 웨어러블 디바이스, FEA모델, 국 소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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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신체 일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표 으로 스마

트 바,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스마트 티셔츠 등이 있다. 본래는 입을 수 있는 컴퓨터라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생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 률의 증가로 일상용품으로 그 범 가 

차로 확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인 흐름에 주목하여, 삼성 자, 구 , 화웨이, 소니, 

애 , 마이크로소 트, 샤오미 등 IT 제품 제조기업 뿐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스와로 스키, 아

르마니와 같은 패션기업들도 경쟁 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하 다. 미국의 통계 문 

기 (Statista, 2017)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는 세계 으로 약 1억 4100만 가 매되었고 스마

트워치 시장은 향후 10년간 최고 3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스마트 워치

는 단순한 IT 제품을 넘어선 라이  스타일 제품군으로 범 가 확 되어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은 세계 웨어러블 시장  가장 큰 규모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이다. 국은 경제 성장과 더

불어 사회  습의 변화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용  외, 

2014). 이러한 국가 반에 걸친 소비가치의 변화에 힘입어, 국시장에서도 40세 미만의 한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으로 성장한 세 를 심으로 스마트 워치 시장이 속도로 성장하게 되

었다(Atsmon et al., 2011). 최근에는 바링허우(八零後), 주링허우(九零後)로 표되는 국의 

니얼 세 의 세계주의 이고 강력한 소비력이(한충민, 마의란, 김경애, 2018), 국 스마트 

워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 스마트워치 시장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성장세

를 이어가며 2020년에는 300억 안에 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상정보망, 2015). 특히, 샤

오미의 스마트 워치는 구 이나 삼성제품에 비해 상 으로 렴한 가격으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량을 기록했다. 재 국은 세계 최 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비국이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IDC(2016)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출하되는 에어러블 디바이스의 30%는 

국에서 매되고, 국 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매량은 매년 86%의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Deloitte(2016)의 조사에 따르면 국 내 인터넷 

사용자의 47%는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4%는 1년 안에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국 소비자는 세계 웨어러블 디바

이스 사용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 만큼 국 소

비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련 제품의 수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리 사용되는 모델은 기

술수용모델(TAM, Davis, 1989)과 UTAUT 모델(Venkatesh et al., 2003)이다. 이 의 연구

들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IT제품으로 분류되어 사용유용성, 사용용이성, 편의성과 같은 기능  

차원에 집 되어 연구되었다(신재권, 이상우 2016).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동기와 련된 국내

외 연구들은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하여 기능 인 측면에만 편 되어 있어 그 설명의 한계 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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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최근 연구에서는 기능 인 

측면과 더불어 소비자의 정서 인 측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손 정 외(2014)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채택함에 있어 기능  동기보다는 쾌락  동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 Choi와 Kim(2016)은 디자인이나 재미와 같은 정서  요인이 기능  요인보다 스마트워

치 수용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상 인 제품으로 사

용되고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서는  시 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채택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서 다차원 인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 인 특성과 더불어 패션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채

택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Lamb와 Kallal(1992)의 연구에서 제안된 Functional, Expressive, 

and Aesthetic Model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채택 요인을 지각된 심미성, 호환

성, 유희  동기 그리고 하 문화  매력으로 나 어 측정한다. 더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만족도가 해당 랜드의 충성도와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다소 기능 인 면에 집 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선행연구의 범 를 확장하

고, 국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이해하는데 학문  시사 을 제공한다.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하여 련 업계에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하여 국내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FEA 모델(Functional, Expressive, Aesthetic)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옷과 액세서리의 형태로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IT제품으로서의 

속성뿐 아니라 패션제품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oi and Kim, 2016; 

Jung et al., 2016).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과 연계한 다양

한 패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은 기본이고 수트, 잡화 등 패션 의류

로 용 역이 차 확 되고 있다. 감수성 역인 패션과 기술 심의 IT가 결합된 웨어러블 디

바이스는 패션 테크(Fashion Tech)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Lamb와 Kallal(1992)

가 개발한 FEA 모델을 사용하 다. FEA 모델은 의류 연구 맥락에서 개발된 모델로써, 최종 소비

자의 요구를 확인하기 해 개발된 모델이다(Lamb and Kallal, 1992). FEA 모델은 의류 설계 

과정을 개념화하는 교육 도구로 개발되었는데, 이후 의료용 가운(Cho, 2006)  여성 세일링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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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 and Hakala, 2005)와 같은 기능성 의류를 설계하는데 용되어 연구되었다. 

FEA 모델은 기능 (Functional) 측면, 표 (Expressive) 측면  미 (Aesthetic) 측면을 

평가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한다. 첫 번째로, 기능  측면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과 련된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수 있는 안락함, 편리함, 이동성

을 기능  특성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제품의 표  측면은 제품이 가진 가치와 역할이 고객

의 재 상태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심미 인 측면은 외

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의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  차원은 합성과 이동성, 호환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기

를 충족시키는 기본 인 속성이다(Huber et al., 2010; Gao, Li and Luo, 2015). 표  

측면은 제품이 가진 가치와 소비자의 정체성의 의사소통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는 이러한 속성에 해 제품이 가진 하 문화  매력(Subcultural appeal)으로 설명하고 있다

(Holtzblatt, 2011, Sundar et al.,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심미 인 측면은 외 의 디자

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Dunne et al., 2014).

Ⅲ. 선행논문 고찰  가설설정 

3.1 웨어러블 제품 채택 요인 

3.1.1 지각된 심미성

심미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품의 가격이나 기능 인 이  이상의 향을 미치

며 제품의 성공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Yamamoto and Lambert, 1994). 제품에 있어 심미

성이란 색상이나 디자인, 외 의 미  기능을 말한다.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  하나로(Gaut, Berys, and Dominic Lopes, 2013),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심미학

 가치를 추구한다(Postrel and Virginia, 2003). 제품의 시각 인 아름다움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 인 향을  수 있고(Bloch, Brunel, and Arnold, 2003), 이로 인한 소비

자의 감정  반응은 제품에 한 선호로 이어진다(Bloch, 1995). , 심미성을 갖춘 제품은 소비

자의 심미  욕구를 충족시키며 제품에 한 정 인 감정을 형성한다(Heilbrun, 2002). 

기술 제품에 한 미  인식은 소비자의 내재 인 동기에서 기반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감정으

로 구성된다(Venkatesh, 2000). Lu와 Tzou (2006)는 인지된 심미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 수용의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고, 후속 연구를 통해 제품의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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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심 동인이 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Tzou and Lu, 2009). Duval와 

Hashizume(2006)의 연구에서는 아름다운 외  디자인을 지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소비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며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한, 제품의 심미성과 련된 많은 선

행연구에서 제품이 가진 심미성은 소비자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Fynes 

and Bu´rca, 2005; Yamamoto and Lambert, 1994). 최근 기술의 발 으로 부분의 제품들

이 일정 수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기술 련 제품에서도 심미성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높은 심미성을 가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측된다. 

가설 1: 인지된 심미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2 호환성

Rogers(1995)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신제품 수용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상  

이 , 호완성, 복잡성, 시용가능성, 찰가능성 등을 제시하 다. 여러 수용요인  호완성은 신

제품이 지닌 잠재  가치, 과거 경험이 수용자의 요구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Conner, 2002), 

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신제품의 수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Tornatzky & Klein, 1992). 호환성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가진 태도, 가치, 활동과의 

일치성의 정도로 정의되며(Roger, 1983), Huber et al.(2010)는 자아일치이론(self-congruency 

theory)을 바탕으로 호환성은 제품이 가진 기능과 사용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 자신과의 합성으

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자신과 맞지 않는 제품에 해 비호의 인 태도를 형성

하고 제품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Ram, 1987), 호환성은 제품의 선호를 결정하는

데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호환성의 결여는 소비자로 하여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

는 환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련 제품의 확산 속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Dhebar, 199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표하는 신제품  하나

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진 높은 호완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채택하는데 있어 정 인 향을 미

칠 것으로 측된다. 

가설 2: 호환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3 유희  동기

유희  동기란 소비자가 특정한 행  자체에서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며 기분 환 효과를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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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배지우, 박정열, 2015).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유희  동기는 용된 기술을 직  

체험하면서 얻는 즐거움으로 정의 할 수 있고, 이는 사용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Brown 

and Venkatesh 2005). Venkatesh et al.(2012)는 소비자의 지각된 즐거움을 기술 채택에 

한 유희  동기로 개념화 하 으며, Childers et al.(2001)은 유희  동기가 기술 수용과 사용에 

요한 결정 요인임을 설명하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 방법  특수 기능면에서 일반 인 

IT제품과 차별화되므로 유희  측면에 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른 IT제품에 비해 상 으로 높다

고 할 수 있다. Gao et al.(2015)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유희  동기를 가진 소비자에 해 

특정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고 표 하 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즐거움이라는 요인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Thong, 

Hong과 Tam(2006)은 유희  동기는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측하는 변수로써 이는 기술 사용의

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유희  동기에 의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을 결정하

는 소비자는 제품 자체에 한 호의를 가지고 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정 인 향요소

로 작용할 것으로 측된다.  

가설 3: 유희  동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4 하 문화  매력 

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모습을 표 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신기술이 용된 상품은 소비자의 이러한 욕구를 표

 할 수 있는 합한 수단이 된다. Sundar 외(2014)는 소비자의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를 유발

하는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하 문화 인 매력(subcultural appeal)이라고 정의하 다. 웨어러

블 디바이스는 디지털시계, 스마트 폰에 비해 상 으로 고차원의 기술이 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하 문화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 Southgate(2003)는 개인은 차별

화되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 하고자하는 열망을 충족시키기 해 쿨한 행동을 하고 쿨한 

상품을 갖기 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진 하 문화  매력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표 하고 실 하는데 효과 인 수단이 된다(Holtzblatt, 2011). 특히, 웨어러블 디바

이스는 시계, 밴드, 목걸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신기술이 목된 IT 제품이면서 사용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이다. Kim와 Shin(2015)은 소비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쿨한 제품으로 

인식하며, 하 문화  매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 냈다. 한, Choi와 Kim(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허 심 등의 요인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하 문화  매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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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가설 4: 하 문화  매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 제품에 한 만족, 랜드 충성도와 구매의도간의 계

Oliver(1981)는 만족이란 “불확실한 기 를 둘러싼 감정이 소비 경험에 한 소비자의 이  감

정과 결합 할 때 발생하는 심리 상태” (Oliver, 1981, 27p)라고 말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만족도는 소비자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사용을 통해 실제로 체감한 정 인 느낌을 

반 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Johnson and Fornell, 1991; Deng et al., 2010). 국 소비자에

게 있어 제품에 한 만족은 재구매의도(Liao, Palvia, & Chen, 2009)와 랜드 충성도(Eggert 

and Ulaga, 2002)의 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의 궁극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Sivadass and Baker- 

Prewitt, 2000). 랜드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으로 구매하려는 의지이다

(Oliver, 1999). 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 비교하여 비충성 고객은 제품 는 서비스에 한 

부정 인 정보의 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Donio, Massari and Passiante, 2006). 국의 인

터넷 사용자  40%이상은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

객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은 국시장에서 경쟁우 를 갖는데 있어 매

우 요하다.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미래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는 구매 할 가능성

을 나타낸다(Wu, 2011). 구매 의도의 증가는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chiffman and Kanuk, 2007). 만족한 고객은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반복  구매행동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는 소비자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요한 지표가 된다. 

랜드 충성도와 재구매의도의 계를 연구하는 것은 요하다(Chinomona and Maziriri, 

2017). Lanza(2008)는 랜드 충성도와 재구매의도 간의 계를 조사한 결과 랜드 충성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랜드 확장 략을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확장된 랜드에 한 구매 결정에 이 에 쌓은 랜드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Guo, et al., 2018). 그러므로 제품에 한 만족은 소비자의 랜드 충성도로 이어지

고, 충성도가 형성된 소비자는 반복  구매를 통해 랜드 경험이 축 되어 자연스럽게 동일 랜

드 내의 다른 제품에 한 구매의도가 형성될 것으로 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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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웨어러블 제품에 한 만족도는 랜드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웨어러블 제품에 한 만족도는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7: 랜드 충성도는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Lamb와 Kallal(1992)의 FEA모델을 용하여 국 소비자들의 웨어러블 디바

이스 채택요인이 제품에 한 만족, 랜드 충성도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음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ure 1> Construct Model of Wearable Technolog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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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도구  척도 

본 연구를 한 조사는 국에 거주하는 성인 소비자 208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2018년 5월 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의 수정  보완 후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일간 국의 온라인 설문조사 문업체 Wenjuanxing을 통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남성 응답자 43.8%, 여성 응답자 

56.3%로 유사한 비율로 표집 되었고, 18세-30세의 비 이 체의 75.1%로 큰 비율을 차지하 다. 

Items Frequency (208) Percent (%)

Gender
Male 91 43.8

Female 117 56.3

Age

18-25 70 33.7

26-30 86 41.4

31-40 47 22.6

41-50 3 1.4

50s and over 2 1.0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 1.4

High school 6 2.9

Undergraduate 139 66.8

Master 46 22.1

Doctor 9 4.3

Other 5 2.4

Occupation

Student 64 30.8

Civil servant 11 5.3

Company employee 91 43.8

Businessman 5 2.4

Professional 13 6.3

Sellers man 15 7.2

Other 9 4.3

Income level

Under ¥5000 67 32.2

¥5001-¥10000 103 49.5

¥10001-¥20000 34 16.3

Over ¥20001 4 1.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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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층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응답자의 직업군에서도 학생, 회사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소

득은 5000 안이하가 32.3%, 10000 안 이하가 49.5%로 표집되었는데, 이는 역시 조사 상자

의 연령 가 낮고 학생이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측된다. 교육수 은 졸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각된 심미성(Tzou and Lu, 2009), 호완성(Turhan, 

2013), 유희  동기(Venkatesh et al., 2012), 하 문화  매력(Kim and Shin, 2015), 제품

에 한 만족도(Wu et al., 2015), 랜드 충성도(Odin et al., 2001), 랜드 내 다른 상품 구

매의도(Gao et al., 2015)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  리커트 척

도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각 변수의 측정문항은 다음 <Table 2>와 같다.  

Variable Loading Items

Subculture 
appeal

SA1
This wearable device makes people who use it different from other 
people.

SA2
If I use this wearable device, it would make me stand apart from 
others.

SA3
This wearable device helps people who use it stand apart from 
the crowd.

SA5
People who use this wearable device would be considered leaders 
rather than followers.

Beauty
perceived 
aesthetic

PA1 I think the appearance of wearable device is beautiful.

PA2 I think the appearance of wearable device is charming.

PA3 I think the appearance of wearable device is outstanding.

Need 
compatibility

NC1 This wearable device is an essential product for me.

NC2 This wearable device is a product that I would need.

NC3 This wearable device is a product to meet my expectations.

Hedonic 
motivation

HM1 Using wearable device is fun.

HM2 Using wearable device is enjoyable.

Satisfaction

SAT1 I am satisfied with my experience of using wearable device.

SAT2 I am happy with my experience of using wearable device

SAT3 The wearable device did a good job.

SAT4 Using this wearable device was a good choice.

Brand loyalty

LOYB1 I am loyal to only one brand of device.

LOYB2
During my next purchase, I will buy the same brand of device as 
the last time.

Purchase 
intention of 

other products

PIOP1 I intend to use other wearable device in the future.

PIOP2
I intend to use other wearable device at every opportunity in the 
future.

PIOP3 I plan to increase my use of other wearable product in the future.

<Table 2> Variab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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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 분석을 하여 SPSS for Windows 21.0 Program과 AMOS 22.0 

Program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표본의 일반  특

성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  특성, 지각된 심미성, 

호완성, 유희  동기, 하 문화  매력, 제품에 한 만족도, 랜드 충성도, 랜드 내 다른 상품 

구매의도의 빈도, 백분율, 평균 그리고 표 편차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각 변수의 문항들 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을 알아보았으며, 구성변수들의 유형화와 측정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한, 측정 모형의 합

도를 평가하기 하여 χ2 검증과 CFI, TLI, RMR, RMSEA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 세 번째

로, 지각된 심미성, 호완성, 유희  동기, 하 문화  매력, 제품에 한 만족도, 랜드 충성도, 

랜드 내 다른 상품 구매의도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하기 한 외부변수와 내부변수와의 구조 인 

계를 악하기 해서 구조방정식 모델 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Variable Indicator Loading SMC AVE CR Cronbach's

Subculture 

appeal

SA1 .844 .712

0.628 0.871 0.902
SA2 .723 .523

SA3 .822 .676

SA5 .775 .600

Beauty

perceived 

aesthetic

PA1 .685 .469

0.576 0.802 0.786PA2 .768 .590

PA3 .818 .669

Need 

compatibility

NC1 767 .588

0.728 0.889 0.879NC2 .898 .806

NC3 .888 .789

Hedonic 

motivation

HM1 .697 .486
0.890 0.850 0.838

HM2 .910 .828

Satisfaction

SAT1 .892 .795

0.765 0.907 0.933
SAT2 .895 .801

SAT3 .835 .697

SAT4 .868 .745

Brand loyalty
LOYB1 .914 .835

0.953 0.900 0.877
LOYB2 .869 .755

Purchase 

intention of 

other products

PIOP1 .761 .579

0.604 0.821 0.848PIOP2 .744 .554

PIOP3 .825 .681

Goodness-of-fit: χ2
160 =248.622, p < 0.000, CMIN/DF=1.554; GFI=0.906; NFI=0.935; 

RFI=0.914; IFI=0.976; TLI=0.968; CFI=0.975; RMSEA=0.052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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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척

도의 개별 잠재 요인별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 하 다. 개별 잠재요인에 한 집 타당성을 평

가하기 하여 표 화 요인 부하량의 크기, 잠재요인 신뢰성, 그리고 평균분산 추출값을 산출 하

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합도는 각 합도 지수의 

기 에 부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에 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하여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 .70)와 표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50)을 검증하 으며,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의 검증결과, 요인들의 개념 신뢰도(.78~.90)

와 평균분산추출(.61~.76)은 모두 기 치인 .70과 .50이상이었다(Bagozzi and Yi, 1988; Fornell 

and Larcker, 1981). 한, 조사 상자의 개인  특성 변수의 문항별 신뢰도인 내  일치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 으며,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간의 신뢰성

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별타당성의 검증은 <Table 4>에 나타난 상 계 행렬을 통

해 95%신뢰구간 상 계 ±(2×표 오차)로 계산하여 그 값이 1을 포함 하지 않으면 별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 검증 방법을 사용하 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체변수를 

검증한 결과 모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4> Correlations of Main Variables

Aesthetic
Need 

compatibility
Hedonic 

motivation
Subculture 

appeal
Satisfaction Loyalty

Purchase 
intention

Aesthetic 1

Need 
compatibility

 .673** 1

Hedonic 
motivation

 .674**  .724** 1

Subculture 
appeal

 .510**  .614**  .621** 1

Satisfaction  .638**  .736**  .811**  .686** 1

Loyalty  .452**  .590**  .561**  .682**  .670** 1

Purchase 
intention

 .465**  .555**  .549**  .620**  .688**  .614** 1

Mean 3.877 3.354 3.734 3.290 3.784 3.588 3.768

S.D.  .706  .896  .786  .908  .849  .812  .76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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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5.1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개념들 간의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 다. 연구 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GFI=0.892; NFI=0.927; RFI=0.908; IFI=0.970; TLI=0.962; 

CFI=0.969; RMSEA=0.056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통계 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의 가설에 한 구체 인 검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인지된 심미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CR(p값)이 -0.162, 경로 계수값은 -0.013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 한 인지된 심미성과 제품 만족도에 한 가설1은 기각되었다. 호환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검증한 결과, CR(p값)이 2.316, 

경로 계수값은 0.197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호환성과 제품 만족도에 한 가설2는 채

택되었다. 유희  동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3을 검증한 결과, CR(p값)이 4.813, 경로 계수값은 0.537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유희  동기와 제품 만족도에 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하 문화  매력은 웨어러블 디바이

스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를 검증한 결과, CR(p값)이 

4.043, 경로 계수값은 0.309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하 문화  매력과 제품 만족

도에 한 가설4는 채택되었다.

웨어러블 제품에 한 만족도는 랜드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

한 결과, CR(p값)이 14.923, 경로 계수값은 0.869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족도와 랜

드 충성도에 한 가설5은 채택되었다. 웨어러블 제품에 한 만족도는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

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CR(p값)이 4.315, 경로 계수값

은 0.630으로 나타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족도와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한 가설6

은 채택되었다. 랜드 충성도는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7을 검증한 결과, CR(p값)이 1.555, 경로 계수값은 0.228으로 나타나 랜드 충성도와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한 가설7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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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ypothesis Test of Construct Model

Path Analysis Estimate S. E. C.R.

H1: Beauty of perceived aestheticsà Satisfaction -0.013ns 0.106 -0.162

H2: Need compatibilityàSatisfaction  0.197* 0.075  2.316

H3: Hedonic motivationàSatisfaction  0.537*** 0.103  4.813

H4: Subcultural appealàSatisfaction  0.309*** 0.062  4.043

H5: SatisfactionàBrand loyalty  0.869*** 0.069 14.923

H6: SatisfactionàPurchase intention of other products  0.630*** 0.125  4.315

H7: Brand loyaltyàPurchase intention of other products  0.228ns 0.106  1.555

Goodness-of-fit : χ2
168 =278.483, p < 0.000, CMIN/DF=1.658; GFI=0.892; NFI=0.927; 

RFI=0.908; IFI=0.970; TLI=0.962; CFI=0.969; RMSEA=0.056

p < 0.001 ***, p < 0.01**, p < 0.05 *, ns not significant 

Ⅵ. 결 론

6.1 연구의 요약  시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4차 산업 명과 련된 표  소비재로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피트니

스, 결제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스마트한 제품으로 빠르게 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하며 IT제품에 심이 없는 일반 소비자까지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계속 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단일 기능에서 다기능 제품으로, 다기능 

제품에서 특화형 제품의 형태로 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술 인 발 보다도 요한 것은 실 

사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

식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제품에 한 소비자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학문  시사 을 제공하

며 나아가 실무 으로 소비자와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요인을 인지된 심미성, 호환성, 유희  동기, 하 문화  매력

으로 검증하 고, 네 가지 채택요인이 제품에 한 만족도, 랜드 충성도,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Duval와 Hashizume(2006)의 연구결과와 달리 인지된 심미성은 제품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제품의 높은 심미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

지만 만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의 경우, 재 세계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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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도입이 비교  늦은 국가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도입 기에는 신기술이 용된 기능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미 인 부분에 한 인식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디자인

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미학  안목을 넓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희  동기와 하 문화  매력요인이 제품 만족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 제품의 개발 시 기능  측면과 더불어 소비자의 

정서  욕구를 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황민우, 정헌배, 2007). 웨

어러블 디바이스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IT제품이 아닌 하나의 패션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 제품이 가진 기

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사용을 즐기며 자신의 쾌락  욕구를 충족한다. 실무자는 

제품 개발 시 이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과 유희  욕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존재

하는 제품에 쾌락  욕구를 실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패션 랜드와의 업을 

통해 제품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 남들과 다른 특별한 수요를 가진 고객층

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제품에 한 만족은 랜드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쳤지만, 랜드 충성도는 랜드 

내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은 샤오미의 스

마트 워치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계의 후발 랜드라고 할 수 있다. 동일 시장 내 후발 랜드는 

제품별로 상이한 가치제안을 요구받기 때문에 개별 제품의 성공이 랜드 체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 후발 랜드의 경우 선발 랜드에 비해 랜드 자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개별 제품으로 형성된 랜드 충성도가 다른 제품의 구매의도로 이 되

는 데 한계 을 가질 수 있다. 

, 샤오미는 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랜드로써 다양한 IT제품군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동일 랜드 내 새로운 IT제품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랜드는 기존 고객을 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한 정

보를 달하고 오 라인 매장을 통하여 랜드 내 다른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2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 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

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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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세계 최  규모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의 소비자를 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하지만 국 소비자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 ․문화  특성을 고려하지 않

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 소비자의 문화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변인을 채택하여 보다 집

인 국 소비자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장에 유통되는 수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서 2017년 기  세계 최 의 

매량을 기록한 샤오미의 스마트 워치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 가지 제품으로 한정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요인을 분석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한계 을 갖는다. 삼성, 구 , 화훼

이 등에서 출시한 스마트 워치 채택요인에 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모형의 간명성을 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할 수 있는 IT제품’으로 한정

하여 변인을 채택하 다. 이로 인해 가격, 사회  향 등의 요인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을 제안

으로 갖는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채택요인을 검증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

 채택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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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 Approach to Explore Chinese Consumer 

Acceptance of Wearable Devices

Hyowon Hyun․JungKun Park․Tianbao Ren․Myung-Sub Lim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network technology, wearable devices have drawn the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of ICT industry. China, although a 

follower in this industry, has recorded high growth rate over the several years and 

become the world's largest market. This study first defined the acceptance factors of 

wearable devices among Chinese consumers and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consumer performance such as product satisfaction, brand 

loyalty, and purchase intention of other products. We adopted FEA model for the 

analysis and conducted a web-based online survey. Through the Chinese consumer 

research panel service, we collected 208 responses and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2.0. The result of the study confirmed the compatibility, hedonic 

motivation, and subcultural appeal as key acceptance factors. It also revealed that the 

satisfaction of wearable device have positive impact on the brand loyalty. Academic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onsumers adoption behaviors 

toward new technology-based products. Practically, this study provides insight to desig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for the related industry. 

Key Words: Wearable device, FEA model, Chinese consum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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